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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KOTRA 전략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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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핵심 가이드
1. 일본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1-1.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가. 일본 프랜차이즈 정의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이하 JFA)의 정의에 의하면 프
랜차이즈는 사업자(Franchiser)가 개발한 franchise system이나 노
하우, 상표 혹은 마크, 체인명 등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데 대하여, 가맹점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고 본부가 개발한 상
술 및 노하우를 사용하여 영업을 실시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일본의 프랜차이즈 체인 기본 구조 ]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 프랜차이즈 체인의 가맹점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한 사업자이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일정한 룰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직영점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자본이 운영하
는 직영점과 같이 보일 수도 있음.
일본

9

나. 일본 프랜차이즈의 역사
◦ 일본 최초로 프랜차이즈 체인이 시작된 것은 1963년임. 최근 한국에
도 진출한 청소 전문 업체 “더스킨”과 마스코트 빼꼬짱으로 유명
한 양과자전문점 “후지야”로 당시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히 확
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노하우, 브랜
드 사용료, 연수 등)을 구축하여 가맹점을 늘려나갔음.
◦ 1969년 2월 일본의 제2차 자본자유화에 따라 특히, 외식업 분야에는
해외자본참여가 완전자유화 되어 많은 일본기업이 미국의 프랜차이
즈분야와 관련된 자본참여와 업무제휴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1971년
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패스트푸드 1호점을 일본에 오픈했
으며, 그 뒤를 이어 “미스터 도넛”, “던킨 도넛”, “피자헛”,
“서티원 아이스크림” 등이 연달아서 일본 시장에 진출함.
◦ 그 뒤를 이어 일본기업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개설도 활성화되어 대
표적인 예로는 “요시노야”, “모스버거”, “롯데리아” 등이 있
음. 그리고 70년대는 대형유통기업이 중심이 되어 슈퍼마켓이 편의
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1973년 9월에 세이유의 “패밀리마트”, 동년
10월에 다이에의 “로손”이 오픈하였고, 1974년 5월에 이토요카도
의 자회사가 “세븐일레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일본 특유의 편의
점 시장의 막을 열게 됨.
◦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프랜차이즈체인화가 활성화
되어 입시학원인 “히토츠바시 세이나”, 부동산중개업의 “센추리
21”, 주택판매의 “아이플 홈”, 렌탈비디오숍의 “TSUTAYA” 등
의 체인이 생겼으며 80년대 후반에는 편의체인인 “세븐일레븐”이
전국 3000점포, “일본KFC”는 500점포를 넘어서는 메가 점포 시대
를 맞이하게 됨.
◦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일본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성기로 매년 1조 엔
씩 시장 확대를 이루어 나갔으며 제3차 시장의 중심이 되어 발전해 나감.
◦ 1990년대에 들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다양한 업계에 프랜
차이즈 체인이 증가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헌책 회수/판매점인
“북오프”, 주차장운영업체인 “파크24”등이 있음. 2000년대에 들
어서는 주식상장에 의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생겨났으며 프랜차
이즈 비즈니스 형태는 일본사회에 완전한 형태로 정착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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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단위: 백만 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매출액

17,868,851

18,722,286

19,388,888

19,603,579

20,303,777

20,808,749

체인수

1,074

1,088

1,146

1,194

1,246

1,231

점포수

220,710

225,957

234,489

235,440

235,686

230,822

※ 점포수는 각 체인의 가맹점, 직영점수의 합계임. 매출액은 가맹점, 직영점의
점포의 매상총계임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다. 일본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 일본의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규모는 약20조엔 규모로 일본GDP(명목)
의 약3~4%를 차지하며 미국시장(약160조엔 규모로 GDP(명목)의 약
10%를 차지함)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시장규모로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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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A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 일본국내 프랜차이즈체인의 총매출액은 20
조엔 8,087억 엔(전년대비 2.5% 증가), 체인 본부수 1,231개(전년대비
1.2% 감소), 가맹점포수 23만822개(전년대비 2.1% 감소)로 나타났음.

1-2.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업종별 특성 분석
◦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일본 프랜차이즈 시장을 살
펴보면 소매업이 333개 본부(전년대비 7개 본부 감소), 8만 8,374점
포(전년대비 3,041개 증가), 매출액은 14조 4,455억 엔(전년대비 6.2%
증가)으로 나타났고, 외식업은 533개 본부(전년대비 7개 본부 감소),
5만 4,361점포(전년대비 1,149점 감소), 매출액은 3조 9,394억 엔(전년
대비 2.4% 감소)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365개 본부(전년대비 1
개 본부 감소), 8만 8,132점포(전년대비 6,756개 감소), 매출액은 약 2
조 4,237억 엔(전년대비 8.9% 감소)로 나타남.
◦ 소매업의 체인 수는 전체시장의 27.1%(점포수 38.3%)로 매출액은 69.4%
를 차지함. 매출액 점유율이 높은 것은 서비스업종 등에 비해 점포
규모가 큰 것과 서비스업이나 외식업에 비교하여 마진율이 낮게 설
정되어 대량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서비스업은 매출액 점유율이 전체의 11.6%, 체인수 점유율은 전체의
29.7%(점포수 38.2%)로 나타났음. 점포수 점유율이 높고 매출액 점유
율이 낮은 것은 소매업과는 반대로 점포규모가 작고 경비를 포함한
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임.
◦ 외식업은 체인수, 점포수, 매출액 점유율이 각각 전체의 43.3%, 23.6%,
18.9%로 나타났음.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체인수가 가장 많은 반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체인 수에 비해 낮음. 이는 시장 진
입이 쉬우면서도 체인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외식업계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불경기에 의한
저가메뉴 및 저가 점포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전체 매출액은 앞으로
도 감속 할 것으로 보임.
◦ 1개 체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169억 엔으로 업종별로는
소매업 443억 엔, 외식업 73억 엔, 서비스업 66억 엔으로 나타남. 음
식업과 서비스업의 1개 체인별 매출규모는 소매업의 4분의 1 이하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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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1개 점포별 매출액도 전체평균은 9,000만 엔으로 나타났
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이 1억 6,300만 엔, 외식업 7,200만
엔, 서비스업 2,700만 엔으로 나타났음. 소매업과 비교해서 외식업,
서비스업종의 1개 점포당 매출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업종별 매출액 점유율] (2008년도)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가. 소매업(편의점 포함)
◦ 시장현황
JFA의 분석에 의하면 편의점은 Taspo 제도(*담배 자판기 이용 Taspo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내외
국인이면 성인인증을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음. 일본에만 56만대의 담
배 자판기가 있으며 나날이 늘어가는 미성년의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실시함. Taspo 카드는 전자화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
어 다각적인 활용이 예상됨.)의 도입으로 자판기를 통한 담배의 구입
이 줄어든 반면 편의점의 판매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음.

일본

13

[Taspo 이용 방법]

자료원 : Taspo 공식 홈페이지 www.taspo.jp
[일본 소매업 프랜차이즈 체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단위: 백만 엔)

※ 점포수는 각 체인의 가맹점, 직영점 수의 합계임. 매출액은 가맹점, 직영점의
점포의 매상 총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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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수

점포수

매출액(백만 엔)

2008년

1,246

1,231

-15

235,686

230,822 -4,864 -2.1% 20,303,777 20,808,749 504,972

2.5%

340

333

-7

85,333

88,374

3,041

3.6% 13,607,958 14,445,564 837,606

6.2%

70

69

-1

52,917

53,493

576

1.1%

9,207,785

9,633,196 425,411

4.6%

편의점

35

30

-5

43,228

44,391

1,163

2.7%

7,566,888

8,067,257 500,369

6.6%

각종상품소매

22

26

4

7,499

6,971

-528

-7.0% 1,546,156

1,487,860 -58,296

-3.82%

택배,통신판매,
무점포판매

13

13

0

2,190

2,131

-59

-2.7%

94,741

78,079

-16,662

-17.6%

의류,신발 등 판매

41

34

-7

4,510

4,170

-340

-7.5%

158,519

165,198

6,679

4.2%

식료품관
련소매

55

50

-5

6,077

6,018

-59

-1.0%

429,679

377,571

-52,108

-12.1%

각종식료품 소매

26

23

-3

1,993

1,956

-37

-1.9%

264,780

221,675

-43,105

-16.3%

과자, 빵 소매

29

27

-2

4,084

4,062

-22

-0.5%

164,899

155,896

-9,003

-5.5%

자동차 및 관련
소매

24

26

2

3,581

3,770

189

5.3%

614,062

635,289

21,227

3.5%

가구,기기
가정용품관련소매

33

34

1

4,135

4,571

436

10.5% 2,089,353

2,385,595 296,242

14.2%

의약품,서적,스포츠
용품중고품등소매

117

120

3

14,113

16,352

2,239 15.9% 1,108,560

1,248,715 140,155

12.6%

소매업
합계
각종상품
종함소매

대비

2007년

2008년

증감

전년

2007년
총계

증감 2007년 2008년 증감

전년

대비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이 외에의 분야에서는 홈센터 분야도 비교적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
고 있음 (매출액 10.2%증가). 이 과정을 귀찮아하는 소비자로 인해 편
의점에서의 담배구입 수요가 증가한 것임.
소매업 점포수는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6.6%의 상
승을 기록했음. 소매업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가구·
집기·가정용품 관계 소매”에 속하는 “가전양판점(家電量販店)”으
로 점포수로 보면 전년도 대비 12.4%로 2자리수의 큰 증가를 보이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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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출액도 전년 대비 16.8%의 증가로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임.
2년 연속으로 2자릿수 성장을 한 분야는 “가전양판점(家電量販店)”
분야 뿐이며 성장요인으로는 대형체인에 의한 지방 체인점의 흡수와
개인경영자의 프랜차이즈가입, 점포의 대형화를 들 수 있음.
또한, “의약품·서적·스포츠용품·중고품관계 소매”에 속하는 “드럭
스토어(drug store)”도 “가전양판점(家電量販店)” 업계와 같이 프랜
차이즈 방식에 의한 업계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분야로,
그 결과 점포수는 전년 대비 20.6%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전년 대비
28.1%의 증가를 보이면서 소매업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
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프랜차이즈 소매업계 주요기업
분류
편의점

업체명
써클K상크스, 쓰리에프,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포
플러(poplar), 미니스톱, LAWSON

가전양판점

케이즈전기, 죠신전기(上新電機), 베스트전기, 야마다
전기, 데오데오, 에이덴

중고품매입/판매
(책, 자동차, 골프용품등)

골프파트너, 골프두, 소프맵, 하나텐, UPGARAGE, 오
토뱅크, 후루혼시장, 북마켓, 북오프, 하드오프

자동차용품, 자동차판매
100엔샵, 원프라이스샵
드러그스토어
안경전문점
주택판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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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걸리버, 옐로우헛, 오토박스, 오토웨이브, 몬
테카를로
FLET'S 100YEN SHOP, 캔두, 생활양품, SHOP99
썬드러그, 마츠모토키요시, 쯔루하드러그
아이안, 비젼안경, PARIS MIKI , 안경시장
SxL, 제이홈, 유니버셜홈
RECOMM(OA기기,통신기기),탑보이(게임소프트), TV
패닉(게임소프트),하트업(콘택트렌즈&안경),하우스오
브로제(화장품전문점),나카무라야(과자 빵),A-프라이
스(업자용 슈퍼),양말집단(양말전문점),리갈슈즈(구두
전문점),워크맨(작업복전문점),원더GOO(CD,서적,게임
소프트),빌리지뱅가드(서적·CD·DVD등),MARUKYO
(식품 슈퍼), 에프원(신사복), 아인약국(조제약국), 내
추럴뷰티베이직(어패럴), 패스포트(인테리어잡화), 팔
레트(여성복·가방), 시모지마(포장자재판매), 후지야
(양과자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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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식업
◦ 시장현황
JFA분석에 의하면 2008년도 외식업계는 점포수, 매출액 부분에서 전
년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와 함께 2년 연속 마이
너스 성장세를 보였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을 보인 분야는 “패스트푸드”에 속하
는 “아이스크림”분야(전년도 대비 9.7% 증가)와 “햄버거”분야(전년도
대비 1.9% 증가)로 나타남.
[인기 이탈리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자료원 : (주) 오피치나 홈페이지 www.officina.co.jp
(주)스트로베리콘즈 홈페이지 www.strawberrycones.com

외식 업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2008년9
월)이후 메뉴의 저가격화 전략과 2008년 들어 외식업 기업 사이에
M&A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음. 한편, 저가격화는 외식업
계에 국한하지 않고 소매업계와 서비스업계에도 보이는 현상으로 일
본 전체시장의 핵심 키워드로도 해석됨.
일반 레스토랑 분야에서 “피자·파스타 전문점”을 포함한 “이탈리
안 레스토랑”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이 분야로는 기존의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형태가 많아 “서양요리·스테이크·피자·파스타” 분야의
체인수, 점포수, 매출액이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소 감소세를 보인 분야는 “일본 요리,
생선초밥전문점”분야이며 특히, 회전초밥전문점의 성장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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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식업 프랜차이즈 체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단위: 백만 엔).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체인수

점포수

매출액(백만 엔)
증감

전년
대비

-4,864 -2.1% 20,303,777 20,808,749

504,972

2.5%

54,316

-1,149 -2.1%

4,036,484

3,939,402

-97,082

-2.4%

31,456

31,093

-363

-1.2%

2,144,589

2,064,770

-79,819

-3.7%

2

8,018

7,555

-463

-5.8%

427,891

391,128

-36,763

-8.6%

91

8

5,182

4,983

-199

-3.8%

254,812

250,774

-4,038

-1.6%

19

17

-2

3,464

3,593

129

3.7%

271,221

266,238

-4,983

-1.8%

햄버거 스테이크

10

7

-3

6,160

6,067

-93

-1.5%

653,373

665,621

12,248

1.9%

아이스크림

9

9

0

1,101

1,350

249

22.6%

36,017

39,511

3,494

9.7%

기타 패스트푸드

82

76

-6

7,531

7,545

14

0.2%

501,275

451,498

-49,777

-9.9%

2007년

2008년

증감

2007년

2008년

총계

1,246

1,231

-15

235,686

230,822

외식업합계

540

533

-7

55,465

패스트푸드

223

222

-1

테이크아웃 생선
초밥, 도시락 등

20

22

라면, 만두

83

카레, 규동(덮밥)

증감

전년
대비

2007년

2008년

일반레스토랑

174

179

5

12,981

12,490

-491

-3.8%

1,164,192

1,180,064

15,872

1.4%

일본요리, 생선
초밥 등
서양요리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66

61

-5

2,901

2,496

-405

-14.0

238,838

225,002

-13,836

-5.8%

37

46

9

3,514

3,754

240

6.8%

289,904

319,737

29,833

10.3%

중화요리

14

7

-7

922

788

-134

-14.5%

95,751

91,537

-4,214

-4.4%

57

65

8

5,644

5,452

-192

-3.4%

539,699

543,788

4,089

0.8%

98

93

-5

6,310

5,991

-319

-5.1%

413,545

411,033

-2,512

-0.6%

45

39

-6

4,718

4,742

24

0.5%

314,158

283,535

-30,623

-9.7%

고기집 및 기타
일반레스토랑
일본식 주점 및
기타
커피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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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주요기업
분 류

업 체 명

일본식
주점

쿠시토큐, 빈쵸오기야, 우오야잇쵸, 베니톤, 토호켄분로쿠, 츠키노시
즈쿠, 쇼야, 야루키쟈야, 타카다야, 토리테츠, 하나노마이, 스이코덴,
핫켄덴, 와타민치, 이치방도리

고기집
(야키니쿠)

규카쿠, 규시게, 안라쿠테이, 야키니쿠이치방카루비, 야키니쿠야사
카이

라면·짬뽕

규슈치쿠호우라멘야마고야, 아이즛포, 하치방라멘, 삿포로라멘도산
코, 나가사키챤멘, 링가핫토

기타

베스킨라빈스31(아이스크림),카프리쵸자(이탈리안 레스토랑), 토쿠토
쿠(우동점), 다이오즈OCS서비스(오피스 커피), 카레 하우스 CoCo이
치방, 스프카레[심](카레 하우스), 도토루커피, 스타벅스(커피숍), 나
베조(스키야키·샤브샤브), 페퍼런치(스테이크FF), 요멘야피에토로
(스파게티 하우스), 피타판코모코(타이야끼·타코야끼), 에도자와(챵
코요리), 카츠야(돈가스 전문점), 카마쿠라파스타(파스타 전문점), 맥
도널드, 모스버거(햄버거), 긴자라이온(레스토랑), 로이야루호스토,
죠이후루(패밀리레스토랑), 겐핑후구(복어전문점), KFC(후라이드치
킨), 산마루쿠카페(베이커리 카페), 바겟토(베이커리 레스토랑), 산마
루쿠, 오븐테이(레스토랑), 토쿠베에, 헤이로쿠(회전스시), 마츠야,
나카우, 요시노야(규동), 하나마루(우동), 코조스시첸(테이크아웃 스
시),
하코다테이치바(스시),
이시야끼비빔밥(돌솥비빔밥전문점),
PIZZA SALVATORE CUOMO(피자배달),상하이익스프레스(중화·서
양요리배달), 교자노오쇼(중화요리), 오토야고항도코로, 마이도오오
키니쇼쿠도(정식), 텐야(텐동전문점), 산다이메시게조(두부요리)

다. 서비스업
◦ 시장현황
JFA의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프랜차이즈의 분야에서 매출액이 플러
스 성장을 보인 분야는 “이발, 미용”분야로 점포수는 4.3% 증가했
으며, 매출액도 1.2% 소폭의 증가를 보였음.
이 분야의 특징으로는 저가격대의 새로운 업소가 신규 시장에 참여
하면서 점포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점포수는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본의 남성고객을 위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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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저가격대의 이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더불어
최근 2년간 1,500엔, 2,500엔대의 정액요금제로 여성고객을 타깃으로
한 미용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두 번째로 성장을 보여준 분야로는 “학원·문화센터”로 점포수는
1.1% 증가한 것에 비해 매출액은 13.4%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학
원분야에서는 개인지도형의 소규모학원 분점이 크게 늘어났으며, 문화
센터 분야에서도 소규모의 피트니스 클럽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한편, “리스·렌탈 서비스”에서는 CD/DVD렌탈 등이 소폭의 증가를
보인 것에 비해 렌터카(rent-a-car) 관련과 기기 렌탈 비즈니스 분야
가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건축·리폼·건축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부동산중개와 주택건축
이 작년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주택 리폼 관련 분야는 반
대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음.
[여성중심의 소규모 피트니스 클럽 참고 사진]

자료원 : 커브스 홈페이지 www.curves.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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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체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단위: 백만 엔)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체인수

점포수
2008년

매출액(백만 엔)

증감

전년
대비

2007년

2008년

증감

전년
대비

2007년

2008년

증감

2007년

총계

1,246

1,231

-15

235,686 230,822 -4,864

-2.1% 20,303,777 20,808,749 504,972

서비스업합계

366

365

-1

94,888

88,132 -6,756

-7.1% 2,659,335 2,423,783 -235,552 -8.9%

클리닝 서비스

25

22

-3

4,589

4,498

-91

-2.0%

113,118

90,279

이발, 미용

31

43

12

3,443

3,591

148

4.3%

98,495

99,647

1,152

1.2%

DPE, 인쇄 서비스

16

9

-7

2,252

2,478

226

10.0%

47,752

61,727

13,975

29.3%

레저서비스, 호텔

21

21

0

958

978

20

2.1%

193,794

174,260

-19,534 -1.01%

자동차정비

10

9

-1

4,260

1,789

-2,471

-58%

16,620

10,691

-5,929 -35.7%

리스, 렌탈 서비스

27

26

-1

13,008

12,580

-428

-3.3%

942,501

803,848 -138,653 -14.7%

학원, 문화센터

70

72

2

29,802

30,115

313

1.1%

270,612

306,942

36,330

13.4%

주택건축,리폼센터

61

53

-8

7,880

7,901

21

0.3%

527,895

568,888

40,993

7.8%

기타 서비스

105

110

5

28,696

24,202 -4,494 -15.7%

448,548

307,501 -141,047 -31.4%

2.5%

-22,839 -20.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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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업
분 류
미용 살롱
부동산중개업
학원
사진DPE·
스튜디오

기타

업 체 명
앗슈, 뉴욕·뉴욕, 스타일디자이너, AMG, 에센셜재팬, 모츠·헤어
아파만숍, 피탓토하우스, 에이블, 센추리21
고타로쥬쿠、각켄CAI스쿠루, 신가쿠스쿠루·완, 메이코기쥬쿠
FLET'S 100YEN SHOP, 캔두, 생활양품, SHOP99
TSUTAYA, GEO(CD·DVD렌탈&판매), 코인즈(100엔 클리닝), 햐쿠요
샤(클리닝), 고쿠라쿠유(대중목욕탕), 리스킨(더스트 컨트롤), 유유쿠우
칸(인터넷카페), 아루펜쿠익쿠휘토네스(피트니스 스튜디오), 아토릿코
시센타(이사 서비스), 센토케아도쿄, 소요카제(요양 서비스), 호무메이
캽푸(건축외장 리폼),
Kiddy CAT에이고쿄시츠(어학교육), JJCLUB100(시간제 레저시설),
아이플홈, 휘아스홈, 제루홈(주택판매), 휴만리소시아(인재파견), 다
스킨사브100(청소용구 렌탈), 세이마츠큐큐샤(생활 트러블 해결), 렌
토오루(종합 렌탈), 티아카이간(장의 서비스), 쇼와카이도우(장의 서
비스), 앗프루(중고 자동차 매매), 파크24(주차장 운영), 메디슨숍푸
(조제 약국), 나고야카(노인 주간보호 센터), 아프레시오, 지유쿠우
칸(복합 카페), 파도(무료 택배 정보지), 아뮤(유료 노인 홈)

1-3. 외국 및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일본 진출 동향
◦ 1969년 외식산업분야의 해외자본참여가 100%자유화됨에 따라서 1970
년대 미국 프랜차이즈체인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KFC”, “맥
도널드”, “미스터 도넛”이 연이어 일본시장에 진출했으며, 그 후
다수의 외국계 프랜차이즈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였음.
체인명

주력상품

제1호점
개점연도

일본 측
제휴기업명(업종)

제휴형태

KFC

프라이드치킨

1970

미츠비시상사(상사)

합자

맥도널드

햄버거

1971

후지타상점(상사)

합자

미스터 도넛

도넛

1971

더스킨(청소서비스업)

기술제휴

Dipper Dan

아이스크림

1972

다이에(소매업)

기술제휴

피자헛

피자

1973

아사히맥주(맥주제조),
스미토모상사(상사)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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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명

주력상품

제1호점
개점연도

일본 측
제휴기업명(업종)

제휴형태

써티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974

후지야
(식품제조사, 외식업)

합자

1978

다이에(소매업)

기술제휴

1979

WDI(외식업)

기술제휴

1980

카스미스토어(소매업)

기술제휴

빅보이
토니로마
코코스

패밀리
레스토랑
바비큐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하겐더즈

아이스크림

1985

산토리(종합음료제조사)

기술제휴

Cafe Du
Monde

커피

1990

더스킨(청소서비스업)

기술제휴

서브웨이

샌드위치

1992

산토리(종합음료제조사)

기술제휴

스타벅스커피

커피

1996

SAZABY
(의류 제조사)

합자

자료원 : Jetro 재패니즈 마켓 리포트 NO.67

◦ 맥도널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등으로 대표되는 패스트 푸드점과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외국 프랜차이즈의 일본진출
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규모로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다음으로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음.
◦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진출 분야는 외식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최근에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 고조로 서비스업 분야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트니스 클럽 등 미용건강 관련 분야에 편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양한 신규 체인의 일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두
드러진 경향은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의 해외진출임. 일본의 상위
100개 체인 중에 35개 체인이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프랜차
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으
로 현지 자회사에 의한 직영운영방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음.
◦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일본식=건강식이라는 개념이 전파되
면서 많은 일본 외식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으로의 진출도 증가
하는 추세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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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 준비 단계(진출 환경 및 타당성 조사)
2-1. 시장 조사 및 시장 환경
가. 일본시장 일반 사항 및 동향
국

명

일본(日本)/JAPAN

위

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면

적

377,829㎢(한반도 면적의 1.7배)

기

후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남-북 길이가 3,300㎞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수

도

도쿄(東京)/TOKYO

인

구

1억2,758만 명(총무성 통계국 2009.5.1기준)

주요 도시

도쿄 23구(875만 명), 요코하마(367만 명), 오사카(265만 명),
나고야(226만 명), 삿포로(190만 명), 교토(146만 명),
후쿠오카(144만 명), 히로시마(117만 명)

인

종

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

어

일본어

종

교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건국 기념일

2월 11일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천황(明仁: 아키히토)

수

하토야먀 유키오(鳩山由紀夫) 2009. 9. 16 취임

상

자료원 : 일본 내각부 및 지방정부 발표자료, 일본국세도회

◦ 일본 경제는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락 직전까지 2002년
1월부터 상승국면 진입 이래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장기간 회복국면
에 있었음. 대규모 재정투자 없이 민간수요 주도로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이전의 경기회복 국면과 다른 점이었으며 기업들
의 꾸준한 구조조정 효과로 수익구조가 개산된 점과 기술개발 기반
을 강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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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일본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음. 경기상승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주
요 시장인 북미와 구주에서 두 자릿수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40%
이상 줄어든 것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 전통적 수출 산업
인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수출부진은 설비투자 감소, 개인소득 부
진, 개인소비 냉각으로 이어지는 부의 스파이럴에 빠짐.
◦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수출이 부진에 빠지면서 금융위기의 진원지
인 미국과 유럽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경기가 침체한 것에 대한 반
성의 의견으로 일본 정부는 내수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경기
를 자극하기 위해 1인당 현금 12,000엔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를 인하하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 일본 정부가 그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에코카(고연비 차량) 구매 지원
금과 에너지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 시 에코 포인트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서 관련 제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일부 품목
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나. 일본 경제 지표

명목 GDP
실질경제 성장률

496조 6,000억 엔(2008년도 말 기준)
-3.5%(2008년, GDP성장률)

1인당GDP

38,559달러(2008년도 명목GDP기준, IMF 발표자료)

실 업 율

5.7%(2009년 7월)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0.2%(2008년 12월, 전년대비)
국내 기업 물가: 0.9%(2008년 12월, 전년대비)

화폐 단위

Japan Yen (￥)

환

1달러= 90.79엔(2009년 9월 24일 기준)

율

외환 보유고

1조 423억 달러(2009년 9월 7일 기준)

산업 구조

1차 산업 4.4%, 2차 산업 27.0%, 3차 산업

67.4%

교역 규모

수출 7,822억 달러, 수입 7,618억 달러 (2008년)

주 : 연도는 회계 연도(일본은 4.1-3.31) 기준을 의미
자료원 : 일본 내각 부 및 정부 발표자료, 재무성, 일본은행, WTA, 일본국세도회,
일본 경제신문사 발표 자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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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가 2009년 5월 발표한 일본경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7년 대비 3.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
며 또한 2009년 1~3월 GDP 성장률도 연률 환산으로 마이너스 15.2%
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전후 최악의 하락률을 보였음. 최근 외수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회복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
상승, 급여 감소 등 경기회복을 실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임.
◦ 일본은 경기 대책으로 2008년도 GDP의 14.8%, 2009년도 GDP의 약
11.2% 추경예산 편성함.
◦ 주택 투자는 2007년도 공공분야 투자축소, 건축자재의 가격폭등 등
을 이유로 ’06년 대비 -13.3% 로 대폭 하락한 건설경기가 2008년
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3% 하락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기업 도산이 급증하
는 등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정권교체에 의한 공
공건설 사업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어려운 상황임.
◦ 2008년도 민간 설비투자 역시 전기 대비 -10.3%로 큰 폭으로 하락하
였음. 이는 기업의 대형 설비투자가 완료되었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 실종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08년도 공공수요 또한 4.5% 줄어들어 민간, 공공 모두 감소를 보
였으며 이는 경기부진 뿐만 아니라 정부 일반회계에서 공공사업비
관련 삭감이 지속되고 있고, 지자체에도 재정 긴축정책을 시도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8년도 가계지출 또한 -0.5%를 기록하였음. 2009년 7월 완전 실업
률은 5.78%로 악화되었으며 가계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있음. GDP
의 약 60%를 점하는 개인소비가 2009년 1~3월기에도 전기 대비
1.1% 감소해 내수회복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진작
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을 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됨.
◦ 일본 경기를 견인해 온 무역도 2008년도 1~3월까지만 해도 수출이
4.5% 실질 성장을 하는 등 5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분기 연속 40% 이상 하락을 기록하였음. 최근 수출
은 자동차 등의 수출증가로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출 체감경기 전망은 어두운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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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진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시장이 크고, 높은 소득․구매력

․ 높은 지가, 물가, 임금수준

․ 무역입국으로 제3국 수출용이

․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상 관행

․ 자본거래상 제한 없음

․ 개도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 브랜드선호

․ 안정된 정치 및 치안

․ 고급인력, 기술인력 확보곤란(인재들이

․ 숙련된 고급 기술인력 존재
․ 첨단기술정보 입수, 소비자 니즈
파악을 통한 제품개발유리

일본기업선호)
․ 배타성
․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기업과 경쟁
․ 높은 주재원 비용

다. 프랜차이즈 관련 시장 환경
◦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경제는 버블경기 이후 0% 성장을 기록하
고 있었으나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전의 몇 년간 회복세를 보였음.
이는 수출과 동시에 내수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가 이루어져 시장을
이끌었으며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회복이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는 프랜차이즈 체인의 경기 회복에
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에도 일본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은

매출액과 점포수가 증

가하였으며 주식상장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성장을 보이고 있
음. 이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외적요인으로는 다년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에 소비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점, 내적요인으로는
부실 체인의 매각 및 철수, 가격인하 등 발 빠른 대응, 개인 경영점
의 프랜차이즈 체인 흡수 등을 들 수 있음.
라.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선호 경향이 뚜렷해짐
◦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개인소비가 감소, 생필품
의 가격인하 붐이 발생. 작년 9월 이후, 유통기업이 제조업에게 대
량 주문하여 생산하는 일반제품보다 10~20%가량 저렴한 PB(Private
Brand)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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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7월 주요 백화점 매출액이 1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 금융위기 이후 1년 동안 호조를 보인 기업이 유니클로, 맥도날드재팬,
닌텐도 등으로 이들 기업 모두 저가 양질의 제품기업임.

2-2. 진출 관련 정책동향
가. 내수확대를 통한 간접적인 소비증대로의 변화
◦ 신정권으로 탄생한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 성장전략은 “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경제를 내수 주도
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 한다”에 있음.
◦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육아 수당, 고등학교 무료화, 고속도로 무료화
등 “개인·가구”의 소득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방침
임. 전정권의 공공사업이나 규제완화, 조세특별조치로 “기업·업
계”를 자극하는 경제정책과는 차별화됨.
나. 성장 중시에서 분배 중시로 전환
◦ 전 정권은 일관되게 성장 중시의 전략을 취해 옴. 버블경제 붕괴 후
불량채권 처리문제가 종결된 2001년 이후, 급격한 구조개혁을 단행,
공공투자 억제나 우정·도로 공단 민영화 등 민간 활력 중시 전략을
전개해 왔음.
◦ 이에 대한 결과로 일본 경기는 외수(신흥국, 구미경제 호황) 주도로 경기
를 회복했으나, 지방이나 저소득자 층은 피폐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옴.
◦ 반대로 민주당은 성장전략도 중시하지만 “육아 1명당 연간 31만2천 엔
지급”, “공립 고등학생 수업 무료화, 사립 고등학생에 연간 12∼24만 엔
조성”, “부자가정에 부양수당 지급”,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하여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고 있음.
다. 신성장 동력산업 정책 중시
◦ 민주당이 중시하는 산업 분야는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로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 에너지 분야에 첨단기술의 개발, 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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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방침을 세우고 있음. 특히, 지구온난
화대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환경 관련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
성하려 함.
◦ 단, 기존 정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관계가 깊고 기업 활동을 위
한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민주당은 기업, 경영자 측과는
거리가 있음. 향후 기업·경영자에 대해 엄격한 정책이 전개될 가능
성도 있음(제조업 파견 금지, 우대 세제 폐지 등).
라.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엔의 경제
위기대책을 발표(4.10일)
◦ 환경, 고용,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성장률 2% 상향 목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본의 경기 부양 대책]

◦ 이런 정부 여당의 경제위기 대책은 ’09년 2/4분기 실질GDP 플러스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임.
◦ 전후 54년간 일본의 거대여당인 자민당이 선거에 참패, 8.30일 총선
에서 119석을 획득하는 참패를 당했으며,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308의석을 획득 제1여당으로 탄생. 9월 16일 하토야마수상을 필두로
새 내각이 구성되었음. 향후 선거공약에 제시된 사항을 기초로 기존
과는 다른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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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시 제시된 민주당 주요 공약사항]
분야

민주당

경제/
재정

·
·
·
·

국가전략국을 설치, 정부 주도로 예산골격을 책정
예산낭비 삭감 등으로 정책재원 16.8조엔 창출
고속도로 무료화 2012년 실시
최저임금 전국평균 시간급 천 엔 목표

육아/
교육

· 중등학교 졸업까지 1명당 2만6천 엔/월 수당 지급
· 공립 고등학교 실질 무료화, 사립 고등학생에 대해 12만 엔/년 조성
· 대학생 등 희망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제도 창설

환경

· 일본 온실효과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 2050년
까지 60% 삭감 목표
· Cap & Trade방식에 의한 국내 배출량 거래시장을 창설
· 지구 온난화 대책에 도입 검토

연금/
의료

· 연금제도 일원화, 「소득비례연금」「최저보장연금」등 창설을 위한
법률을 2013년까지 성립
· 최저보장연금은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7만 엔 수급.
소득비례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보장연
금을 감액
· 후기 고령자의료제도 폐지

[공약으로 바라본 향후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 예측]
업계

명암

민주당 정권공약

근거

철도

●

자동차

◌

교육,육아
용품 관련

◌

인재파견

●

제조 현장으로의
파견 금지

자동차의 이용확대에 기대, 잠정세율의
폐지도 기대
육아비 지급 등으로 관련 소비 진작이
기대됨
규제강화로 업무범위가 줄어들 가능성
있음

건설회사

●

국가직할의 대형
공공사업 재검토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공사업의 삭감이
진전될 것으로 여겨짐

맥주

◌

일본사케,
와인,소주

●

고속도로“무료화” 자동차에 고객을 빼앗길 우려 있음
육아비 정부
지급

현행보다 세율이 낮아질 전망
알콜 도수에 따른
세율제도 도입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질 전망

주 : ●은 마이너스 영향이 예상, ◯플러스 영향이 예상
자료원 : 닛케이신문사(200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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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자 제한 분야
◦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를 원칙으
로 함.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
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국가의 안전 및 OECD 자본자유화규
약에 따라 개방이 유보된 업종으로 핵연료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됨.
◦ 사전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으로 이들 업종은 각각의 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전
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영업 개시가 가능함.
◦ 사전신고서는 투자실시 3개월 전까지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성 장관(大臣, 다이진)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고 접수 시 재
무성 및 소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투자 내용 변경
또는 투자 중지를 권고 가능.
◦ 신고내용이 일본의 국가안보 및 외국환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
면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투자가능 통지.
◦ 사후신고는 위에 언급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이 해당됨. 사후신고
는 투자 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은행을 경유
하여 재무성 및 소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투자우대제도 관련
◦ 일본의 경우 해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소득세를
특별히 우대하는 지원제도가 있는 것은 아님.
◦ 국내기업/외투기업 사업개시 5년 이내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7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 대내투자사업자(외국자본 비율 1/3 초과이며 설
립 8년 이내인 자회사)는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10억 엔의 차
입금액을 채무보증 받을 수 있음. 또한 그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
우 원칙 10년 이내(3년 거치),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3년 거치)임.
◦ 이 외에 외국기업 및 외자계 기업은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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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일억세스촉진사업(외자 1/3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전개
하는 사업으로 대일 투자기술 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화, 산
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금리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 이상이 됨.
◦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내셔널 스쿨과 같이 대일투자환
경개선에 기여하는 학교 등 외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금리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가 됨.
◦ 기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은 특별히 없으나 각 지방정부별로 자율적
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대일투자유치의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는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가와사키, 기타큐슈, 고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임.
사. 최근 신회사법 시행에 따른 변화
◦ 일본의 회사 법제를 규정해 온 상법(제2편),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신회사법이 2005년 6월 제정되어 2006년 5
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외국기업의 일본 투자진출과 관련성이 높은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음.
아. 회사설립의 용이성
◦ 최저자본금제도(주식회사 1,000만 엔, 유한회사 300만 엔) 및 유사상호
규제, 발기설립 시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보관증명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회사설립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기업
의 지점 설립 시, 대표자 전원이 일본에 거주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소 1명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지점 설립이 가능해짐.
자. 주식회사 기관설계의 유연화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제도가 유한회사가 갖는 유연성을 겸비한 주식
회사 제도로 통합됨. 기관설계는 주식양도제한회사일 경우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고 이사 1명으로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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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새로운 형태의 회사유형 창설
◦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일본판 LLC)가 신설
됨에 따라 유한책임의 출자자가 임원의 권한 및 이익배분을 협의하
여 결정할 수 있어 인재집약형 공동사업 및 산업협력에 의한 기업
활동의 촉진이 기대됨.
카. 합병의 유연화
◦ 과거 합병대가를 존속회사의 주식으로만 교부할 수 있었으나 현금
및 신회사의 주식으로 대체 가능해 짐.
◦ 한편, 2007년 5월부터는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
됨에 따라 현금 합병 및 3개사 간 합병 등의 사항이 가능해져 기업
재편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이 재정비되는 단계.
◦ 참고로 한일의 투자유치 지원 제도(세제 등)는 다음과 같음.
[한일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
한 국

일 본
1. 소득세 감면

가. 외투기업 법인세, 소득세

가. 기업소득세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일본의 경우,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정부

(R&D 업종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도

차원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세제가 있는

감면가능) 영위 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것은 아님

(FIZ)내 입주 기업에 대해,
- 2004년도 이전 투자기업은 7년간 100%,

• 국내기업/외투기업 공히 사업개시 5년 이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며, 2005년도

내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7년간 연장하도

이후 투자기업은 수익창출년도(5년간 없

록 되어 있음

으면 5년부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함

나. 채무보증

-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후

•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대내투자사업자(외

투자기업에 대해 3년간 100%, 다음 2년

자비율이 1/3 초과인 자회사이며, 설립 8

간 50%를 감면함

년 내 기업 등의 조건충족필요)는 설비

- 이상에 대한 기산일은 소득이 최초로 발
생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임

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10억 엔의 차입
금액을 채무보증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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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을 감면함

이내(거치 3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
내(거치 3년) 등임

※한국의 법인세율은 납세액 1억 원 이하
는 16%, 1억 원 초과는 27%

다. 융자제도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 WTO 보조금

• 외국기업 및 외자계 기업은 일본 정책 투

협정에 의하여 수출입 관련 보조금 및

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

조세감면이 불가함

을 수 있음
- 대일억세스촉진사업(외자 1/3 이상인 기업

나. 증액투자

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일 투

• 조세감면 업체가 증액하는 경우에 증액

자기술 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

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
의 경우 정책금리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

다. 기타 감면

은 50% 이상이 됨

• 조세감면

-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내셔

- 대상 업체의 배당금에 대해 2004년 이전

널 스쿨과 같이 대일투자환경개선에 기여

투자기업은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하는 학교 등 외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적용, 2005년 이후 투자기업은 5년 100%,

정책금리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임

2년 50% 감면함

• 기술도입대가
-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라. 기업소득세
2. 관세 및 증치세 감면
가.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가. 세액 공제

•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 투자지역(FIZ) 입주기업의 경우
- 외국인이 직접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
와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취득하는 자본재
로서 외국인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된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100% 면제
-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신청하며, 감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감면

• 조세감면 대상 업체에 대해 법인세, 소득
세와 유사하게 감면하나, 조례에 의거
15년까지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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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대일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존재하지 아니함

3. 지역별 우대
가. 외국인투자지역

가. 13政令指定都市

• 상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종토 • 대일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를
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지원

지정 운영중

•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키타
나. 수출자유지역

큐슈, 코베, 쿄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

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

역 입주기업과 동일
※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인센티브 등을
다. 관세자유지역

제공하고 있음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
역 입주기업 동일

자료원 : KOTRA 및 JETRO 투자관련 정보 취합

2-3. 제도적 환경
◦ 프랜차이즈 사업전개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음.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독점 금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상표법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의 자주규제
（윤리 강령, 계약의 지침, 개시에 관한 지침 등）
• 노동자 보호법규
（노동 기준법, 노동 안전 위생법, 최저 임금법 등）
• 한일 조세조약 등
•
•
•
•
•

◦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련된 주된 법률에는 중소 소매상업 진흥법, 독
점 금지법이 있어, 사단법인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에서는 기준
(가맹점(프랜차이지) 희망자에의 정보개시와 설명 등에 관한 자주 기
준)을 제정하고 있음.
가. 중소 소매상업 진흥법 개요
◦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은 상점가의 정비, 매장의 집단화, 공동 점포
등의 정비 등을 통해 중소 소매 상업자의 경영을 현대화하고 중소 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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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상업 진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동법 1조). 따라서 이 법은 프랜차
이즈 사업만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중소 소매 상
업 경영 근대화를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연쇄화 사업(체인사업)
을 규정하고 있음. 연쇄화 사업은 프랜차이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프
랜차이즈 시스템을 특히 “특정 연쇄화 사업”(동법 11조)으로 규정하
고 있음. 특정 연쇄화 사업을 실시할 시에는 그 가맹 희망자에게 이
법이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
화하고 있으며, 이 때 교부되는 문서가 “법정 개시 서면”임.
◦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면 하기와 같음
①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상점가 정비, 점포 집단화, 공동점포 등의 정비 등을 원활
하게 시행하고 중소 소매 상업의 경영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소 소
매 상업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함.
② 연쇄화 사업의 정의 제4조 제5항 발췌
주로 중소 소매 상업자에 대해, 정형적인 규정(약관)에 의한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며, 또한 경영에
관하여 지도하는 사업을 말함.
③ 특정 연쇄화 사업의 정의 제11조 제1항 발췌
연쇄화 사업의 한 종류로 사업에 관한 규정에 회원에게 특정 상표,
상호 및 기타 표시를 사용하는 내용 및 가맹자에게 가맹금,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을 징수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음.
④ 사업 운영의 적정화 규정 (법정 공개 서면) 제11조제 1항 발췌
연쇄화 사업의 한 종류로 사업에 관한 규정에 회원에게 특정 상표,
상호 및 기타 표시를 사용하는 내용 및 가맹자에게 가맹금,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을 징수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이하 “특정 연
쇄화 사업”이라함)을 행하는 자는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에 가입
하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
고 그 기재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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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 시에 징수하는 가맹금, 보증금 그리고 기타 금전에 관한 사항
2. 가맹자에 대한 상품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3.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사용 상표, 상호 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5.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사항
6 상기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권고 제12조 제1항
주무대신은 특정 연쇄화 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
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할
수 있음.
⑥ 공표 제12조 제2항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했을 경우, 특정 연쇄화 사
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그 사항을 공
표할 수 있음.
◦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 규칙 개요
2002년 특정 연쇄화 사업자인 본부와 가맹자간의 계약을 둘러싼 문
제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음.
이번 개정에서는 본부가 계약 전에 교부할 의무가 있는 법정 공개
문서 항목 내용이 추가되어 본부의 정보 공개 의무가 강화됨. 그러
나 동법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소매업, 요식업 체인으로 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공개 문서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본부
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에 의한 권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
[법정 개시 서면의 개요]
1. 본부사업자의 성명, 주소, 직원 수 (법인의 경우 그 명칭, 주소, 직원 몇 임
원의 직위와 성명)
2. 본부사업자의 자본 총액 또는 출자 총액과 주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다
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종류
3. 자회사의 명칭 및 사업 유형
4. 본부사업자의 최근 3년간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5. 특정 연쇄화 사업 시작시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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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3년간 회원의 매장 수 추이
7.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소송건수
8. 영업시간, 영업일 및 휴무일
9. 본부 사업자가 가맹자의 점포 주변 지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포를 운영
하거나 타인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10.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후 다른 특정한 연쇄화 사업에의 가입금지, 유사
사업에 대한 취업 제한, 가입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11.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후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에 대해 알게 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12. 가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13. 가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게 하는 경우
에 그 시기 및 방법
14. 가맹자에게 대한 금전대출 또는 대출알선을 하는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금
리 또는 산정 방법 및 기타 사항
15. 가맹자와 일정기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채무의 상살에 의한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율이 발생한 경우 이자율 또는 산정방법 및 기타 조건
16. 가맹자의 특별의무(점포구조 또는 내외장에 대한 특별 의무에 대한 내용)
17.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의 지급 및 기타 의무 사항
18. 가맹 시에 징수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19. 가맹자에 대한 상품 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20.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21. 사용하는 상표, 상호 및 기타 표시
22.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나. 독점 금지법
◦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사적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통합, 협정 등의 방법으로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제한 및 기타 일체의 사업 활동의 구속
을 배제함으로써 업체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
자는 창의를 발휘하여 사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고용 및 국민실
소득의 수준을 높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경
제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률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프랜차이
즈 시스템에서는 계약상 가맹업자는 본부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으므
로 이러한 구속이 독점 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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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 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 금지
법” 상의 해석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음. 2002년 개정.
[프랜차이즈·가이드라인에 있어서의 개시가 바람직한 사항]
•
•
•
•
•
•
•
•

가맹 후의 상품 등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구입처의 추천제도 등)
가맹자에 사업 활동상의 지도 내용, 방법, 회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이 징수하는 금전의 성질, 금액, 그 반환의 유무 및 반환의 조건
가맹 후 본부의 상표, 상호 등의 사용, 경영지도 등의 대가로 가맹자가 본부
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 산정 방법, 징수시기, 징수방법
본부와 가맹자의 사이의 결제방법, 조건, 융자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
사업 활동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유무 및 그 내용, 경영 부진으로 인한 본부
의 경영 지원 유무 및 그 내용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해제 및 중도 해약 조건·수속에 관한 사항
가맹 후 가맹자 점포의 주변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점포를 본부가
운영하는 것 또는 다른 가맹자에게 영업하게 하는 것에 관한 계약상의 조항
유무 및 그 내용, 이러한 영업이 실시될 계획의 유무 및 그 내용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 금지법”상의 해석에 대해(독점
금지법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
며, 계약 체결 후에 본부와 가맹업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그 한계선
을 설정하고 있음.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는 프랜차이즈 시스
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필요이상의 부당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에서 “법정 개시 서면”의 교부는 소매
업과 요식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독점 금지법 가이드라인에는 서
비스업 프랜차이즈도 포함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대상으로 하
며 내용은 하기와 같음.
①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개를 해야 바람직한 사항 (가이드라인 2
(2)아)
• 가맹 후 제품 등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 (공급업체의 권장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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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자에 대한 경영지도의 내용, 방법, 횟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시 징수하는 금전의 성격, 금액환불여부 및 환불 조건
• 가맹 후 본부의 상표, 상호 등의 사용, 경영지도 등의 대가로 회원
이 본부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로열티)의 산정방법, 징수시
기, 징수방법
• 본부와 회원들 사이의 결제 방법, 조건, 본부 통해한 대출금리 등
에 관한 사항
•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 및 경영이 부진한 경우에 본부에 의
한 경영 지원 여부 및 그 내용
• 계약 기간의 갱신, 해지 및 중도 해약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 후 회원의 점포 주변 지역에 동일한 또는 그와 비슷한 업종의
점포를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가맹자가 영업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계약상 조항 및 그러한 사업 계획의 유무와 관련된 사항
②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개를 해야 바람직한 사항

(가이드라인

2 (2) 이)
• 가맹자 모집 시에 예상 매출액이나 기대수익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환경에서 기존 점포의 실적 등을 근거 있는 사실과 합리적
인 산정방법 등에 의해 산출해야하며, 또한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
게 근거사실,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예상매출, 예상수익은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공개 해야하는 사항
중 하나였으나, 2002년 개정 시에 공개사항에서 제외되었음. 만일 공
개할 경우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③ 기만적인 행동 (가이드라인 2 (3))
• 상기의 공개 의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과장되어 실제의 프랜차
이즈 시스템 내용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 하게하
여 경쟁업체의 가입 희망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제8항 (기만적인 고객 유인)에 해당함.
④ 기만적인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의 예
• 기대판매, 예상수익 산정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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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 산정방법에 대한 정보부족
• 자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타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주관적
인 기준으로 비교하여 자신의 시스템이 경쟁 업체에 비해 우량 또
는 유리한 것처럼 설명
•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고액의 위약금 징수에 대
한 설명이 없었음.
다. (사)일본프랜차이즈 체인협회(이하 JFA) 윤리 강령, 자주기준
◦ 프랜차이즈 계약의 투명성과 시장 확대를 위해 법률뿐만 아니라 프
랜차이즈 체인 관계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도 도모되고 있음.
◦ JFA의 윤리 강령 등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프랜차이즈 계약서
를 작성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하는 자
주적인 규칙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사)일본프랜차이즈 체인협회 윤리 강령]
1.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경영의
노하우는 모두 과거의 경험 및 실적에 의해 증명된 것이어야 함.
2.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자 모집 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과대광고
와 부당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됨.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써 계약 내용, 모델 점의 과거 영업 실적, 가맹점이 필요로 하는 투자액, 가맹
자의 수익 예상 등 프랜차이즈 체인에 가입할 것인지 판단하기에 충분한 내
용을 구비해야함.
3. 가맹점의 적격성 판단
본부는 가맹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능력, 성격, 자금력, 의욕 등에 대해서 그
적격성을 충분히 확인해야함.
4. 계약 내용의 이해와 합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와 가맹자와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양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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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됨.
5. 품질 보증과 신뢰성 유지
본부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심벌이 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자각해서 가맹자에 우수
하고 균등한 품질의 원료,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가맹자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가 우수하고 균등한 품질로 제공되는 것을 항상 감독해야 함.
품질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불평에 대해서는 본부가 그 상표 또는 서비스마
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함.
6. 지속적인 개량·개발·지도 원조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자가 적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상품, 서
비스의 개량, 개발, 경영의 노하우의 연구 개발에 노력해야하며 가맹자에게
지속적인 지도, 원조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
7. 관련 법규·법령의 준수
프랜차이즈 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타인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 경
쟁이 되는 행위를 금하며 가맹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노력함.
8. 상표, 서비스마크의 보호
본부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심벌인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를 보호하는 것이
가맹자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제삼자에 의한 침해나 부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9. 계약 의무의 원활한 이행
본부는 가맹자가 계약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를 실시
해야하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맹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노
력함. 가맹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시는 충분한 개선기간을 주고 독촉을 해야
하며 노력을 하여야 함.

◦ 또한 JFA의 자주 기준은 윤리 강령을 구체화 한 것으로 추상적인
소매상업 진흥법시행 규칙 및 독점 금지법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
의 각 항목은 물론,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항목을 공개하도록 정하
고 있음.
◦ 덧붙여 하기 공개내용의 자주 기준은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에
가맹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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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에 대한 주의 사항
2. 경영이념·행동지침
3.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세정보
가. 소재지의 전화번호, FAX 번호, URL
나. 사업 내용
다. 주요 거래은행(금융기관)
라. 소속 단체명
마. 연혁 및 가맹점 1호점은 반드시 기입할 것
바. 조직도 및 가맹점에 대한 담당 부서는 반드시 명시
4. 가맹점, 직영점별 매출액 및 점포수의 최근 4년간 데이터
(중소 소매상업 진흥법에서는 3년간임)
5.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 소매상업 진흥법 시행규칙 및 독점 금지법 프랜
차이즈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더 상세히 기재할 것.
가. 청산계정에 관한 사항
나. 상품 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다.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계약기간 갱신·해제에 관한 사항
마. 로열티에 관한 사항
자료원 : 경제 산업성 상무 정보 정책국 유통 정책과 웹 사이트「더·프랜차이즈」
(http://frn.jfa-fc.or.jp/)보다 발췌

2-4. 진출 유망 업종
◦ 매출액, 점포수의 성장률을 업종별과 비교해보면 외식업은 2005년
이후, 매출액, 점포수 모두 완만하게 침체하고 있으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였던 서비스업은 2008년 경기침체로 급강하 한 것을 볼 수
있음. 한편, 2007년도에 점포수가 감소한 소매업은 2008년도에 들면
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DPE 인
쇄 카피 서비스”로 전년대비 29.3%의 증가를 보였으며 “가구·집
기·가정용품 관련 소매”가 14.2%로 그 뒤를 이었음. “학원·문화
스쿨”도 1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한편 점포수에서는 “이발, 미용”(12 점포증가), “서양 요리·스테
이크·피자·파스타”(9 점포증가), “라면 만두”, “불고기점·그
외의 일반 레스토랑”(8 점포증가)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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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종별 점포수 증가율]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각 체인 가맹점, 직영점 합계로 산출

◦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DPE 인
쇄 카피 서비스”로 전년대비 29.3%의 증가를 보였으며 “가구·집
기·가정용품 관련 소매”가 14.2%로 그 뒤를 이었음. “학원·문화
스쿨”도 13.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프랜차이즈 업종별 매출액 성장률]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가맹점, 직영점 매출액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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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증가율 업종별 순위] (가맹점, 직영점의 매출액으로 산출)
업종

2007년 매출액
(백만 엔)

2008년 매출액
(백만 엔)

매출액
전년대비

47,752

61,727

29.3%

2,089,353

2,385,595

14.2%

270,612

306,942

13.4%

1,108,560

1,248,715

12.6%

289,904

319,737

10.3%

1

DPE 인쇄 카피 서비스

2

가구·집기·가정용품 관련 소매

3

학원·문화 스쿨

4

의약품, 서적, 스포츠용품
중고품소매

5

서양요리·스테이크·피자·파스타

6

아이스크림

36,017

39,511

9.7%

7

주택건축, 리폼센터

527,895

568,888

7.8%

8

편의점

7,566,888

8,067,257

6.6%

9

의류, 신발 등 판매

158,519

165,198

4.2%

10

자동차 및 관련 소매

614,062

635,289

3.5%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점포수 증가율 업종별 순위]
업종

2007년 점포수
(개)
31

2008년 점포수
(개)
43

점포수
전년대비
＋12

37

46

＋9

1

이발 미용

2

서양요리·스테이크·피자·파스타

3

라면 만두

83

91

＋8

4

불고기점·그 외의 일반 레스토랑

57

65

＋8

5

기타 서비스업

105

110

＋5

6

각종 종합 소매업

22

26

＋4

7

의약품,서적,스포츠용품 중고품소매

117

120

＋3

8

자동차 및 관련 소매

24

26

＋2

9

테이크아웃 생선초밥, 도시락

20

22

＋2

10

학원·문화 스쿨

70

72

＋2

자료원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http://jfa.jfa-fc.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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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진출 유망분야
현재 일본의 소비경향을 키워드로 표현하면“저가격지향”, “사회공헌
형소비”, “저출산고령화”를 들 수 있음.
가. 저가격지향
경기침체에 의한 소득의 감소와 더불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의 유통
으로 소비자의 소비경향이 변화, 저가 상품을 선호함에 따라 가격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와 같은 고가의 커피
전문점 이용자가 감소하는 반면, 패스트푸드점의 저가 커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업종을 불문하고 저가격상품으로 소비경향이
시프트 되고 있으며 유니크로(저가격의류) 및 니토리(저가격 가구)의
판매도 호조를 보고 있음.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저
가격에도 품질, 디자인, 맛이 좋은 상품, 서비스가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나. 사회공헌형소비
환경을 배려한 상품등 “로하스”를 의식하는 소비 스타일이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재활용 분야에는 헌책 구입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북오프”체인의 매출액 증가, 에코상품 및 공정거래 상품 소비에 대
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사회공헌형 상품은 상품차별화의
한 가지 요소로 앞으로의 소비형태의 주류를 이루어 나갈 것임.
다. 저출산 고령화
현재 일본은 초고령자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
구가 전체의 27%에 달할 전망임. 이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
호서비스, 청소/세탁관련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유망시장으로 각광
을 받고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락 서비스가 업계에 주목
을 받고 있음. 또한, 저 출산에 따른 핵가족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이
들을 위한 청소, 세탁서비스 및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서
비스가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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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진출 입지여건 및 진출 시 고려사항
* 노동력, 운송교통, 환경/에너지, 고객시장에의 접근성 등
가. 노동력 여건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본부가 정사원으로서 고용
하는 인재는 관리 부문 외에도 점포 개발 담당자 및 슈퍼바이저가
있음.
◦ NTT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일본 내에서 프랜차이즈
체인본부의 점포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별 면에서 남성의 비율
이 높고 연령대는 3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시장전체로 보
았을 때 부족하지는 않지만, 독자 루트로 가맹점을 개발할 수 있는
경력자는 부족한 편임.
◦ 슈퍼바이저 담당자는 남녀별에서는 여성이 5% 이하로 매우 적으며
연령에서는 30·40대의 비율이 높은 상황임. 점포 개발 담당자와 같
이 시장전체 비율로 보았을 때 부족하지는 않으나 상급 경력자는
부족하며 기획입안이 가능한 상급 경력자도 조금 부족한 상황임. 프
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평균 월수입은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약
20만 엔, 30세에 약 30만 엔임(보너스 제외).
나. 입지여건
◦ 업종, 업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먼저 업
종을 고려하여 입지기준을 정해야 함.
◦ 예를 들어 도시락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식재료 및 부자재의 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도쿄 및 그 근교로 지역을 설정했으며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상권을 정했음.
◦ 간단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며 간판 조명 등이 필수
입지조건에 포함되었음. 이러한 입지조건은 각 업종 마다 상이하며
정확한 업종, 업태에 적합하고 일본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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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테이크아웃만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던 점포들이 간단한 간식 서빙을 겸하게 하기 위해 점포의
전면개조를 가맹점에 요구하여 많은 가맹점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음. 초기의
시장조사를 통한 입지기준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
은 예라 할 수 있음.
[도시락 프랜차이즈 체인의 입지기준 예]
출점지역
인구밀도
영업시간

1도 3현(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 그러나 도쿄 23구의 경우
추오구, 치요다구, 미나토구 등 도심의 빌딩가는 제외함
반경 500m권 거주인구 1 만명 이상, 노동인구 5천명 이상
반경 750m권 거주인구 2 만명이, 노동인구 1만명이
24시간
급배기구 필수, 실외기 설치공간, 간판설치

부동산
조 건

전기용량(전등 15-20KVT, 동력 25-33KW)
도시가스 35￠이상(프로판 가스도 가능)
수도직경 20∮ 배수구 100∮
천장 높이 2,700mm 이상

◦ 또한 입지를 선택했으면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각종 확인사항
을 미리 정해두고 통일화하여 검토한 입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면 편리함. 하기의 표는 일반적인 일본의 입지 체크항
목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임.

항목

확인사항

예

1. 소재지

등기부를 열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쿄도 내리마구 카미샤
번지까지 정확하게 확인
쿠지 6-X

2. 근처역

역에서 도보로 소요시간

세이부신주쿠선 카미샤쿠
지역 도보 3분

3. 층수

임대공간의 층수

1층

4. 계약면적

기준에 적합한 넓이, 계약면적과 실
66㎡(20평)
면적(사용)의 차이

5. 구조, 규모

빌딩의 등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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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구조 지하1층, 지상9층

항목

확인사항

예

6. 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전기, 가스, 급 냉난방, 승강기9명 1기,
배수위생설비, 천장높이, 바닥저하중 천장높이 2,700mm

7. 건물연수

신축, 중고, 건축 중 등

8. 시키킨(敷金)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자가 받는 금액 없음

9. 보증금

일반적으로 예치시 무이자이며 해약
시 10-20%상각됨. 시키킨과 거의 동 7,000,000엔
일한 의미임.

10. 권리금

기존점포가 영업을 하던 곳을 빌릴
없음
경우 권리양도의 대가

11. 레이킨(礼金)

임대자에 대한 사례금

12. 월세

월정액 임차료

13. 공익비,
관리비

공유부분의 수도광열비, 청소비

14.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

3년

15. 갱신료

계약 갱신 시에 드는 비용

임차료 1개월분

16. 감가상각비

보증금의 상각

해약시 보증금의 10%

1990년 1월

없음
월 350,000엔
(평당 17,500엔)
월60,000엔
(평당 3,000엔)

계약을 해약할 경우 임대자에게 통
17. 해약통지기한
2개월 전
지를 하는 기한
18.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임차료 1개월분

2-7. 진출 방식
가. 마스터 프랜차이징 (Master Franchising)
◦ 국제적인 정통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방식은 마스터프랜차이지
(Master franchisee) 파트너를 찾아 일본 사업권 자체를 일본 현지
기업에 넘기는 방식임.
◦ 초기 계약에 따라 수십만 불에서 백만 불을 넘어서는 초기 가맹 계
약금과 계약기간동안 매출액의 1~3% 정도의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
(국내도입 해외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해 로열티 지불액만 수
억 에서 수십억 원 수준)이 기본적으로 보장. 또 가맹점/지사 등이
생길 때의 옵션에 따라 추가 부가 수입이 가능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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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초기에 기술 전수, 기본 노하우 전수에만 전념하면 현지 파트
너가 현기 경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므로 비교적 수월한 진출 방식
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 한국 외식 브랜드를 비싼 가맹비 및 로
열티를 내고 가져가겠다는 일본 기업은 그리 많지가 않음.
◦ 최근 한류영향으로 동남아 쪽으로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방식 진출이
전망 있지만 외식업 강국인 일본의 경우, 한식류를 제외하고는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나마 서양식 아이템은 이미 먼
저 자리 잡고 있어 그 틈새를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마스터 프랜차이징 방식으로 일본에 진출한 국내 업계로는 비비큐와
놀부를 예로 들 수 있음.
나. 프랜차이징 (Franchising)
◦ 해외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국내 외식 체인본부에 가맹점 개설을 의
뢰해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수요가 비교적 많이 있음. 하지만
노하우 전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비교했을 때 적은 가맹비로 인
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사후 관리가 어려워서 업체의 노하우만 전수해 주고 마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함.
◦ 그 동안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가 해외 진출에 있어 주로 이용하였던
형태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지속적인 가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현지에선 이름만 국내와 같고 상품은 형편
없는 짝퉁 개인점포로 변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다소 지양
해야할 방법으로 인식 되고 있음.
다. 직영/직접진출 (Direct Management)
◦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필요로 방식이나, 국내에서와 마찬가
지로 다방면에서 현지에 맞춘 경영이 가능한 방식임.
◦ 기본 시장조사와 설계만 잘 되어 진다면 바람직한 진출 방법.
◦ 직접 진출에는 시작과 함께 현지 법인 설립 및 직영지사 운영에 따
른 각종 부담과 현지 인력 고용, 주재원 파견, 직영점 개설에 따른
상권 이해 및 점포 개설 관련 법규 이해, 실제 허가 취득에 따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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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문화 언어 극복, 사전 현지 메뉴개발, 물류라인 개설 등등 산적
한 문제가 모두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감당해야할 몫임.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에서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접 직영 지사를 내고, 1
호 시범점을 개설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라. 합자 (Joint Venture)
◦ 브랜드 사용권 부여, 상품개발 지원, 경우에 따라 자본 투자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현지 파트너엔 마케팅, 실무 실행 등을 맡기는 방
법으로 최근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방법임. BBQ의 중국 초기 진출
때도 응용되었지만 최근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많은 브랜드들
이 이 합자방식을 택하고 있음. 코오롱의 스위트밀, 균일가 전문점
다이소, 중고 생활용품 하드오프, 미국계로는 피자헛,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등이 국내 상륙 시 활용하였던 방법.
마. 기술제휴 (Licensing)
◦ 국내 유명브랜드 이름은 일본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음. 그렇
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호는 빼고, 가장 기본
이 되는 메뉴기술 등의 전수 혹은 지도만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함.
이에 초기 기술지도료 및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계속 받고 마
스터방식의 진출과 동격의 수입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 진출방식이
가끔 활용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소스 혹은 기계 수출 등
도 병행할 수 있음.
◦ 하지만 같은 지역에 기술제휴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파트너를 동
시에 인정해 양립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사전에 마스터에 미련
이 있다면 추후 도덕적,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중 한 가지 진출 방법으로 결정해 나가야 함.
◦ 국내에 들어온 한솥도시락, 미니스톱 등이 이용한 방법이며, 국내 브
랜드의 일본 진출의 경우에는 고궁 등이 활용하였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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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거점 설립 방식
◦ 프랜차이즈 진출방식에 따라 현지 거점 설립 형태가 틀려지나, 대부
분의 경우 연락사무소 방식으로 일본 시장에 첫 진출을 하게 되며,
마스터 프랜차이징 방식의 경우 현지 일본기업에 파견 형태로 시작
하여 지사를 설립해 나가는 등 자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그 형태
를 달리함.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나누어 ①연락
사무소(주재원사무소)의 설치, ②지사(영업소)의 설립, ③자회사(일본
법인)의 설립, ④유한 책임 사업 조합(LLP)의 설립 등 4가지가 있음.
◦ 일본 내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그 과정으로는 하기
의 순서가 일반적임.
① 연락사무소(주재원사무소)의 설치
일본의 시장 정보 수집, 파트너 찾기, 안테나숍의 검토 등
② 지사(영업소)의 개설
안테나숍의 개설로 마케팅 전략의 입안, 파트너의 결정, 비즈니스 모
델의 확정 등
③ 현지 법인화
항구적인 영업 활동의 실시.
◦ 대부분의 경우 일본시장에 시장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연락사무소로
시작을 하여 일본 시장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뿌
리를 내릴 것인가를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입안함. 실제 영업활동에
는 협업이 가능한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 가장 일반적이며 성공 확률이 높음.
◦ 특히 파트너 찾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일본의 상관습이나 원재
료 등 구입처를 찾기 위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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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및 인허가 단계
진출방식 관련 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의
해외 진출은 해외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주재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사업파트너를 물색하여 안테나숍을 개설하여
검토하는 본부 사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영업이 가능한 자사 또는 법인을 설치하여 동종업종의 프랜차이즈 체
인에 가입하여 경영노하우를 습득한 이후 현지의 마케팅 전략, 상거래
습관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나 동종업종의 사
업을 동종 상권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정하는 본부가 많음.
여기에서는 프랜차이즈 법인을 염두에 두면서 일반적으로 일본에 한국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함.

3-1.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법규
가. 연락사무소(주재원사무소)의 설치
◦ 연락사무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본에서 본격적인 전개하기 위한
준비/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영업활동을 제외한 시장조
사, 정보수집, 파트너 물색, 물품의 구입 등의 영업외 활동을 할 수
있음.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등기할 필요가 없음.
◦ 한편 연락사무소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설립하는 것 및 부동산을 임
차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므로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
◦ 상법상의 등기나 세무서에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금융기관은 제
외) 연락사무소(주재원사무소)가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무소명과
개인명의를 병기한 계좌명의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
래의 서류가 필요함.
•
•
•
•
•

대표자여권
대표자외국인등록 증명서
회사안내서
임대차계약서
은행인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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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사
◦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해야 함. 지사 설립은 외국기업이 일본에
영업활동 거점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자는 일본에 지사 설립을 하기에 앞
서서 현지 파트너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계로 현지에 지
사를 설립하고 필요한 법적절차 및 안테나숍 설치를 위한 수속절차
를 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사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사의 대표자를 결정한 후 필요
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 지사는 외국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서
실시하는 거점이며, 통상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지점 고유의 법인격은 없으며, 외국기업의 법인
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 취급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최
종적으로는 외국기업에 직접 귀속. 이러한 지사 명의로는 은행 계좌
를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의 임차도 가능함.
지사(지점)설치 수속의 일반적인 흐름
1. 지사등기 사항의 정리
↓
2. 법무국에 유사 상호의 조사
↓
3. 지사의 설치(지사 설치일은 임의의 날짜 선택 가능)
↓
4. 지사의 설치에 관한 선서 공술서의 작성
↓
5. 재일 대사관 영사 등에 의한 선서 공술서의 인증 ((1)재일 대사관이 일본국
내에서의 수속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
↓
6. 법무국에 지점설치 등기 신청, 법무국에 회사 인감 신고
↓
7.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등록증명서의 취득(등기 신청 약 2주일 후)
↓
8. 은행에서 지점명의의 계좌 개설
↓
9. 일본은행(日本銀行)에의 지점설치 신고
(업종에 따라서는 지점설치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소요기간: 지점등기 사항 결정된 후 약 1개월 정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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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회사(일본법인)
◦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일
본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법인 형태 중에서
선택하게 됨.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 법인격도 규정하고 있
으나 법인이 출자자가 될 수는 없음.
◦ 법률상 정해진 소정절차를 거친 후 등기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을 설
립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단독으로 일본법인을 설립하여 운
영하는 경우는 드물며,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여 합자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자회사(일본법인)는 외국기업과 별도의 법인이 되므로 자회사의 활
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 외국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
자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 또, 자회사(일본법인)설립 외에 외국기업이 일본법인을 통해 대일 투
자하는 방법으로는 일본기업이나 투자회사 등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나 일본기업에의 자본 참가 등이 가능

자회사(일본 법인·주식회사)설치 수속의 일반적인 흐름
1. 주식회사 설립 개요의 결정
(결정해야 할 설립 개요는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사업연도, 자본금액,
주식의 발행 가액,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의 설정의 유무, 이사회의 설치유무,
이사 및 대표 이사, 이사의 임기, 출자자 및 그 출자액등)
↓
2. 법무국에 유사 상호조사
↓
3. 주식회사의 정관작성
↓
4. 본사의 등기증명서등의 취득 및 본사의 개요에 관한 선서 공술서, 본사대표
자의 서명에 관한 선서 공술서의 준비
(선서 공술서는 본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
(일본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이 되고,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의 설립 시 주식의 인수인이 될 경우 (이것을 모집설립이라
고함)에는 상기의 본사에 대한 선서 공술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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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회사 정관의 일본 공증인에 의한 인증
↓
6. 은행에 자본금보관 및 보관 증명서 발행 신청
(일본국내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공동 출자해서 주식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은행에 반드시 자본금보관 및 보관 증명서발행을 의뢰
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에는 공동 출자자의 일본국내의 은행계좌에 자본금
을 예치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자본금보관 증명서 대신에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에 의한 자본금전액의 예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충분함.)
↓
7. 은행의 특별계좌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송금
↓
8. 이사, 대표 이사 및 감사역등의 임원 선임
↓
9. 이사 및 감사역에 의한 설립 수속의 적법성 조사
↓
10.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주식회사 설립 일), 법무국에 회사
인감의 신고
↓
11. 등기 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 등록증명서의 취득(등기 신청 약 2주일 후)
↓
12. 은행에 회사명의의 계좌 개설
↓
13. 일본은행(日本銀行)에 주식취득 신고
(업종에 따라서는 회사설립 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 소요기간: 회사설립 개요 결정 후 약 2개월 정도 지점설치 수속이 일반적인 흐름

라. 유한책임사업조합(LLP)
◦ 법인은 아니지만 유한책임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음. 유한책임사업조합은 일본판 LLP로 불리는 사업체로 유한책임
을 지는 출자자만으로 구성되는 조합 조직임. 출자자끼리의 합의로
조합 내부의 규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조합 자체에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출자자의 이익 분배에 과세가 되는 특징이 있음.
◦ 다만 유한책임사업 조합은 민법조합의 특례에 의한 조합이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이 없으며 그로인한 법인격이 조건인 사업 분야 등
(개호보험지정사업자)에는 참여가 불가능함. 또한 법인격이 없는 관
계로 직접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에 관련된 구성원(법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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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있음.)들이 각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함.
◦ 2006년도 유한책임사업 조합 등록건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도소매, 음식점이 12%, 제조업 7.2%
로 나타났음. 서비스업에서도 경영컨설팅업, 부동산감정업, 개인교습
소, 토목건축서비스업, 기계설계업, 기술제공업 등 전문서비스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비거주자 외국법인만으로 유한책임사업 조합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최저1인(1개사)의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이 있어야함.
◦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물류, 공동설비
집약, 공동판매 등에 이용이 되고 있으며 출자 책임이 유한인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유한책임사업조합(일본법인·주식회사)설치 수속의 일반적인 흐름
1. 유한책임사업조합의 개요를 결정
(결정해야 할 설립 개요는 명칭, 사무소소재지, 사업목적, 사업연도, 조합원 및
그 출자액, LLP계약의 효력발생일, 존속 기간 등.)
↓
2. 법무국에 유사 상호의 조사
↓
3. 조합원에 관한 증명서의 취득(본국에서) :
조합원이 되는 회사의 등기 증명서등의 취득 및 조합원이 되는 회사의 개요에
관한 선서 공술서, 조합원이 되는 회사대표자의 서명에 대한 선서 공술서의 준
비(선서 공술서에 대해서는 본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
↓
4. 조합원에 관한 증명서의 취득(일본에서) :
조합원이 되는 회사의 등기 증명서의 취득, 조합원이 되는 개인/회사의 인감
증명서의 취득
↓
5.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의 체결
↓
6. 조합원에 의한 계약으로 정해진 출자금의 불입해
↓
7. 법무국에 유한책임사업조합의 설립 등기 신청, 법무국에 조합인감의 신고
↓
8. 등기 사항증명서 및 조합인감등록증명서의 취득(등기 신청 약 2주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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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합명의의 은행계좌의 개설
※소요기간: 조합의 개요 결정 후 1개월 정도

마. 대일 진출 형태의 차이점
연 락
사무소

지
사
(외자 영업소)

유한회사
(LLP)

주식회사
(자회사)

비즈니스 활동

X

O

O

O

등기

-

O

O

O

자본금

-

-

대표이사

-

(지점대표는 필요)

이사

-

-

감사

-

-

법인세과세범위

-

국내원천소득

전 세계 소득

전 세계 소득

회계처리

-

본국소득과 합산
처리 필요

일본법인의회계
처리로 완결

일본법인의 회계처
리로 완결

본국 송금시의
과세

-

법인세 징세 후
송금은 세금 없음

배당금, 이자, 로열 배당금, 이자, 로열
티에 대한 원천징수 티에 대한 원천징
수과세
과세

소송

-

본국법인에 영향
을 미침

원칙적으로 본국 법 원칙적으로 본국 법
인에 영향 없음
인에 영향 없음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약 3주~1개월

약 1개월
~1개월 반

구 분

300만 엔 이상
1인 이상

1000만 엔 이상
1인 이상
3인 이상

-

1인 이상

약 1개월
~1개월 반

◦ 연락사무소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시장조사의
거점으로서 설립되는 것이 보통임. 또한 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관련 자금의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에
대한 외환관리상의 제약은 없음.
◦ 단순히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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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형태를 취할 것인지 현지법인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이는 일본에서의 사업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
계획을 세운 후 세무 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지법인 설립과 지사 설립을 비교해 보면, 여러 방면의 유연성 면
에서는 지사 설립이 우세함. 지사인 경우 별도의 경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고 운영방법 및 자본금 등에 대한 세세한 법률규정도 없
음. 현지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으로 정하
는 임원이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하지만, 지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정하면 되고 자본금도 지점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있으면 됨.
◦ 반면에 현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면에서는 현지법인이 우세함.
현지법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청산절차도 엄격한 반면, 지
사는 간단하게 폐쇄할 수 있어 폐쇄 후에는 일본 연락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임.
◦ 일본의 조세체계 상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의 일본 지사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요 세금에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 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는데, 이들 세금의 적용되는 세율은 현
지법인이나 지사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적
지 않음. 따라서 과세소득의 범위, 세액공제방법, 결손금의 이월 등
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세무에 정통한 유명 회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음.
◦ 일본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그 대표자로 한국 사람을 파견한다는 사실임. 일본 국민이
나 재일 한국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VISA 문제가 없기 때
문에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음.
◦ 한국 사람을 일본에 파견해 지사를 설립·운영하고자 한다면 취업
VISA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체
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받아야 함 (연락사
무소 설립의 경우에는 통상「기업 내 전근」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체류자격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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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야 함. 따라서 설립절차의 전체 과정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음. 하지만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모든 경우
에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전
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통상 일본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데는 3단계의 절차를 거
쳐야 함.
- 첫째,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
- 둘째, 무비자(3개월, 1회)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직원과 거주지를 확
보하고 지점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단계
- 셋째,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아 귀국한 후 VISA를 신청·취득
하고 재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를 완결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
바. 거점 설립 요령
◦ 외국인이 대내직접투자를 할 때는 사후보고서 혹은 사전신고서를 일
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장관 및 관할부처 장관에 제출해야 함
[각 성 청의 담당부서]
▸재무성(국제국 조사과 외환실)
03-3581-4111
▸후생노동성(의정국 경제과)
03-5253-1111
▸국토교통성(총합정책국국제기획과)
03-5253-8111

▸농림수산성(총합식료국 식품산업기획과)
03-3502-8111
▸총무성(총합통신기반국 국제부국제경제과)
03-5253-5111
▸환경성(대신관방총무과 법령계)
03-3580-1374

▸문부과학성(대신관방(大臣官房)총무과법령심의 ▸경찰청(생활안전국생활환경과)
실) 03-5253-4111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무역진흥과)
03-3501-1511

03-3581-0141
▸금융청(총무기획국 기획과)
03-3506-6000

◦ 주요 보고서 양식은 재무성 및 일본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재무성 : http://www.shinsei.mof.go.jp/index.htm
- 일본은행 : http://www.boj.or.jp
6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3-2. 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Invest Japan Business Support Center)
가. JETRO의 IBSC(Invest Japan Business Support Center)에서는 대일투
자 및 대일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경험이 풍
부한 투자고문과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정부 및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대일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JETRO에서는 아직 일본내에 거점설립을 하지 못한 외국업체
에 사무실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나. 제공서비스
◦ 마켓 컨설팅
IBSC의 전속 투자고문 및 시장전문가가 산업구조, 시장점유율, 원
자재조달, 제품판매에 관한 상관행이나 업계별 제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각 기업에 맞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 법률, 기준, 인허가 수속 및 인센티브관련 정보 제공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 조례나 제도에 따라 각각 자
체적인 투자 장려책으로 사업세 감면, 고정자산세 감면, 부동산취
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보조금이나 토지·건물의 제공, 융자·
대출제도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음. 법률이나 각종 기준, 인허
가 수속에 대해서도 IBSC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능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의 면담도 주선 가능.
◦ 비용 시뮬레이션
외국기업이 일본에 비즈니스 거점을 개설할 경우의 예상 비용에
대하여 IBSC의 독자적인 예상 비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 설립수속 지원
사법사(법인 등기), 행정사(비자 신청), 세무사(세무 절차), 사회보
험 노무사(노무 절차) 등의 전문가가 기업설립 수속에 관한 어드
바이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실제의 설립 수속, 신고 시의 서
류작성·제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대행도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
우에는 적합한 전문가를 별도로 소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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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확보 업무 지원
업체의 요구조건에 맞춰 부동산회사를 통한 검색 대행 및 부동산
회사외의 면담 주선. 회사설립 등기나 공적 신고, 체류자격인정증
명서 신청수속, 은행계좌 개설, 종업원 채용 등 대부분의 거점 개
설 작업시 사무실 주소가 정해져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사무실 확
보는 조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IBSC가 보유한 전국 부동산회
사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조기에 사무실을 선정할 수 있게 됨
◦ 인재확보 업무 지원
일본사무소 대표자, 영업·경리·엔지니어 등의 채용 시에는 인재파
견·알선회사 등을 통해 검색하여 후보자를 추천. 또한 면접을 희망하
시는 경우에는 인력회사와의 협력 하에 후보자와의 면담도 주선 가능.
다. 제공시설
◦ 임시사무실
- 기간: 기본적으로 영업일 기준 50일, 연장가능
- 설비: 책상, 의자, 캐비닛, 전화·팩시밀리(전용 통신회선), 초고속
인터넷 등
- 위치: 관공서와 가까운 도쿄(東京)의 중심 아카사카(赤坂)를 비롯해
요코하마(橫浜),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베 (神戶),
후쿠오카(福岡) 등 6개 지역에 소재
◦ 다목적 홀과 회의룸
다목적 홀과 회의실을 이용함으로써 외부시설을 별도로 빌리지 않
아도 세미나, 회의, 전시회, 상담회 등 비즈니스 활동 가능
◦ 자료열람실
JETRO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에는 일본 및 외국국가들에 관한 각종
영문 자료가 골고루 구비되어 있음. 예를 들어 업종별·지역별 디
렉토리, 통계, 투자제도 정보, 노무·세무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환경 정보 등을 열람가
◦ 예치금
입주 시 1주일 당 1만엔, 5주 이상은 5만엔을 현금으로 예탁해야
함. 퇴거 시에 전화/Fax요금을 정산한 후 반납 받음.
※ 자세한 사항은 JETRO 홈페이지 참고 : www.jetr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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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표 및 의장권 등록
가. 일본 상표제도의 개요
◦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상표법은 내 ‧ 외국인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
진 자는 물론 일본 국내에 주소, 거처를 갖고 있지 않은 자라도 일
본인과 같은 등록 조건으로 평등하게 보호함. 따라서 현재 일본국내
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 법인의 본점, 지점, 영업소를 갖고 있
지 않는 법인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장래에 일본
으로 진출할 것을 대비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 제도가 갖
추어져 있음.
◦ 선원등록 제도
상표법은 어떤 상표를 실제 사용(사용 장소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할 의사가 있고, 일정한 조건만 갖추고 있
다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향후 일본 진출을 고려하
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에 대비하여 자기가 사용할 예정인 상표를 진
출 이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중요함. 다만 등록 후 3년 이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단, 3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사
용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 취소는 면할 수 있음).
◦ 보호 대상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상표는 다음과 같음.
또한 위와 같은 상표의 정의 및 상표법과는 별도로,「단체상표등록
제도」가 있음. 본 제도는 1996년의 법률 개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
된 상표보호제도임. 이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법인격을 가
지지 않는 것은 제외)가 그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시킬 목적으
로 상표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지역의 부흥이나 특정한 업계의 활성
화를 위해 단체가 그 중심이 되어서 독자 브랜드에 의한 특성품의
네이밍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임. 그리고 2005년도 법 개정에 따라
지역 브랜드의 보호·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지역단체상표제도」가
도입되어,「지역명」및「상품 ‧ 서비스업의 보통명칭 등」으로 이루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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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표장(예를 들면, 마츠자카소[松坂牛], 아오모리사과[青森りんご]
등)이라 하더라도, 일정 지역에서 주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등록을 인정하게 되었음. 또 종래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상공회의소
에 의한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도 2006년도 법개정(2007년 4월 1
일 시행)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음.
①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④ 입체상표

(일본문자, 영문자 및 기타 외국

(1996년의 법개정으로 새롭게 보

문자모두)

호 대상이 된 상표로서, 현재는

예) SONY
② 도형, 기호로 이루어진 상표

인형, 구(球)체, 입체적인 간판 등
도 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

예)

③ 문자와 도형, 기호를 결합한 상표
예)

◦ 소매업 등의 상표 보호
2006년도 법개정(2007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종래 인정되지 않았
던 소·도매점의 명칭, 통신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 명칭 등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한「소매 등 역무」를 지정역무로 하는 것을 인정하
게 되었음. 따라서 2007년 4월 1일 이후에는 각각의 상품명뿐만 아
니라, 소매점 등의 점포의 명칭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
◦ 유사성의 판단
상표는 그 칭호, 외관 및 관념의 3가지 요소를 통하여 종합적 혹은
개별적으로 유사 여부 판단.
- 상표의 칭호
해당 문자 상표의 발음 또는 명칭. 일본에서의 로마자나 영어 교육
수준에서 보면,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시한 말이나 영단어 등이라면
대체로 바른 발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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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된 언어를 정확하게 읽는 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음. 외국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읽는 법
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읽는 법을 미리 일본 가나문자 등으로 병
기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등, 해당 상표의 바른 칭호에 대한 보
호를 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표의 관념
해당 문자 상표로부터 인식되는 의미. 외국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BLACK CAT」은「검은 고양이」라는 관념이
생김. 그러나 독일어의「SCHWARZ KATZE」나 스페인어의「GATO
NEGRO」등은 즉시「검은 고양이」의 관념을 떠올릴 수 없고 특정
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조어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가령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검은 고양이」의 관념을 나타내는 제3자의 상표등
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와 같은 경우, 번역어에 상당하는 일
본어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에 대해서도 별도로 권리취득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표의 외관
일본의 일반 거래자가 문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몽고어나 힌두어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도형상표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경우, 문자상표로서의 실익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그 번역어
혹은 음역에 상당하는 일본어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에 대해서 그 권
리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또한 일본의 상표제도에는 외국
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냄새, 맛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님
※ 동적인 상표, 즉 동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은 상표도 보호
대상이 아님
◦ 등록의 효과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세계적
으로 유명한 상표에 한해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고대상이 됨.
특히 상표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가짜(위조품) 브랜드를 구매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므로, 법률상으로 침해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일본에서는 특히 유명 브랜드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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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등록한 상표는 무효나 취소가 없는 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
며 갱신도 가능함.
◦ 등록의 취소 제도
-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일본의 상표법은 상표가 등록되는 시점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선원등록제도)이지만,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구체적으로는 등록 후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주의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
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팜플렛에 상품과 함께 기재하고 있을 경우, 신문 광고 등에 상표
를 부착한 상품의 광고를 내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자사의 상품에 상
표를 부착하고 있을 경우 등의 사용도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간주함.
[그림] 상표권의 출원 플로 차트

자료원 : 일본 특허청 (www.jp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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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오늘날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누구라도 전 세계의 여러 웹
사이트를 간단히 열람가능.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웹사이트상에서만 상표
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상표법상에서의 상표 사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음. 가령 웹사이트상에서 상표의 사용이 명백히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목적이라면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인정
되지만, 오직 외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목적이라면 일본 상표법
상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음.
- 대리인 등의 등록에 대한 취소
일본 국내법인과 대리점 계약 등을 통하여 외국의 제품, 서비스 등
이 일본에서 제공될 때, 그 대리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를 소유한 상표권자가 등록
을 취소시키기 위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앞에서 설
명했듯이 상표권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심판 제도에 의해 취
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국외의 상표가 일본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대리점계약을 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했
을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상표권자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국제등록 제도
원칙적으로는 일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출원해야하나, 파리 조약 루트의 출원 제도, 마드리드 협정에 근거한
출원 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나. 일본의 의장권 보호 제도
◦ 보호 대상
의장법은 보호해야 할 의장을「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라고 정의. 의장보호제도는 단적으로 말하면,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태, 즉 물품의 형태, 형상, 물품의 외관에 설치된 모양 등을 보호
하는 것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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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장이어야 함. 예를 들면, 분
말이나 입자 상태의 단위 물질과 같이 육안으로 형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제외함.
- 공업 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어야 함. 공업적(기계적, 수공업적) 생
산 과정을 거쳐 반복 생산 ‧ 양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일 필요가 있음.
2) 심사 기준
- 신규성 : 출원 전에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존재하지 않
을 것, 즉 신규성을 갖추어야 함.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의 일부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은 새로운 의장을
창작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일인에 의한 출원인 경
우를 제외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창작 용이성 : 신규 의장이더라도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장
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등록불가 사유
아래에 예시하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음.
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의장
➁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장
➂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의장
- 1의장 1출원 : 의장등록출원은 1의장마다 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의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를 심
사함. 단, 복수의 물품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
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한벌물품의장」으로 인
정받을 수 있음.
- 선원 : 동일 또는 유사 의장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의 출원(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의장)만이 등록됨. 또한 동일인
이 하나를 기본의장으로 하고, 이와 유사한 의장을 유사의장
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에 출원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음 (유사의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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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기간
보호되는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간이며 매년 등록료를 지불해야
함. 20년이 경과 후에는 이 권리는 소멸되지만, 그 의장이 널리 알려
졌을 경우 부정 경쟁 금지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음.
◦ 일본 특유의 보호 제도
- 유사의장제도
의장법은 보호해야 할 형태에 대해 등록된 그 자체의 의장뿐만 아니
라, 일정 기간 내에 출원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도 보호. 또한, 유사
범위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의장을 등록
해 둘 수 있음.
- 한벌물품의장
일본의 의장법은 그 등록에 있어서, 1의장 1물품마다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나이프, 포
크 및 스푼 세트와 같이 관습상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벌물품의장으로서 그 세트 전부를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이를 활용하면 비용이 저렴함.
- 비밀의장제도
의장은 등록되었을 경우,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공표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청구에 의해 일정 기간 그 등록된 의장을 비밀로 할 수 있
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비밀의장제도라고 함. 의장은 유행에 좌우
되는 일이 많고, 또 유행 기간이 짧게 끝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등록된 것을 비밀로 해서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자 하는 제도임. 다만, 권리침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소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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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장권의 출원 플로 차트

자료원 : 일본 특허청 (www.jpo.go.jp)

- 부분의장의 보호
종래에 의장은 물품 전체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
로 타인이 모방했을 경우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1998년의 법개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특징이 있는 형태나 형
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인정하는 부분의장제도를
마련. 이 새로운 부분의장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특징이 있는 부분만
등록함으로써 전체적 형태, 형상이 다르더라도 그 특징이 있는 부분
을 제3자가 채용하는 경우, 권리침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일본의 의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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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디자인의 보호
2006년도 법개정에 의해 화면디자인(예를 들면, DVD 재생녹화기의
녹화예약 조작용 화면디자인, 휴대전화기의 통화자 선택용 화면디자
인, 사진용 인쇄기의 인쇄화면 선택용 화면디자인)에 대해 일정 요
건 하에서 물품의 부분 형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호받게 되었음.

3-4. 식음료업 관련 허가
가. 영업 허가 신청서
◦ 신청 및 문의처
-영업소를 소관하는 보건소
․ 대상업종
분류

업종

조리업 음식점 영업, 찻집 영업

제조업

과자 제조업, 팥고물류 제조업, 아이스크림류 제조업, 유제품 제조업, 식
육 제품 제조업, 어육제품 제조업, 청량 음료수 제조업, 유산균 음료 제
조업, 빙설 제조업, 식용유지방 제조업, 마가린 또는 쇼트닝 제조업, 된
장 제조업, 간장 제조업, 소스류 제조업, 주류 제조업, 두부 제조업, 낫토
제조업, 면류 제조업, 반찬 제조업, 통조림 또는 병식품 제조업, 첨가물
제조업

처리업

우유 처리업, 특별 우유 처리업, 집유업, 식육 처리업,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식품의 방사선 조사업

판매업 유류 판매업, 식육 판매업, 어패류 판매업, 어패류 경매영업, 빙설 판매업

․ 양식
식품위생법 시행 세칙 별기 제6호 양식
나. 유관기관
◦ 도쿄도 복지보건국 건강 안전부 식품 감시과
◦ 사이트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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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위생책임자
◦ 식품영업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 시설 마다 식품위생책임자를 두어
야함.
◦ 식품위생책임자의 역할
- 식품위생책임자의 설치와 의무
① 영업자는, 허가 시설 마다 본인이 스스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
가 되거나, 해당 시설의 직원 중에서 식품위생 책임자 1명을 정해
야 함.
② 식품위생 책임자는,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식품위생상의 관리 운
영에 임함.
③ 식품위생 책임자는,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영업자에 대해서 개선을 진언해, 그 촉진
을 도모함.
④ 식품위생 책임자는, 법령의 개폐 등에 유의해, 위반행위가 없게 노
력해야 함.
◦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 및 취득 방법
- 다음의 6시간 강습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① 공중위생학(전염병, 질병 예방, 환경위생, 노동 위생등 ) 1시간
② 위생 법규(식품위생법, 시설 기준, 관리 운영 기준, 규격 기준, 공
중위생 법규등) 2시간
③ 식품위생학(식품 사고, 식품 취급, 시설의 위생 관리, 자주 관리등)
3시간
-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들은 강습회 교육이 면제됨
• 영양사
• 조리사
• 제과위생사
• 위생관리책임자
• 작업위생책임자
• 식조처리위생관리자
• 선박요리사
• 식품위생관리자, 혹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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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운영 단계
4-1. 차별화 및 현지화
◦ 프랜차이즈·체인의 성공은 마케팅면 (상품, 가격, 입지·유통, 판
매촉진)에서의 차별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운영면
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함.
◦ 차별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동종타사의 경쟁 점포,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철저히 조사, 상품·서비스의 현지화를 도모해야 함.
◦ 카레라이스 전문점으로 일본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치방
야의 코코 이차방야(CoCo壱番屋)는 타사 카레전문점보다 많은 메
뉴(40가지)와 토핑, 라이스의 양, 매운맛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타사의 카레라이스 전문점과는 다른 서비스로
단일 메뉴의 점포형태로는 유일하게 일본 내 1,179점포, 해외 30점
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4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사진] CoCo壱番屋점포모습

일본

73

4-2. 인사 및 노무관리 (노동법규, 채용 및 해고 등 직원관리)
가. 일본의 노동 보호 법규
◦ 일본의 노동자보호 법규는 일본국내에 있는 기업일 경우는 사업주의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법인이나 외국법인할 것 없이 모든 기업에 적
용됨. 또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으로 일본의 노동자
보호 법규가 적용됨.
◦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법규
노동기준법------------최저인 노동조건을 규정
노동안전위생법--------노동자의 안전위생을 규정
최저임금법------------최저 임금을 규정
◦ 일본의 고용관련 법률은 고용 상태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 따라 각기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 및 관련 행정기관은 아래 표와 같음. 원
칙적으로 법률에서는 일본국내 기업인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됨.
◦ 기타 일본의 고용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
는 노무사 및 관련 업계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진출코자 하는 업
계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함.
[표] 일본의 기타 노무 관련 법률 및 해당관청
구분

구인,
모집

법률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공공과 민간 직업소개사업제도에
대해 규정함

남녀고용기회균
등법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균등실

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를 도모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노동기준법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함

최저임금법

최저 임금에 대해 규정함
노동기준감독서

육아, 간호(介護)
휴직법
남녀고용기회
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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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업안정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
조건

관련행정기관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함
육아휴직, 간호휴직 제도에 대해 규정함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균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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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를 도모
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구분

법률

관련행정기관

개요

노동자재해보상
보험법

노동기준감독서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함

고용보험법

공공직업안정소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경우 등에 필요한 급
여를 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함

건강보험법
사회보험사무소
사회
보장

국민연금법

사회보험사무소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기초적인 연금급
여를 하는 제도

간호(介護)
보험법

사회보험사무소/
시구정촌

동 피보험자가 간호(介護)가 필요한 상태
또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와 관련
하여 필요한 보험급여를 하는 간호(介護)
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함

시구정촌

자영업자 등의 피용자 건강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함

노동자파견법
노동조합법

노사
분쟁
조직
재편

근로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급여하
는 제도를 규정함

후생연금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파견
노동

동 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입은
업무 이외의 사고 등에 대해 필요한 급여
를 하는 제도를 규정함

노동관계조정법
개별노사분쟁
해결촉진법
노동계약승계법

공공직업안정소
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취업 관련 조건을 규정함
노동조합 전반과 관련된 규약을 규정함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함

도도부현 노동국

개별 노사 간 일어난 문제를 정부가 중재
하여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함

후생노동성
정책통괄관

회사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의 노동계약 취
급에 대해 규정함

나.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일본에서는 전국민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 노동사회보험제도의 개요
일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 대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제도로 아래의 4종류가 있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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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거나 통근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상해·질
병에 대한 보험
• 고용보험
노동자의 실업급부(給付) 및 고용안정을 도모(조성금·장려금 등)하
기 위한 보험
• 건강보험·간호보험
의료·간호 지출에 대한 보험
• 후생연금보험
노후, 사망, 장해 급부를 위한 보험으로 통상적으로 노동자재해보상
보험과 고용보험을 합쳐서「노동보험」, 건강보험·간호보험과 후생
연금보험을 합쳐서「사회보험」이라고 부름.
가입 수속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
처음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법인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보험의 적용 대
상이 되었을 때, 기업 측이 감독관청에 노동·사회보험 신고를 함. 보험
료는 기업 측이 종업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그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
주 부담분과 합쳐서 감독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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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강제 적용.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하면 특별히 가입 가능

급부

노동자가 업무나 통근 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에 대해 급부

보험료

원칙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소의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고, 최고
11.8%(수력발전시설 ‧ 수도 등 신설사업)에서 최저 0.45%(금융업,
통신업, 기타)까지(2006년 4월 개정) 다양.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석면재해거출금으로 0.005%가 상기 보험료율에 추가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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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제도
적용

급부

보험료
신고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 단, 단시간 노동자는 한 주의 소정 노동시간
이 2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 예정인 사람. 해외 본사 등으로부
터의 부임자는 가입 면제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 사유, 피보험자였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 급부가 지급됨. 또한 기타
고용안정에 관련된 각종 급부도 이루어짐
고용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보험료
율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5%.
사업주가 0.9%, 노동자가 0.6% 부담(2007년 4월 개정)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

- 건강 ‧ 간호 보험제도

적용

적용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
소는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주재 지점 ‧
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모든 종업원. 단,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약 3/4
이상인 자.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
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단 미국, 벨기에 및 프랑스에서
일본에 파견되는 자가 미국, 벨기에 및 프랑스의 의료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가입은 면제

피부양자
간호보험

급부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
자, 아이, 손자. 형제자매도 이 보험급부의 대상
40세 이상인 자만 적용

요양급부

보험의료기관(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으
로, 일본 국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해당)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
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치과 의료에도 적용됨

해외요양비

해외체류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기관에서 요양비를 지불
한 경우, 귀국 후에 지불비용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
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이는 외국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밖의 나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고액요양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
이 고액요양비로서 지급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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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고

정부관장 건강보험(1)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급액
(2)(상한 121만 엔) 및 표준상여액(3)(연간 합계의 상한 540만 엔)의
8.2%, 간호보험료율은 1.23%이며,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
담(2007년 3월 개정)
조합관장 건강보험(4)의 경우에는 보험료율 설정에 어느 정도의 재량
이 인정됨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

※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
적용

상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주거지의 시구정촌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급부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

보험료
*

일정 범위 내에서 각 시구정촌에 의해 결정

일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 되
어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일본에 부임할 경우에는 그
보험급부의 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주: (1) 정부관장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사무소를 통해서 나라가 운영하는 보험제도
(2) 표준보수월급액은 급여 등 보수의 월급액을 구분하기 좋게 해놓은 것
(3) 표준상여액은 상여의 1000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
(4) 조합관장 건강보험은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
강보험조합에 의한 보험제도

- 후생연금보험제도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소는
적용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주재 지점 ‧ 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고용된 모든 종업원(70세를 넘는
피보험자

자는 제외). 단,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약 3/4 이상인 자.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
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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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
노령연금

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65세 이상인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해당자에게 지급됨

급부

장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피보험자에게
장해연금

발생했을 경우, 장해 정도, 지불한 보험료와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됨
피보험자, 상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

중 중상 장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됨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급액(상한 62만 엔) 및 상여액(상한

요율과부담 150만 엔)의 14.996%(2007년 9월 개정)를 피보험자와 사업주
가 각각 반씩 부담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보험료

연금협정

벨기에,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일본에 파견될
경우, 사회보험사무소 등에 신고함으로써 일본 연금보험제
도 가입이 면제됨.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와도 협정 발
효를 위해 준비 중이며, 네덜란드와도 교섭 중임
외국인이 연금을 받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그 자가 피보험

탈퇴일시금 자였던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
이 반환됨
신고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사무소에 신고

주: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2008년 9월부터 15.35%로 변경됨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연금)
일본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상기 후생연금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14,100엔)
으로, 노령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부가 있다. 또한 후생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탈퇴일시금제도도 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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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 사회보험제도 정리

보험

급부

적용

보험료율
(연간 임금총액의 %)
사업주부담

업무상, 통근중재
해로 인한부상, 질
노동자
병, 장해, 사망등의
재해
경우의 요양비, 휴
보상
업 ‧ 장해 ‧ 사망에
보험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고용
보험

노동자를
고용하는 0.45%
모든
(주로 사무를
사업소에 보는 업종)
적용

실업자에게 급부,
육아휴업 중인 자 ‧
고령자에게 급부
등

비고

노동자부담

-

‧ 사업주에 대
한 특별 가입
제도 있음
‧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름
해외본사로부
터의 부임자는
가입 면제

0.9%

0.6%

업무상, 통근중
건강 ‧
이외의 부상, 질병,
간호
출산 등에 대해
보험
급부

4.1%
(40세 이상인
자는 4.715%)

보험료율은
4.1%
정부관장
(40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자는 4.715%)
경우

후생
연금
보험

노령, 장해, 사망에
대한 급부

7.498%

7.498%

사회복지제도(아동수당)에
아동
대한 거출금이며, 노동자에
수당
대한 복리후생과는 취지가
거출금
다름

0.13%

합계

13.078%
(40세 이상인
자는13.693%)

외국인에 대한
탈퇴일
시금제도 있음

-

12.198%
(40세 이상인
자는12.813%)

* 보험료율은 2007년9월 기준
* 당분간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료율에 석면재해거출금으로 0.005%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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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용은, 노동사회보험의 보
험료 등 법률상 필요한 법정복리비용과, 법정복리비용 이외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용으로 구분. 일본 경단련 조사에 의하면 현금 급여 총
액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의 비율은 2003년도(2003년 4월∼2004년 3월)
기준 17.8%. 이 중 법정 복리비용이 12.9%, 법정외 복리비용이 4.9%
로, 최근 몇 년 사이 법정복리비용은 증가경향에 있는 반면, 법정외
복리비용은 감소경향. 법정 외 복리에는 사택 제공 등의 주택 관련,
건강진단 등의 의료보험 관련, 급식 등의 생활원조 관련, 체육관 제
공 등의 레크리에이션 관련 등이 있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 관련 지출.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률로 보장됨.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
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또한 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일본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4년 6월 기준 19.2%로 추정되며
해마다 감소 경향. 또한 그 조직률을 기업 규모별로, 종업원 수 1000
명 이상인 기업의 조직률이 50.6%로 추정되는 데 반해,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15.8, 100명 미만인 기업에서는 1.2%였다.
• 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한 회사(파견원)의 지시로 노동자파
견계약을 체결한 의뢰주(파견처)에게 가서, 파견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를 지칭.
▷ 파견 대상 업무 및 파견 기간의 제한
원칙적으로 항만운송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 및 일부 의료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를 취업시킬 수 있음. 파견기
간에 제한이 없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소위 26가지 전문업무)를 제외하고, 3년까지의 기간에 한해
임시적·일시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을 의뢰받
을 수 있다. 그리고 3년을 초과하더라도 파견을 의뢰받고 있는
경우에, 파견처는 해당 파견노동자에게 고용 신청을 하여야 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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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파견노동자에게도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남녀고용기회균등
법 등 노동법이 적용. 노동시간, 휴식, 휴일에 대해서 노동기준법
을 준수할 책임은 파견처에 있으며, 시간외 노동은 파견원(인재
파견회사)에서 삼육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파견처가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할증임금의 지불은 파견원의 책
임. 연차유급휴가를 확보할 책임도 파견원에 있으며, 파견원은 필
요에 따라 대체노동자를 파견처에 파견할 의무를 짐. 파견원에게
는 노동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사회보험(후생연금
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파견원 기업이 이에 대한 가입 수
속·보험료 등을 지불.
• 조성금
국가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다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2가지 예.
▷ 중기업(中企業)기반 인재확보 조성금
창업(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일본법인 설립)에 따라 경영기반 강화
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고용했을 경우, 인재 1인당 140만 엔(최대
5인)의 조성금을 지급.
▷ 직업경력 형성 촉진 조성금
노동자에게 목표가 명확한 직업훈련을 실시했을 경우, 훈련기간
동안의 해당 노동자 임금의 1/3을 조성.
다.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가와의 상담
사회보험노무사란 인사·노무 전문가로서의 국가자격을 가진 자. 기업
의 의뢰에 따라, 급여계산 업무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노동·사회보험관계 등 고용과 관련된 사무대리
◦ 노무관리(취업규칙의 작성, 임금제도의 설계·변경, 고용문제의 개선
등) 및 안전위생관계 등의 컨설팅
◦ 개별노사분쟁의 알선 대리
◦ 연금의 상담·청구
◦ 기타 고용과 관련된 업무
8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특히, 상기 사무대리와 알선대리 업무는 (개업)사회보험노무사 및 변
호사가 아닌 자가 직업으로 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음.
라. 본부의 점포개발담당 및 슈퍼바이저의 채용과 육성
NTT데이터 경영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점포개발담당 슈퍼
바이저는 아래와 같이 훈련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함.
<점포개발담당자>
- 취직경로
대학 대학원을 막 졸업한 채용자를 육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
산관련이나 영업 경험자를 경력자로 채용할 경우도 있음. 사내의
슈퍼바이저 경험자가 사내이동 점포개발직을 맡는 경우도 있음.

- 자기개발 및 캐리어로의 진로
OJT를 중심으로 한 사내연수나 외부강습을 수강하면서 관리자로
스텝 업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무상에 법률지식이 필요하므로 택
지건물취급주임자의 자격취득이 필요함.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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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 취직경로
대학 대학원을 막 졸업한 채용자를 육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타
업종 서비스업의 접객이나 점포운영 경험자를 중도 채용하는 경우
도 있음. 편의점의 슈퍼바이저 경험자를 경력자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영점에서의 점장 경험을 거쳐야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음.

자료원 : 주식회사 NTT 데이터 연구소「헤세이 17년도 서비스 분야 인재육성 프
로젝트 업무보고서「인재 맵·인재육성 계획(개요판)」

- 자기개발 및 캐리어로의 진로
OJT를 중심으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사내 점포개발담당이나, 관리
직, 트래이너직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으며 슈퍼바이저사, 중소
기업진단사 등의 자격을 취득해 스텝 업 하는 케이스도 있음.
‘프랜차이즈 체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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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트너, 가맹점에 대한 통제 및 관리
◦ 프랜차이즈·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통제
관리가 불가결요소로 가맹점 오너는 본부의 경영 노하우 이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각종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움.
◦ 개점전의 지원으로는 OJT와 OFF－JT를 조합한 연수, 점포 설계에
서 시공, 집기 조달, 판촉 방법, 스케줄링 등이 있음.
◦ 개점 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연수, 오너
회의, 점장 회의 등을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함. 특히, 본부로부터 파견되는 슈퍼바이저는 점포 운영의 지식이
나 노하우의 제공뿐만 아니라 오너와 함께 생각해 개선책을 제안
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franchiser는 유능한 슈퍼바이저를
채용·육성해 나가야 함.
◦ 모스버거에서는 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기숙사
제의 시설에서 27일간(3일 휴일)에 걸쳐 강의(7일간), 제조 접객
실습(5일간), 직영점 실습(12일간)의 신규 가맹점 연수를 실시하
고 있으며 (주식회사 모스푸드 서비스, 웹 사이트 참조) 다양한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가 독자적인 교육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개
점전후의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슈퍼바
이저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업체명
품목

매장수

주식회사 모스푸드서비스
햄버거 샌드위치
현재 FC : 1,287개
현재 직영점 수 : 66개
해외 점포 : 202개(대만,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주요위치 일본 전국
홈페이지 www.mos.co.jp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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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맹점 모집, 입지 전략 및 마케팅
◦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우선 본부는 점포의 전개 지역, 그 지역
내 점포 목표수 등의 출점 전략을 세워야하며 또한, 본부의 프랜
차이즈 시스템에 적절한 체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이 출
점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설정해야 함. 즉, 본부가 가맹점의 점
포위치를 지정하는 방법, 특정지역내의 점포를 하나로 한정하는
방법, 특정 지역 내에 복수 점포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임.
◦ 본부 시스템과 업태를 고려해야 하며 한국으로부터 액세스성도 고
려하여 점포의 개점지역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 모집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 전문잡지에의 광고게재 : 안트레, 비즈니스 찬스, 개업 매거진, 후란
쟈, 상업계 별책의 프랜차이즈 전문지(부정기) 등이 있음.
- 신문에의 광고게재 : 일경 유통 신문 등
- 인터넷에의 광고게재 : 자사 WEB 사이트, 전문 잡지의 WEB 사이트 등
- 퍼블리시티 활용
- 다이렉트 메일 및 FAX
- 전시회에의 출품 : 프랜차이즈 쇼(주최 : 니혼게이자이 신문)
- 자사 사업 설명회 실시 등
◦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고료 및 문의 담당자의 인건
비가 필요하므로 비용을 고려하여 본부가 타깃으로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함. 또
한, 가맹점으로부터의 문의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나 매뉴얼에 대
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함.
◦ 본부 또는 가맹점이 개점 장소를 특정한 경우는 그 입지가 자사의
프랜차이즈·패키지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반대로, 가맹자가 개점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자사의
프랜차이즈·패키지에 최적인 입지 조건을 판단하여 본부 또는 가
맹점이 개점 장소를 물색해야 함. 어느 쪽의 경우에도 개점 장소
가 적절한 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점 후의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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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포 물건 평가(기본 평가 항목)
· 상권내의 인구조사
· 상권내의 타겟층(연대·남녀성별 등)
· 근처역의 이용 인구, 근처 역으로부터 도보에 의한 소요 시간
· 주변 시설(학교, 상업 시설 등)
· 전면 도로의 교통량(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 점포 상황(점포 면적, 층수, 주차장·주륜장의 유무와 넓이)
· 보증금, 권리금, 사례금, 임대료, 공익비·관리비, 중개료
· 임대차 계약의 기간 등
② 경합점 조사(기본 평가 항목)
· 점포 소재지와 입지의 특성
· 매장의 상황
· 상품과 가격
· 서비스의 상황
· 고객의 입점 상황 등
◦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점포의 매상 예측이나 초기
투자액등을 작성한 다음, 가맹 계약으로 진행됨.

4-5. 위생관리
◦ 음식점의 경우 사단법인 일본식품위생협회에서 제공한 “식품 관련 사
업자가 실시해야 할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지침(가이드 라인)” 참고

식품 관련 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지침(가이드 라인)
제1 농림 수산물의 채취시의 위생 관리
식용으로 채취되는 농림 수산물은,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1) 먼지, 토양 또는 오수에 의한 오염 방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폐기물, 유독
물질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 비료,
대소변까지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식용으로서 적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것.
(3) 폐기물(하수를 포함한다.)을 위생상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4) 채취, 보관 및 운반 시, 곤충, 화학물질, 이물,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를 도모할 것.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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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 습도 관리 그 외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의 부패, 변패 등을 방지
할 것.
(6) 시설은 청소 및 적절한 보수에 의해 청결하고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할 것
(7) 식용으로 제공하는 농림 수산물의 취급자의 위생 관리를 할 것.
제2 식품 취급 시설 등에 있어서의 위생 관리
1 일반 사항
1) 일상 점검을 포함한 위생 관리를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2) 시설 설비 및 기계 기구의 구조 및 재질 및 취급하는 식품의 특성을 고려 해,
적절한 청소, 세정 및 소독의 방법에 대한 절차를 정리한 문서를 작성 할 것.
절차를 정리한 문서 작성 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청소, 세정 및 소
독의 순서에 대해서, 청소 또는 세정을 실시하는 장소, 기계 기구, 작업 책
임 . 청소 또는 세정의 방법 및 빈도, 모니터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 할 것
(3) (2)에 정하는 청소, 세정 및 소독의 방법이 적절하고 유효한가 필요성에
대해 평가할 것.
(4) 시설, 설비, 인적 능력 등에 합당하게 식품 취급을 실시해, 적절한 수주관
리를 실시할 것.
2 시설의 위생 관리
(1) 시설 및 그 주변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시설의 가동 중은 항상 위생적
으로 유지하여 장애가 없게 할 것.
(최종 개정: 헤세이 20년(2008년) 4월 22일)
(2) 제조, 가공, 처리, 조리, 보관, 판매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는, 불필요한 물
품 등을 두지 않는 것.
(3) 시설의 내벽, 천정 및 마루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4) 시설내의 채광, 조명 및 환기를 충분히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하게 따라
적절하게 온도 및 습도를 관리할 것.
(5) 창 및 출입구는, 개방하지 않는 것. 어쩔 수 없이 개방하는 경우에는, 먼
지,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 할 것.
(6) 하수도는 배수가 잘 되도록 청소 및 보수를 실시할 것.
(7) 변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8) 시설 내에서는 동물을 사육하지 않을 것.
3 식품 취급 설비 등의 위생 관리
(1) 위생 보관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청소 기구 포함)는, 그 목적에 맞게 사
용할 것.
(2) 기계 기구 및 분해한 기계 기구의 부품은, 금속, 이물질, 화학물질 등이
식품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정해진
장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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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장 또는 파손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보수해, 항상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둘 것.
(3) 기계 기구 및 기계 기구의 부품의 세정에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
한 세제를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는 것.
(4)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의 계기류 및 멸균, 살균, 제균 또는 정수에 사
용되는 장치에 대해서,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할 것.
(5) 행주, 부엌칼, 도마, 보호 장구 등은, 열탕, 증기, 소독제등으로 소독해, 건
조시킬 것.
특히, 식품과 직접 접하는 도마, 나이프, 보호 장구 등에 대해서는, 오염
될 때마다 또는 작업 종료후 세정 소독을 충분히 실시할 것.
(6) 세제, 소독제, 그 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용, 보관 등 취급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용기에 내용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등 식품에의 혼입을 방지할 것.
(7) 시설, 설비 등의 청소 용기는, 사용할 때 마다 세정해, 건조시켜, 정해진
장소에 보관할 것.
(8) 싱크대설비는, 손가락의 세정 및 건조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공급하며, 손세척에 적절한 비누, 손톱 정리기, 핸드타올, 소
독제 등을 갖추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 둘 것.
(9) 세정 설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10) 식품의 방사선 조사업에 있어서는, 1일 1회 이상 화학 선량계를 이용해
방사선량을 확인해, 그 결과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는 것.
4 곤충 대책
(1) 시설 및 그 주위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으로, 항상 청결
한 상태로 유지해, 곤충의 번식 장소를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창, 출입문,
흡/배기구의 방충망, 트랩, 배수도랑의 뚜껑 등을 설치해, 곤충의 시설 내
침입을 방지할 것.
(2) 연 2회 이상, 곤충의 구제 작업을 실시해, 그 실시 기록을 1년간 보관할
것. 또, 곤충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즉시 박멸
할 것.
(3) 쥐약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을 오염하지 않게 그 취급에 충
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
(4) 곤충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해, 원재료, 제품, 포장 자재 등은 용기에 넣
어 마루 또는 벽으로부터 떼어 놓아 보관할 것. 일단 개봉한 것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는 등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보관할 것.
5 폐기물 및 배수 취급
(1) 폐기물의 보관 및 그 폐기의 방법으로 대해서, 그 순서를 정리한 문서를
작성할 것.
(2) 폐기물의 용기는, 다른 용기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폐수나
악취가 새지 않게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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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식품 취급 또는 보관의 구역 및 그 주
변에 보관하지 않는 것.
(4)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주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적절히 관리
할 것.
(5) 폐기물 및 배수의 처리는 적절히 실시할 것.
6 식품 등의 취급
(1) 원재료의 구입에 있어서는 위생상의 관점으로부터 품질, 선도, 표시등에
관해 점검하며, 점검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 또, 원재료에 기생
충, 병원 미생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독물, 부패물, 변패물 또는 이물 포
함되었을 경우, 통상적인 가공, 조리법 등에 의해서는 이것들을 허용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2) 원재료로서 사용하는 식품은 적절한 것을 선택해, 필요에 따라서 사전처
리를 실시한 후, 가공에 제공할 것. 보존에 있어서는, 해당 식품에 적절한
상태 및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냉장고(실) 내에서는, 상호 오염이 생기지 않게, 구획을 나누어 보존할 것.
(4)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량 해, 적정하게 사용할 것.
(5)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와 관련하여, 병원 미생물, 그 외의 미생물
및 독소가 완전하게 또는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할 것.
(6) 식품은, 해당품의 특성(수분 활성, pH, 미생물에 의한 오염 상황), 소비기
한 또는 유효기한, 제조 가공의 방법, 포장 형태, 생식용이나 가열 가공용
등의 사용 방법에 따라 냉장 보존하는 등, 조리, 제조, 보관, 운반, 판매 등
의 각 과정에 대해 시간 및 온도의 관리에 충분히 고려해 위생적으로 취
급 할 것. 덧붙여 종합 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을 취득한 시설은, 실시
및 계획에 근거해 관리할 것.
(7) 특히 식품위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음의 공정 관리에, 충분히 고려
할 것.
① 냉각
② 가열
③ 건조
④ 첨가물의 사용
⑤ 진공 조리 또는 가스 치환 포장
⑥ 방사선 조사
(8) 식품간의 상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것.
가열 또는 가공처리 이전의 원재료는, 그대로 섭취되는 식품과 구분해 취
급할 것. 제조, 가공 또는 조리공간에는 식품 취급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 할 것(다만, 해당 식품 취급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에 의한 식
품 등의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또, 이러한 구역에 들어갈 때, 필
요할 경우 탈의실 등을 경유해, 위생적인 작업복, 신발 교환, 손세척 등을
실시함. 육류 등의 미가열 식품을 취급한 설비, 기계 기구 등은, 다른 식품
을 가공하기 전에, 필요한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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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재료(특히 신선물)의 보관에 있어서는, 사용 기한 등에 대해 적절한 순
서(선입선출)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
(10)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품을 오염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적절한 표
시가 가능한 것을 사용할 것.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세정, 소독이 용이한 것을
이용할 것.
(11) 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해 노력할 것.
① 원재료 및 제품으로, 금속, 유리, 먼지, 세제, 윤활유 등의 화학물질 등
의 이물의 혼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 필요에 따라 검사할 것.
② 원재료, 제품 및 용기포장을 단위별로 관리해, 기록할 것.
③ 제품마다에 그 특성, 제조 및 가공의 순서, 원재료 등에 대해 기재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해, 보존할 것.
④ 분할, 가공된 식육 등에 대해서, 이물의 혼입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이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염의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폐기할 것.
⑤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조 공정에 대해 혼입
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12)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검사를 자주 실시해, 규격 기준 등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용수 등의 관리
(1) 식품 취급 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은, 음용수일 것.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이러한 물이 식품에 직접 접하
는 물에 혼입하지 않게 할 것. 난방용 증기, 방화 용수 등, 식품 제조에 직
접 관계없는 목적으로의 사용. 냉각이나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공정에 대해 청정 해수 등을 사용하는 것.
(2) 수도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식품의 냉동 또는 냉
장업, 마가린 또는 쇼트닝 제조업(쇼트닝 제조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또
는, 식용유지방 제조업은 4개월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서를 1년간 이상(취급하는 식품 등의 유효기한을 고려한 유통 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는 해당 기간) 보존할 것.
다만, 뜻하지 않은 재해 등에 의해 수원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그때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
(3) 수질검사의 결과, 음용부적당이 되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보건소
장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청결하게 유지할 것.
(5) 수도물 이외의 우물물, 자가용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살균 장치 또는
정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기록할 것.
(6) 얼음은 적절히 관리된 급수 설비에 의해서 공급된 음용가능한 물로 만들
것. 또, 얼음은 위생적으로 취급하며, 저장할 것
(7)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처리를 실시하며, 처리 공정을 적절히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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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위생 책임자의 설치
(1) 영업자(식품위생법(쇼와 23년 법률 제 233호.)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위생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영업자는 제외. 이하 본 절 내에서 동일한 의
미)는 시설 또는 해당 부문 마다, 식품 취급자 및 관계자 중에서 식품위생
에 관한 책임자(이하「식품위생 책임자」라고 한다.)를 정해 둘 것.
(2) 식품위생 책임자는, 현 지사, 지정 도시장 및 핵심 시장(이하 「지사 등」)
이 실시하는 강습회 또는 지사 등이 인정한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수강해,
항상 식품위생에 관한 새로운 지견의 습득에 노력할 것.
(3) 식품위생 책임자는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위생 관리를 책임질 것.
(4) 식품위생 책임자는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의 위생
관리의 방법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영업자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영업자는, (4)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책임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
9 기록의 작성 및 보존
(1)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기준에 대하여, 취급하는 식품과
관련되는 구입원, 제조 또는 가공 등 상태, 출하 또는 판매처 그 외 필요
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노력할 것.
(2) 기록의 보존 기간은,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유통 조건(소비 기한 또는 유효
기한)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것.
(3) 식중독 등의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현청 등으로부터 요청
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을 제출할 것.
(4)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에 대해 자주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기록을 보
존하도록 노력할 것.
10 회수·폐기
(1) 판매 식품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건
강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신속하고
적절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와 관련될 책임 체제, 구체적인 회수 방법,
해당 시설의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의 보고 등, 처리 순서를
정할 것.
(2) 판매 식품 등에서 기인한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수 된
제품의 폐기 및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확실하고 신속히 실시할 것.
(3) 회수된 판매 식품은, 정상적인 제품과 명확하게 구별해 보관해,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히 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4) 회수 등을 실시할 때는, 필요할 경우 소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해당 회
수 사안에 관한 공표에 대해 고려할 것.
11 관리 운영 요령의 작성
(1) 시설 및 식품 취급 등과 관련되는 위생상의 관리 운영 요령을 작성해, 식
품취급자 및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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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으로 제품 검사나 시설 검사 등을 실시해, 시설의 위생 상태를 확
인하는 것으로써, (1)에서 작성한 관리 운영 요령의 효과를 검증해,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재검토할 것.
12 검식의 실시
(1) 음식점 영업을 하는 동안, 도시락가게 및 배달 식당은, 원재료, 즉석요리
식품에 대해, 48시간 이상(다만, 일·축제 및 대체 휴일, 휴업일에 걸치는
경우는, 일·축제 및 대체 휴일, 휴업일의 다음날까지) 검식을 보존할 것. 덧붙여
원재료는, 세정 살균 등을 실시하지 않고, 구입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2) 상기의 경우, 제품의 배송처, 배송 시각 및 배송량도 기록해 보존할 것
13 정보의 제공
(1) 소비자에게 판매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2)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로부터의 건강 피해(의사의
진단을 받아 해당 증상이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등에 기인하는, 또
는 그 혐의가 있다고 진단된 것) 및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식품에 관한
정보는, 보건소에 신속하게 보고할 것.
제3 식품 취급 시설에 있어서의 식품 취급자의 위생 관리
(1) 식품 취급자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상 필요한 건강 상태의 파악에 유의
해 실시할 것.
(2) 보건소에서 대변검사를 받아야 할 취지의 지시가 있었을 때에는, 식품 취
급자에 대변검사를 받게 하는 것.
(3) 다음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식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식품
등 사업자, 식품위생 관리자 또는 식품위생 책임자에 보고하여, 식품의 취
급 작업에 종사 시키지 않게 함과 동시에,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것.
① 황달
② 설사
③ 복통
④ 발열
⑤ 발열을 동반하는 목의 아픔
⑥ 피부의 외상 중 감염이 의심되는 것(화상, 베인 상처 등 )
⑦ 귀, 눈 또는 코로부터의 분비(병적인 것에 한정한다)
⑧ 구토, 구토
피부에 외상이 있지만 상기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종사시킬 때, 해당
부위를 내수성을 가지는 피복재로 가릴 것.
(4) 식품 취급자가 동류 감염증의 환자, 2류 혹은 3류 감염증의 환자 또는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인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는, 보균하고 있지 말 것
하지만 판명될 때까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 것.
(5) 식품 취급자는 위생적인 작업복,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는 전용의 신발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오염 구역에는 그대로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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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말 것. 또, 반지 등의 장식품, 손목시계, 머리핀, 안전핀 등을 식품 취급시
설 내에 반입하지 말 것.
식품 취급자는, 식육 등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섬유 제품 그 외 세정
소독하는 것이 곤란한 장갑을 원칙으로서 사용하지 말 것.
식품 취급자는, 항상 손톱을 짧게 자르고, 매니큐어 등은 바르지 말 것.
작업 전, 용변 직후 및 신선한 원재료나 오염된 재료 등을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손가락의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할 것. 덧붙여 신선한 원재료나 오염
된 재료 등을 취급한 다음은, 비가열로 섭취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것은 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취급자는, 식품의 취급 작업 중에 다음과 같은 행동은 조심할 것.
① 손 또는 식품을 취급하는 기구로 발, 코, 입 또는 귀에 접하는 것
② 작업 도중 가래, 침을 뱉는 것
③ 흡연
④ 식품 취급 구역에서의 취식
⑤ 방호되어 있지 않은 식품 주변에서 재채기, 기침을 하는 것
또, 식품 취급자는,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는 환복, 흡연, 취식 등을 하지
않을 것.
식품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적절한 장소에서 청
결한 전용복장으로 갈아입게 하며, 본 문서에서 언급한 식품 취급자 등의
위생 관리의 규정에 따르도록 할 것.

제4 식품 취급 시설 등에 있어서의 식품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1) 식품 사업자, 식품위생 관리자 또는 식품위생 책임자는,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이 위생적으로 행해지도록, 식품 취급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방법, 식품의 오염 방지의 방법 등 식품위생상 필요사항에
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할 것.
(2) 이 위생 교육에는, 상기 제 2에 나타내는 각종 순서 등 (1(2), 5(1), 6(6),
10(1), 11)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특히 세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안전한 취급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4) 교육 훈련의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
제5 운반
(1) 식품의 운반에 이용하는 차량, 컨테이너 등은, 식품이나 용기포장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용이하게 세정, 소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고, 보수를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것.
(2) 식품과 식품 이외의 화물을 혼재하는 경우에는, 식품 이외의 화물로부터
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식품을 적절한 용기에 넣는 등 식
품 이외의 화물과 구분 할 것.
(3) 운반중의 식품이 먼지나 유독 가스등에 오염되지 않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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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이 다른 식품이나 식품 이외의 화물의 운반에 사용한 차량 또는 컨테
이너를 사용하는 경우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할 것.
(5) 벌크 수송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식품 전용의 차량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
할 것. 이 경우는, 차량, 컨테이너에 식품 전용인 것을 명시할 것.
(6) 운반중의 온도, 습도 그 외 상태 관리에 주의할 것.
(7) 배송 시간이 장시간에 이르지 않도록 배송 경로에도 유의하여 시간 관리
에 주의할 것.
(8) 도시락 등에 있어서는, 식사 예정 시간을 고려한 배송을 하는 등, 적절한
출발시간에 주의를 기울일 것.
제6 판매
(1) 판매량을 예상하여 매입을 실시하는 등, 적정한 판매를 실시할 것.
(2)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거나 장시간 부적절한 온도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위생 관리에 주의할 것.
제7 표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적정한 표시를 실시할 것.
이와 더불어 소비 기한의 표시에 대해서, 도시락의 종류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시간을 기재할 것

4-6. 물류관리
◦ 물류 관리는 효율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여 비용
을 억제하고 서비스의 레벨을 높이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면, 체인을 전개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 한정하여 물류코스트
를 줄이고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나 또
는 제조, 보관, 배송을 모두 자사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일부 외부
위탁, 모두 외부 위탁을 할 것인지도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
어 검토해야함.
＜세븐일레븐의 물류 시스템＞
세븐일레븐(편의점)에서는 메이커와 가맹점이 발주·판매 데이터나 재고
정보를 공유해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상품의 맛이나 품질
을 유지하는데 최적인 온도대로 나누어진 공동 배송센터로부터 각 점포
에 일괄로 배송하고 있음. 그 결과 배송 회수를 1일평균 9회까지 효율
화할 수 있었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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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밥 공동 배송센터(도시락, 주먹밥, 빵 등)
→ 1일 3회 배송
○ 냉동 공동 배송센터(조리 빵, 샐러드, 야채, 면류, 우유, 음료 등)
→ 1일 3회 배송
○ 냉동 공동 배송센터(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아이스 등)
→ 주 3~7회 배송
○ 가공 식품 공동 배송센터(소프트드링크, 가공 식품, 인스턴트라면 등) 잡화
공동 배송센터(잡화류 등)
→ 주 3회 배송
○ 잡지 배송센터(책·잡지)
→ 주 6회 배송
자료원 : 주식회사 세븐일레븐 재팬 운영보고서 참조

4-7. 조세제도
가. 대일투자에 대한 일본세제 개요
◦ 진출 형태(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은 그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이익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이 됨. 그러나 다국적기업
이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진출 형태에 따라 세제가
불공평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일본에
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
세 대상이 되지만, 그동안 외국에서 획득한 이익이 포함된 경우로,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가 되어 있을 때에
는, 소득 원천지 국가와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배제할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일본의 세금에서 공
제하는 ‘외국세액공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만을 일본
에서의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원천징수 또는 신고 납부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
한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한 수속 또는 신고에
의한 납부 수속에 의해 세액이 산정되고 이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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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외국법인의 일본에
서의 활동 형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다름. 또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하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음.
① 공사채의 이자, 국내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
② 국내 업무에 관련된 대부금의 이자
③ 내국법인의 주식, 증권 투자 신탁의 배당
④ 국내 부동산, 기타 유사 재산의 사용 대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
인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료
⑤ 급료,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보수로 국내의 역무(役務) 제공에
기인하는 것
⑥ 거주자로서의 역무 제공에 기인하는 퇴직 수당 또는 연금
⑦ 국내에서의 자유직업 역무의 대가
⑧ 연예인, 자유직업자 또는 기술자 등의 인적 역무 제공 사업의 대가
⑨ 국내 업무에 관련된 특허권, Know-how, 저작권 등의 사용료 또
는 양도의 대가
⑩ 국내 업무에 관련된 기계 장치의 사용료
⑪ 국내 광고 선전의 상금
⑫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지불되는 연금
⑬ 국내에서 발행되는 할인채의 상환 차익
⑭ 일정한 이자 소득과 유사한 소득
⑮ 국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일정한 것
⑯ 익명조합 계약에 근거한 이익 분배
⑰ 상기 이외에 국내 자산의 운용, 보유,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일정 것
⑱ 사업 소득
⑲ 민법에서 규정하는 조합 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 분배
다. 법인소득 과세 개요
◦ 법인소득 과세와 세율
법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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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이하 ‘법인
세 등’)가 있음. 법인주민세, 사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범
위, 과세 소득의 산정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 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를 과세 표
준으로 하는 균등분할 과세가 이루어짐. 또한 법인사업세에 대해서
는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외형표준과세가
이루어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등은 회사의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함. 이 밖의 법인세 등으로는 청산 소득에 대
한 법인세, 퇴직 연금 등의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등이 있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의 세율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균등분할)은 다음과 같음(도쿄도(東
京道)의 경우, 소규모 기업의 예시).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업규
모,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음.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400만 엔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

800만 엔 이하

초과

22.0%

22.0%

30%

(1)도도부현 주민세

1.10%

1.10%

1.50%

(2)시구정촌 주민세

2.70%

2.70%

3.69%

사업세

5.00%

7.30%

9.60%

종합세율

30.80%

33.10%

44.79%

실효세율

29.33%

30.85%

40.87%

과세 소득금액의 구분
법인세
법인주민세

주 : 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경우를 예시. 단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1) 자본금은 1억 엔 이하, 2) 법인세액은 연 1,000만 엔 이하, 또한,
소득금액은 연 2,500만 엔 이하, 3) 2 이하의 도도부현에 사무소·사업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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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민세 균등분할 과세분>
자본 등의 금액
￥5,000,000,000
￥1,000,000,000
￥5,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
￥10,000,000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초과
-

￥5,000,000,000 이하
￥5,000,000,000 이하
￥1,000,000,000 이하
￥1,000,000,000 이하
￥100,000,000 이하
￥100,000,000 이하
￥10,000,000 이하
￥10,000,000 이하

종업원 수
50인
50인
50인
50인
50인
50인
50인
50인
50인
50인

초과
초과
이하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균등분할
￥3,800,000
￥2,290,000
￥1,210,000
￥950,000
￥530,000
￥290,000
￥200,000
￥180,000
￥140,000
￥70,000

◦ 일본법인의 설립, 일본지점 등의 개설과 세무신고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 일본법인을 설립, 또는, 일본지점 등
을 설치했을 경우(아래의 법인 과세 소득의 범위. ᆨ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그 설
치와 관련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외국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
한 소득을 얻었을 경우(아래의 법인 과세 소득의 범위. ᆫ에 해당하
는 경우), 또는 지점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에서 규정하는 조
건에 일치하는 장소 혹은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한 경우(아래의 법
인 과세 소득의 범위. ᆮ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있음.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활동하는 외국법인이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ᆨ. 일본 국내에서 건설, 설치, 조립, 그 밖의 작업 또는 작업 지휘 감독
의 역무를 1년 이상 제공한 경우, 이들 건설, 작업 등의 현장
ᆫ. 아래와 같은 대리인
▷ 해당 외국법인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
며, 또한 이것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자
▷ 해당 외국법인을 위해 고객의 일반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
의 수량을 자산으로 보관하고, 또한 그 자산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인도해 주는 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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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또는 주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해 상습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
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문의 취득, 협의, 그 밖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 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를 통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주
재원 사무소가 광고 선전, 정보 제공, 시장조사, 기초적 연구, 그
밖에 그 법인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아님. 또한 외국법인
의 일본 사무소·사업소가 자산을 구입하는 업무에만 그 장소를
사용할 경우, 또는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에만 그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
상이 아님.
◦ 법인 과세 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은 일본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이 됨.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상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앞서 언급한「국내 원천소득」중 각각 정해진 소
득에 대해 일본에서의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 과세된다. 다
만 구분 ᆮ의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상태와 과세 소득과의 관계>
ᆨ. 일본 국내에 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 등 사업을 하는 일
정한 장소를 소유한 외국법인
(다만, 전술한 「주재원 사무소」에서처럼 보조적인 기능을 지니는 사
업상의 활동을 하는 주재원 사무소는 이 일정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국내 원천소득
ᆫ. 전술한 「일본법인의 설립, 일본지점 등의 개설과 세무신고」의 ᆨ 또
는 ᆫ에서 규정하는 장소 또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 사업소득 및 국내 원천소득 중 ④ ⑧ ⑮ ⑰에 예시된 소득 및 그 밖
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그 국내 사업에 귀속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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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 상기 ᆨ 또는 ᆫ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
▷ 전술한 「국내 원천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중 ④ ⑧ ⑮ ⑰에 예시된 소득
* 상기 ᆨ 및 ᆫ에 해당하는 장소, 현장, 대리인 등은 항구시설(Permanent
Establishment)로 불림
◦ 법인 과세 소득 산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 표준인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 산정
된 기업 이익에 소요 세무 조정을 해서 산정됨. 아래에 예시된 몇
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경비는 공제할 수 있음.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되는 일본 국내 원천소득 산정 상 공제해야
할 원가, 경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장소에 제한이 없음. 다만 국외
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을 국내 소득 산정 상 공제하기 위해서 배
부(配賦)할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또한 그 배부는 독
립기업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함.
<원가, 비용의 공제에 제한이 있는 항목의 예>
- 법인세 등 및 벌과금
- 기부금의 손해금 산입(算入) 한도 초과액
- 교제비의 손해금 산입 한도 초과액
- 각종 준비금의 이월액
- 감가상각 자산 및 순연 자산의 상각 한도 초과액
- 자산의 평가 감소
- 임원 급여, 임원 퇴직 급여
◦ 본국으로의 송금
외국법인의 지점이 행하는 본점(본국)으로의 송금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과세 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그
송금에 대해서는 지불자인 지점에서 그 지불을 경비로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취자인 본점에서도 소득으로서 취급되지 않음.
한편 일본법인이 모회사(본국)로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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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지불, 이익의 배당, 또는 대부(혹은 대부금의 변제)로 처리.
그 내용 중 어떤 것은 지불자인 일본법인에서 경비로서 공제되고,
한편 모회사에서 그 내용 중 일정한 것은 수취자인 모회사에서 소
득으로서 인식. 모회사에서 소득으로 취급되는 특정 지불(예를 들
면 이자, 배당, 사용료의 지불)에 대해서는, 지불 시 원천소득세의
과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같은 계열 회사의 유보금 과세
같은 계열 회사인 일본법인 중 몇몇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유보금 과세가 추가로 적용. 유보금 과세는 각 사
업연도의 유보금액에서 유보 공제액을 공제해서 산출되는 과세 유
보금액에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특별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3,000만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 연 3,000만 엔 초과 1
억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연 1억 엔 초과의 금액에 대
해서는 20%로 정해져 있음.
◦ 결손금 처리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액은 그 후 7년간 이월.
이 결손금 이월제도는, 결손이 생긴 사업연도에 청색신고서를 제
출한 후 확정신고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또 청색신고
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
시일 전 1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로 그 결손금을 소급하고, 소
급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인정
됨. 다만, 현재 중소기업자의 설립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
터 5년간의 결손금액에 해당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급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기업 조직재편 세제
법인이 분할, 합병, 현물출자 등(조직재편)에 의해 자산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
루어지게 됨. 그러나 기업 그룹 내의 조직재편 혹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직재편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재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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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적법한 조직재편으로 인정하여 그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줌.
◦ 세무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와 납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소득에 대
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에 대해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
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이 확정신
고서에 기재하는 소득금액이나 세액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된 결산에 근거하여 계산함.
또 계산된 세액은 같은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함. 상술한 바에 따라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
님. 납부해야 할 확정 세액의 계산상, 미리 납부된 중간납부액이 있
을 경우에는 이는 공제.
- 중간신고와 납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
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초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함.
- 청색신고
법인의 세무신고서는 백색과 청색으로 구별. 법인은 세무서의 승인
을 받아 청색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에는 각종 세무 상의 특전이 주어짐.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
서를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새로 설
립된 법인이나 일본에 새로 지점을 설치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설립(설치) 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설치) 후 최초 사업연도 종
료일 중 더 빠른 날의 전날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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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및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가 이루어
지게 됨. 다음은 소득율, 부가가치율 및 자본율 각각의 표준세율임.
소득율

연 400만 엔 이하

3.8%

연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

5.5%

연 800만 엔 초과

7.2%

부가가치율

0.48%

자본율

0.20%

＊ 3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사업소가 있을 경우, 소득율의 표준세율은 일
률적 7.2%가 됨

라. 원천소득세 개요
소득세는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로 구분. 신고소득세는 개인에 대
하여 과세됨에 반해, 원천소득세는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지불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 과세됨. 원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그 소득수령
자의 구분에 따라 정해짐.
◦ 원천징수와 납부 수속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을 지불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지
불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다만
지불자가 일본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국외의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천소득
세는 지불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함.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급여 등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급인원이 10인 미
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그 선택에 따라 연 2회(7월 10일까지
와 1월 10일[특례 선택의 경우에는 20일]까지)에 각각 6개월분의
원천소득세를 종합해서 납부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
◦ 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거주자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불로 원천징수의 대
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을 참고.
▷ 이자(특정 할인채의 상환 차익을 포함)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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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임금, 상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
▷ 퇴직수당
▷ 피고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일정한 보수, 요금 등
◦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세
내국법인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불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을 참고.
▷ 이자(특정 할인채의 상환 차익을 포함)
▷ 배당
▷ 마주(馬主)가 받는 경마 상금
▷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 분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불해야 할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

분배는 익명 조합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술한「국내원천소득」의 ① ~ ⑯
및 ⑲에 예시한 소득이 지불되는 경우로, 그 지불이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지불되는 경우라도 그 지불자가 국내에 주
소 또는 사업소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천소득세가 과세됨. 이
중 일정한 소득(「국내원천소득」의 ② ④ ⑦ ⑧ ⑨ ⑩ ⑪ ⑫ ⑮ ⑲
에 예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수령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소득이 그 항구적 시
설에 귀속되고, 사업소득으로서 합산되어 신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취지의 세무증명서를 지불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제됨.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
한일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
어촌 특별세 및 주민세이며, 일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임.
동 조약의 대상자는 한국의 거주자, 일본의 거주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 거주자이며, 동거주자는 한국 및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동 조약으로 규정하는데 따라 각각 납세의무를 지게 됨.
또한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비해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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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법이
개정되어 조세조약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서도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즉, 한일 양국의 거주자는 자국 내 또는 각국내의 국내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거주자는 한일 조세조약에
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체결국에서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됨.
＜한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 소득 발생국에서 과세
할 수 있지만 원천 소득 발생국에서 과세할 때에는 자국 내의 세율
이 아닌 다음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구분

제한세율

법인세율

주민세율

이자

10%

9.09%

0.91%

배당(지배 주주 배당*)

5%

4.54%

0.45%

배당(그 외 배당)

15%

13.63%

1.39%

사용료

10%

9.09%

0.91%

＊지배 주주 배당： 사업연도 종료 직전 6개월간 의결권 주식을 25%이상 소유하
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말함.

4-8. 철수 방법 및 절차
가. 지점폐쇄
◦ 지점을 폐쇄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되며, 또한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 폐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
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에서의 영업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폐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점을 주식
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직접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점폐쇄 수속과
자회사 설립 수속을 동시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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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청산
◦ 자회사(일본법인)를 해산, 청산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따
라야 하며 채권자가 자회사(일본법인)의 청산에 대한 이의를 재기
하기 위한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자산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자주적인 청산 수속을 밟을 수 없으며 재판소의 주도
하에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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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법인이 시장에서 철수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 있는 가맹점과 각종 유통경로의 사업자와의 채권관계 정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며 일반적인 도산의 경우는 법원의 주도하
에 청산수속을 밟는 방법이 유일하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철저히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동종타사의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
하거나 대화에 의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보증금 및 로열
티의 일부 반환 등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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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5-1. 진출 시 주의사항 및 현지 진출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 일본에 진출을 고려할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 시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임. 입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의
출점 지역이 교외지역이었다고 해도 일본에서의 수요가 도심지역
에 있다고 판단되면 도심부를 중심으로 출점을 계획하는 등 일본
시장에 맞게 현지 사업을 운용해야 함.
◦ 또한 상품, 서비스, 메뉴에 관해서도 일본 독자 상품의 개발이 필
요하고 그것을 정형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직 일본에 소개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독자적인 시
스템의 일본 정착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틈새시장의 확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 및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임해
야 할 것임.
◦ 한편, 지금까지 많은 외국계 외식점이 일본으로부터 철수를 했으
며 그 주된 원인으로는 일본에서의 파트너 선택의 실패를 들 수
있음. 전략적인 면에서 진출 기업과 일본 파트너 기업의 의견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경우는 그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합
타사로부터 뒤지게 되며 또한 파트너 기업이 처음부터 진출 기업
의 사업에 관심이 적은 경우도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어려워지는
주된 요인임.
◦ 덧붙여 요즈음에는 메가 프랜차이즈라 하여 수십 점포 이상의 가
맹점포를 운영하는 법인이 출현해 주식 상장을 하는 기업도 존재
하고 있음. 기존의 가맹점 사업주는 회사를 퇴직한 개인인 케이스
가 많았지만, 법인이 여러 분야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
이즈는 개인과 비교해 노하우를 조직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으므
로 일본 시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프
랜차이즈 사업의 한 가지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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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외 진출기업의 주요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가. 소매업（편의점）：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재팬
업체명
본사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재팬
8-8, Nibancho, Chiyoda-ku,Tokyo, 102-8455

가맹점수
(일본내)

12,471개(직영점포함)(2009년 10월 31일 현재)

설립
자본금

1973년 11월 20일
172억 엔

매출액

2009년 2월기 실적 2조 7,625억 5천 7백만 엔
(체인 전체 매출액(국내))

종업원수
1973년 11월

5,542명（2009년 2월 28일 현재）

주식회사 요크 세븐 설립. 미국 사우스랜드사(현세븐일레븐,
Inc.)와 지역서비스 및 라이센스 계약 체결.
제1호점 출점(도쿄도 코토구·토요스점)

1974년 5월

개점 당시

현재 모습

1975년 6월
1976년 5월

24시간 영업 개시(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토라마루점).
점포 수 100점포 달성. 9월 벤더의 집약화, 공동배송 개시.

1978년 1월

회사명을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재팬으로 개칭. 8월 터미널
세븐에 의한 발주 개시.

1979년 10월
1980년 11월
1981년 8월

도쿄증권 제 2부에 상장.
점포 수 1,000 점포 달성.
도쿄증권 제 1부로 전환 상장.

1982년 10월

POS 시스템 사용개시. EOB(전자 발주 대장)에 의한 발주 개시.

1984년 2월

점포 수 2,000 점포 달성

1985년 5월

그래프 정보 컴퓨터 도입 개시. 8월 쌍방향 계산대 도입 개시.

1987년 3월

쌀밥 공동 배송 3편제 도입 개시. 4월 점포 수 3,000 점포 달성.

11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1988년 11월

쌀밥 20℃온도 관리 체제(공장~배송차~판매 케이스) 도입 개시.

1989년 11월

선불카드 취급 개시. 12월 미국 사우스랜드사로부터
하와이사업부매수.

1990년
1991년
1993년
1995년

점포
미국
점포
점포

6월
3월
2월
5월

수 4,000 점포 달성.
사우스 랜드사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가.
수 5,000 점포 달성.
수 6,000 점포 달성.

1996년 1월

신형 곤돌라 도입 개시. 3월 기상 정보 시스템 도입 개시.
4월 국제 전화 카드 취급 개시. 10월 컬러복사기 도입 개시.
11월 게임 소프트 판매 개시.

1997년 6월
1998년 5월
1999년 11월

점포 수 7,000 점포 달성.
음악 CD판매 개시.
점포 수 8,000 점포 달성. 이·쇼핑·북스 취급 개시.

2000년 2월

전자 상거래(EC) 사업의「주식회사 세븐
드림·닷컴」설립(동년 7월부터 서비스 개시).

2001년 4월

이토오 요카도와 공동출자에 의해「주식회사 아이와이반크
은행(현세븐 은행)」설립. 5월 아이와이반크 은행(현세븐 은
행)의 점내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설치 개시.
8월「보존료·합성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는 오리지널·패
스트·푸드 상품을 판매.

2002년 2월
2003년 8월

점포 수 9,000 점포 달성.
점포 수 10,000 점포 달성.

2004년 1월

합작회사「세븐일레븐 북경 유한회사」설립. 4월중 중국
북경에 제1호점 출점(北京市東城區·東直門점).

2005년 2월

아이와이반크 은행(현세븐 은행)의 ATM를 9,652 점포에 설
치. 2월 7-Eleven, Inc.의 일부를 자회사화 하여, IY그룹(현
세븐＆아이·홀딩스)의 편의점 사업의 운영 관리를 당사에
통합. 6월 아이와이반크 은행(현세븐 은행)의 ATM, 세븐일
레븐 점포에 설치 10,000대를 돌파. 8월 도쿄증권 제 1부
상장을 폐지. 9월 지주회사인「주식회사 세븐＆아이·홀딩
스」설립. 「주식회사 세븐＆아이·홀딩스」도쿄증권 제 1
부에 상장. 11월 7-Eleven, Inc.를 완전 자회사화. 출점수
11,000 점포를 돌파.

2006년 5월

티켓 판매의 이프라스와 제휴, 서비스 개시.

2007년 3월

인터넷을 활용한 「예약주문」서비스 개시. 4월 독자적인
전자화폐「nanaco(나나코)」도입 개시.

자료원 :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재팬 HP에서 일부 발췌 http://www.sej.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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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의 성공요인 분석
- 일본에 처음(1974년)으로 편의점을 개점한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소
량이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다른 상점과 차별화 함.
- 다양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체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상품
개발과 차별화,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이 지금의 “세븐일레
븐”을 있게 하였으며, 타 편의점 및 소매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
어 왔음. 특히, 편의점 도시락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결과 업계선두
를 달리고 있으며 매출액도 7,321억 엔(2006년)을 기록했음.
1) 기본 ４원칙(다품종, 신선도, 청결, 친절)의 철저 준수
세븐일레븐재팬 회장인 스즈키는 기본 4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
게 함으로써, 이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과 접객을 실시하고 있음
2) 각 점포(가맹점)의 서비스 향상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프랜차이즈만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
의 특색에 맞는 경영방침과 차별화를 실시
3) SV(슈퍼바이저)의 질 향상
각 점의 통일된 경영 마인드를 전파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차별
화된 경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SV의 질적이 향상이 매우 중요
하며, 그 SV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단계
별 SV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음
4) 가맹점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맹점이 편의점의 경영에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SV에 의한
철저한 지원 컨설팅이 프랜차이즈의 성공 열쇠이며, 문제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세븐일레븐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하기 4가지로 분석됨.
➀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도력 및 프랜차이즈 조직의 유지능력을 보유
하고 있음
➁ 특색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유지하고 차별화하고 있음
➂ 특색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SV가 있음
➃ 조직적으로 항시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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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식업의 예： 일본 켄터키·후라이드 치킨 주식회사
업체명
본사

일본 켄터키·후라이드 치킨 주식회사
JT Ebisu Minami Bldg., 1-15, Minami1, Ebisu,
Shibuuyaku, Tokyo, 150-8586

가맹점수 1,141개(2006년)
설립

1970년 7월 4일

자본금

72억 9,750만 엔

매출액

2008년도 82,547백만 엔

종업원수 1,170명(2008년 11월 30일 현재)

1970년 3월

일본 만국박람회에 KFC 인터내셔널의 실험점을 출점, 1일
에 280만 엔의 매상을 기록. 7월 미츠비시상사(주)와 KFC
코퍼레이션과의 절반 출자에 의해 일본 켄터키·후라이드
치킨(주)을 설립. 자본금 7,200만 엔. 11월 나고야에 KFC 제
1호점·메이세이점 개점.

1971년 7월

아오야마점(제5호점)을 시작으로 KFC 도쿄에 진출.
KFC 프랜차이즈 제 1호점·에노시마점 개점.

1972년 7월

KFC 코퍼레이션(미국)이 휴브라인 Inc.에 매수되어 일본
KFC도 미츠비시상사(주)와 휴브라인 Inc.(와)과의 합작회사가
됨. 10월 커넬·산다스 첫일본 방문. 11월 일본 켄터키·
후라이드치킨(주) 자본금 2억 8,800만 엔으로 증자. 12월 일
본 켄터키·후라이드치킨(주) 자본금 6억 엔으로 증자.

1973년 10월

TV CF 방영 개시. 12월 KFC 체인 제 100호점·아카사카점
개점.

1977년 6월

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drive-through) 점포·쿠메가와점 개점.

1979년 3월

KFC 체인 제 200호점·토카이점 개점.

1980년 11월

KFC 체인 제 300호점·미나미 카고시마점 개점

1982년 10월

휴브라인 Inc.가 R.J.레이놀드 Inc.에 매수.

1983년 9월

KFC 체인 제 400호점·난사토 18가점 개점.

1985년 4월

KFC 체인 제 500호점·시부야 코우엔도리점 개점.

1986년 7월

KFC 코퍼레이션이 페프시코 Inc.에 매수. 10월 KFC 체인
제 600호점·카와사키 지하가점 개점.

1987년 11월

KFC 체인 제 700호점·나토리 우회도로점 개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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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KFC 체인 연간 세일즈 1000억 엔 달성.

1989년 1월

KFC 체인 제 800호점·나가노 나카고쇼점 개점. 2월 일본
켄터키·후라이드치킨(주) 자본금 6억 3,000만 엔으로 증자.

1990년 2월

일본 켄터키·후라이드 치킨(주) 자본금 7억 8,750만 엔으
로 증자. 3월 KFC 체인 제 900호점·타가죠점 개점. 8월
일본켄터키·후라이드 치킨(주) 도쿄 증권거래소 제2부에
주식 상장. 일본 켄터키·후라이드치킨(주) 자본금 72억
9,750만 엔으로 증자.

1992년 7월

KFC 체인 제 1000호점· 신치토세 공항점 개점.

1995년 4월

KFC 치킨 딜리버리 본격 도입

1996년 3월

허브 닭 KFC에 전국 도입

1998년 1월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CHAMPS를 모든 업무에 도입.

2001년 3월

KFC에 트위스터 등장.

2004년 7월

KFC에 레드 핫 치킨 등장 10월 KFC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20년간 갱신

2004년 11월
2005년 12월
2006년 9월

랩＆샌드 전문점의 KFC 실험점「Colonel's(카네르즈)」오픈.
12월 KFC 크리스마스 상품에 프리미엄 로스트 치킨 등장.
연말연시의 KFC 상품으로서 프리미엄 포토프 등장
KFC에 간장 치킨 등장

자료원 : 일본 켄터키·후라이드치킨 주식회사 HP에서 일부 발췌 (http://www.kfc.co.jp/）

다. 서비스업： 주식회사 카브스재팬 (미국 피트니스 클럽)
업체명
본사
가맹점수
설립

4~5F, 3-19, Nihonbashi Horidomecho
1, Chuoku, Tokyo, 103-0012
720개(2009년)
2005년 2월 28일

자본금

1억 1,600만 엔

매출액

3,996,000천 엔

종업원수

1992년

주식회사 카브스재팬

115명（2009년）

미국 본사 설립. 텍사스 주에 1호점 개업. 이후, 불과 13
년 만에 세계 최대의 피트니스·체인이 되어, 세계 60개
국 10,000 점포 이상, 430만 명의 여성 회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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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주식회사 벤처·링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브스재판이
본부가 되어, 서킷트레이닝을 위주로 한 피트니스 클럽으
로 일본에서도 FC전개가 시작함.

2008년 10월

주식회사 코시다카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카브스홀딩스가 주
식회사 카브스재판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자회사화 함.

2009년 4월

점포 수 720점.

<성공요인>
· 여성 전용 30분 피트니스 클럽으로 40~60대의 여성을 메인 고객으로 함.
· 미국의 최신의 운동 생리학에 근거하여, 1회 30분 단시간의 운동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중·노년층이나 지금까지 피트니스
클럽·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층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됨.
· 샤워도 풀장도 없는 주거 입지 40평의 소규모 피트니스이기 때문에, 가맹점의 초
기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
· 회원 층은 주부층이 중심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10시~19시(13시~15시는 휴
점)이며, 여성 스탭이 일하기 쉬운 환경. 회원의 70%가 입소문으로 가입함.
자료원 : 주식회사 카브스재팬 HP, 주식회사 코시다카「당사 자회사에 의한 주식
의 취득(자회사화)에 관한 소식」, 주간 동양 경제」2009/5/16특대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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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본 현지 시장 파악이 성공의 열쇠
◦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의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
며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가 생몰을 거듭하고 있음. 특히, 기본적
인 일본시장조사 이외에 그들의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일본 도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
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일본 투자
절차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나, 일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財)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투
자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음.

(사)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에서도

창구를 마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전개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가능함.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http://jfa.jfa-fc.or.jp
- (財) 대일무역투자교류촉진협회 http://www.mipro.or.jp/
◦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에 의하면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
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일본 국내의 유통구조와 입지 조
건 등을 잘 모르는 외국 업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에서 기존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기업과의 합작 또는 로열티 수입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방
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함.

5-4. 로컬라이즈에 대한 중요성(한국음식점을 중심으로)
◦ 일본에는 재일교포와 유학생 등 한국계가 약 10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찍이 야키니쿠(일본식 불고기 전문식당)점이 거대화,
프랜차이즈 체인화 되어 오래전부터 시장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
음. 종래의 한국 가정요리 전문점은 코리아타운에 국한되어 유학생과
재일교포를 타깃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최근 일본의 에스닉계열 음식
의 붐과 함께 한류가 기폭제가 되어 야키니쿠점과는 별도의 한국가정
요리점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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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가정요리점은 여성층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음식=야채중심의 건강식 이라는 관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매스컴
에 소개가 되어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를 자극함.
◦ 한국가정요리전문점은 야키니쿠점과는 달리 시장초기단계로 일본의 각
도시의 특정지역(도쿄의 경우 신오쿠보)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일본거주 한국인이 경영하는 서민적인 점포가 대부분임.
◦ 최근 일본인의 구색에 맞춘 요리와 인테리어를 한 한국가정요리전문
점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안테나 숍 운영도 눈
에 띠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인을 메인타깃으로 여러 종류의 전골, 찌개 등을 메인메뉴로 설
정하여 일본인의 구색에 맞는 양념과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일본인을 타깃으로 운영을 할 시에는 일
본식 서비스, 일본식 메뉴, 일본식 점포운영이 요구됨. 2008년 프랜차
이즈 쇼의 외식업 부분 담당자는 일본인은 아직 한국음식의 깊은 맛
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식 맛을 고집하는 것은 큰 리
스크가 있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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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계약 시 주요 고려사항
1-1. 협상 준비 단계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와 가맹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고 프랜차
이즈 시스템을 조직화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
계약서임.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교섭, 검토를 거쳐서 그 조항을 엄밀
히 검토하여 확정하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다수의 가맹점을 조직화, 일원
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각각의 가맹점간의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부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
계약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함.(프랜차이즈 체인 계약서는 정
관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전달하고 계약을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개시서면을 사전에 공개해야함.
법정개시서면은 계약의 해설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의 내용
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따라서 신뢰성 측면에서 법
정개시서면의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이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 프랜차이
즈 체인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는 것도 가맹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좋
은 방법임.
본부 사업자는 가맹자 모집 담당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
여 가맹자에게 계약상의 내용과 의문점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해야하며 가맹
권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함.
본부 사업자와 가맹자의 관점에서 본 계약내용의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
이 정리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서로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여 가맹점을 모
집할 때 이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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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관점에서 본 계약내용]
계약내용

본부 관점에서의 계약

가맹자 관점에서의 계약
경영노하우 입수에 의한 사업
개시

목적

사업규모의 확대

사업구조

협동 사업

경영자원

인적, 물적, 금전적인 선행투자에 의 인적, 물적, 금전(개업자금)의
한 노하우구축과 축적, 라이센스
제공

사업이론

규모의 경제와 체인스토어이론

점포개발전략 도미넌트 전략

역할분담

본부의 개발전략과 상권설정
에 따름. 본부의 상권집해가
우려됨

경영전략, 점포출점전략, 상품서비스
개발, 트레이닝, 가맹점지원, 판촉, 재 운영관리, 비용관리
무관리, 노무관리, 물류 등의 주축기능

사업수행의
이념의 공유와 상호신뢰
기반

계약이념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서양속의 원칙
법규준수(독점금지법 등)
적절한 정보 공개(법정개시서면등)

(사)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가 정한요
건을 지켜야할 의무 경험과 실적에
의한 근거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가맹자의 적합성 판단계약내용의 이
계약 윤리 해 및 합의품질보증과 신뢰성 유지
꾸준한 개량, 개발, 지도원조 관계법
규, 법령의 준수상표, 서비스마크의
이용
계약의무의 원활한 이행
기업윤리준수
자주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
JFA자주공개기준 준수
점 포 임 대 차 프랜차이즈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하
계약
게 해둠
서면 작성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업자로서의 자각과 책임에
의한 임무수행

윤리 요건을 지키는 체인본부
를 선택하는 것이 계약의 필
수조건 가맹점으로서 계약
사항 준수와 책임이행계약 후
에 본부의 행동에 대한 리
스크를 사전에 파악 및 인식
본부와 계약을 할 시에 중소
소매진흥법으로 정한 공개항
목이외의 정보도 참고함
가맹점의 점주는 계약점주의
자격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본부가 작 정관적 성격이 강하며 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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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서식은 통일적이어야 하며 평
등, 공평해야함.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구축하고 현장
운영 담당자가 참여하여 계약서면을
작성해야함.

미리 작성한 서면에 기인함.
계약내용의 수정 및 변경은 불
가능함
계약서의 표제는 라이센스 계
약서, 거래계약서 등 다양하므
로 내용으로 판단해야함.

계약상대자는 개개의 가맹점 그러나
일정지역에 대한 서브프랜차이즈 운
계약당사자 영자에 권리를 양도하여 운영하는 방
식을 이용하는 경우 본부와 서브 프
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계약상대자는 본부사업자
서브프랜차이즈 지역에 대한
계약 상대자는 서브프랜차이즈
본부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

(계약방법)

권리양도

무단양도는 금함
프랜차이즈 권을 타 기업에 양도,
개인 → 법인화계약, 반대의
M&A, 주식양도 등의 변경이 있을 경
경우에도 본부의 승낙이 필요
우, 가맹점에게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
므로 주의

계약 후 변 사업개시 단계를 지나서 프랜차이즈 개업 후의 변경도 계약의 기
경사항(개업 패키지가 진화함에 따라 계약내용의 본정신을 위반하지 않는 한
후의 변경)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본부의 방침에 따름
타점포와 구분하기 쉬운 명칭으로 체 영업지역, 지역권과 관련된
가맹점의 명칭 인명 등 본부는 일정한 규정을 결정 명칭이 많으나 가맹점은 마
해야 함
음대로 명칭을 정하지 못함.
영업 시작일

가맹점은
기입

개업연월일(영업시작일)을

전문

본부는 장기간에 걸쳐 쌓은 신용, 명
성, 브랜드를 기초로 사업내용(프랜차
이즈 패키지)과 이념, 경영노하우, 사
업을 행하는 권리를 가맹점에게 라이
센싱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함.

가맹교섭은 신중하게 하며 영
업시작과 동시에 권리의
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함.
가맹점은 브랜드의 신용, 명
성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문에
표시함.

본 사업 외에 사용은 엄격하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여 라이센스 내 게 금지하고 있음.
상표 서비스
용을 계약서에 표식과 함께 명기하고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마크, 로고 등
의무와 이에 관하여 보고할
사용조건을 명확하게 정함.
의무도 있음.
가맹에 있어서 신청금, 착수금, 부동산조사비, 가맹 명칭에 상관없이 대가지불에
지불하는 각종 금, 권리금 등 대금의 성질과 이것이 대한 소득이 무언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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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함
반환유무, 조건을 명기

한번 지불하면 반환되지 않는
게 일반적임

로열티

계약후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대금의
종류에 대해서 그 성질과 대가를 명
확히 함.
계산방법, 징수방법에 대해 명확히 함

명칭에 상관없이 대가지불에
대한 소득이 무언지를 확인
한번 지불하면 반환되지 않는
게 일반적임

시스템 사용료

본부의 컴퓨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수주, 발주, 데이터베이스 사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용에 드는 비용부담이 발생

광고료

징수하지 않는 본부도 있으
통일적으로 광고선전 실시의 대가로
나 부담을 의무화하는 경우
징수하는 경우에 명기
실시내용을 본부에 확인

회계대행

일반적으로 대행이상의 목적이 있는 매출금관리, 로열티계산 및
경우가 많으나 비용뿐아니라 그 내용 징수, 슈퍼바이징의 수단이
과 방법을 명확히 함
되므로 유의

지역권

로케이션제(점포 소재지만 명기)인지,
로케이션제인 경우 상권의 변
독점적 상권을 부여하는 지에 대해
화에 맞추어 직영점 및 타 가
명확히 함.
맹점이 출점할 가능성이 있음.
상권 맵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OJT, OFF-JT,실시시기, 내용, 기간,
장소, 인원수, 비용, 불합격 처리가 계약 전에 이에 관련된 내용
개업 트레이닝
될 가능성, 공적, 사적자격의 습득, 과 조건을 충분히 인지함
점포의 자격자상주등을 명기

개업 후
트레이닝

특히 기능, 기술을 필요로 하
는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 개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는지 그 종류와
업 후의 교육유무와 그 내용
내용 또는 조건
은 계약 시에 중요한 확인사
항임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가맹
기술자 파견 프랜차이즈 패키지의 일부로 되어 있 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알선
는지 명기
끼치므로 본부원조의 정도를
확인, 이것이 유료인지 확인
설비투자, 디자인설계를 포
이미지의 통일을 위해 가맹점이 해야
함한 본부의 지도에 따름.
점포내외장 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히 간판디
점포의 설계관리비가 발생
자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정함
하는 것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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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기

본부의 노하우,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
는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의 설비기기를 가맹점이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기
구입, 무상대여, 리스 등 조건도 명기
하고 계약종료후의 취급에 대해서도
지정함.
보수관리의 책임소재도 명기

상품구성,
메뉴 제공
서비스 등의
통일

사업 이미지와 프랜차이즈 패키지는
엄격하게 통일하여 지정하지만, 공정
품목, 메뉴, 서비스의 일부 제
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가이드라인
외, 타사상품, 규격 외 상품의
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취급은 금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구성표 및 일람
표 등으로 가맹점에게 제시함

상품, 원재료,
식재, 포장재,
비품, 보조자
재 등의 공급

자사의 공급 망에 따라 결정하여 기
재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자지정을 하
는 행위 등에 주의
가맹점의 상세한 주문방법, 지불방식,
품목별 납품가격 등은 별도 관리규정,
오더북 등으로 규정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가맹점이 얻는 혜택의 하나로
써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부의
지도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음.
감가상각, 교환 조건 확인

이는 가맹점 계약의 장점 중
하나로써 고객에의 이미지,
품질 통일을 위해 본부의 지
정을 따름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본부의 의무로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아도 이
신상품, 신서 명기되지는 않으나 JFA윤리요강에는
것이 본부의 책무로써 이행되
비스의 개발 개선, 개발, 지도원조의 계속이라는
어야 한다고 요구 할 수 있음
문구로 본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체인스토어로
서의 통일적인 영업, 소비자의 선택
기준 관점에서 결정함.
판매, 서비스 가격지정은 원칙 상 위법이므로 권장
제공의 가격 가격, 희망가격 등으로 표현함. 가맹점
의 할인판매, 재고정리 판매의 금지에
대해서 재판매가격 구속 및 구속조건
부 거래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본부의 장기간 사업경영, 마
케팅정책의 실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부가 추천하는 가격
에 따르는 것이 좋음.
체인스토어형태를 취하는 프
랜차이즈에 대해서는 할인 판
매 등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금지되어 있음.

영업 기본방침, 품질관리, 위생관리,
제복착용, 영업시간 등 가맹점이 지켜
운영상의 의무
야할 내용, 규제, 통제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명기, 내용이 길 경우,

운영의 기본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원활한 운영은 사업성공의 전
제임
일본

125

별도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함
매뉴얼의 배부 및 취급을 포함하여
매뉴얼 준수
준수의무가 발생함
준수할 사항을 명기
제3자와의
등록상표 대여행위발생 금지
관계

제 3자와의 거래에서 본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함.

본부선택시의 판단재료임
계약서상의 기재는 간결하나
가맹점에 대해 개업 시와, 개업 후의 본부가 이 의무를 실시하고
슈퍼바이징 지도원조에 대한 빈도를 포함하여 본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 슈
부의 의무로 명기
퍼바이저의 순회를 유료화
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계
약 시 확인
각종 행사를 정기적으로 빈
번하게 실시하는 본부를 선
오너회의, 점장회의, 신상품(메뉴, 서
택하는 것이 중요함. 출석회
비스)설명회, 연수 등의 개최유무, 내
본부주최행사
수를 의무화하여 가맹점이 출
용, 빈도 등을 명기.
석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상세한 운영규정 명기.
지, 해약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 함

광고선전

통일된 광고와 개별적인 광고의 실시
를 구분 개별점 광고에 대해 그 내용
확인에 대한 조건 기재광고비를 징수
할 시에는 그 금액, 실시내용, 결과를
가맹점에 보고할 의무를 명기

판매촉진

상세한 내용은 보통 계약서에
전단지, POP, 판촉자재 등 본부로부
명기 되지 않으나 대부분 정
터의 원조내용, 비용부담 명기
형화된 것을 확인

보고의무

영업보고, 매출보고, P/L, 경쟁점보고, 계약상에 정해진 것은 보고할
상권정보 등을 의무화함.
의무가 있음.

현장감독

허위보고, 비밀누설, 계약위반, 부적절
한 품질관리 등을 시정하기 위해 점
포, 사업소에 현장감독을 할 권리를
명기우월적지위의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점포간의
정보교환

계약서에 기재하여 금지하는 본부도 본부는 적극적으로 가맹점 모
있으며 본부정책에 따름
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비밀유지

비밀유지사항은 엄중하게 권리, 누설 이 점은 엄격히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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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불의 유무를 확인
가맹점 독자적인 광고선전은
기본적으로 본부의 허가, 지
도가 필요함

프랜차이즈사업의 적정한 운
영을 넘어선 감독, 시정은 본
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을 인식

되지 않도록 의무화 함.

가 있음. 이 조항에 대한 위
반은 계약해약, 손해배상청구
의 대상이 됨

보험가입

각종보험(화재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책임보험, 식중독배상책임보험등)에
보험료를 부담함.
대한 가입을 의무화함

계약기간

장단점이 있으나 너무 긴 기
가맹점은 개업자금의 회수에 필요한
간의 계약을 요구하는 본부는
기간을 최저기간으로 설정함
피함.

중도해약

해약사유를 계약 시에 충분히
확인함
법정해약사유와 약정해약사유를 명기 가맹점이 본부에 대해 중도
해야하며 그 구분이 모호할 경우 모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
두 병기함.
유에 관해서는 법정해약요건
에 한해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음.

계약갱신

자동갱신, 갱신 신청 시기의 제한, 갱
신료의 징수 유무 등 명기
가맹점의 탈락방지를 위해 가맹점과
우호적 신뢰관계유지

계약만기일을 확인, 계약갱신
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
평소에도 운영유지를 위해 노
력함.

상표, 서비스마크 철거, 매뉴얼, 레시피,
원상복구의무준수
계 약 종 료 후 운영규정, 임대설비기기 등의 반환, 재
점포임대차계약에
의 조치
고처리, 고객리스트의 관리, 비용부담
원상복구의무 발생
등 계약상의 원상복구의무를 명기함.

대해서도

금지기간, 유사사업, 지역, 가맹점주의
계약종료후의
사안별로 판단하며 원칙적으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하는 등 우월
경업 금지의무
로 합법이므로 주의해야 함
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주의

협의사항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 계약서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에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겠 로 일상 영업 중에 상호신뢰를
다는 조항을 둠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조항이
필요할 경우가 많음

손해배상

가맹점이 프랜차이즈계약에 위반하여
본부 및 체인전체에 손해를 줄 경우
의 손해배상액을 기재.
이 금액은 미리 정액을 기재하는 방
법과 별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음.

이 조항은 반드시 정해져 있
으므로 중대한 계약위반은 손
해배상의 대상임역으로 가맹
점이 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케이스는 보통 계약서
일본

127

에 기재되지 않음.
계약일

조인일로 가맹점의 영업시작일과 다름 권리의무의 발생시점에 주의

최고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
권이 없는 보증인이 되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과 내
용을 보증인에게 충분히 설명
보증인에게도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음.
연대보증인
설명하고 포괄근보증에 주의해야함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 보증
인은 계약자의 신분보증, 신
용보증 책임이 있음.
가맹자는 전 사업 책임을 지
는 것이 대전제임

재판 관할

본부(본사)소재지

재판관할을 말하기 이전에 사
업을 할 장소가 본사소재
지로부터 극단적으로 먼 경
우는 가맹을 피하는 것이 좋음.

1-2. 협상 및 계약 단계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은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함.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가 제시하는 정형적인 계
약에 여러 가맹점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는 중요한 권리 의무를 명확
히 하여 법령 위반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장기간 사용 가능한 일반적
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소소매 상업 진흥법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체
인 사업 (소매업, 외식업 프랜차이즈 체인)에 체인 본부의 사업 개요 및 계
약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체인에 가입하고자하는 사람에게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 본부의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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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의 공개 항목 사항별 내용 및 주의할 점]
NO

사항

1

본부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사원수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 종업원 수 임원의
직함 및 성명)

2

본부 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및 주요 주주의 성
명 또는 명칭, 다른 사업을 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

3

자회사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

4

본부 사업자의 최근 사업연도
(3년간)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5

특정 체인화 사업의 시작시기

6

최근 사업연도(3년간)의 가맹
자 점포수의 추이

내용/★본부의 주의할 점

★ 본부 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해야함.

★ 본부 사업자의 재무 상황을 알기 쉽게 기
재해야함.
가.
나.
다.
라.

각 사업 연도 말에 가맹자의 점포 수
각 사업 연도 내의 가맹점 신규 출점 수
각 사업 연도 내의 계약 해제 된 점포수
각 사업 연도 내에 계약 갱신 된 점포수
& 갱신되지 않은 점포수
★ 출퇴 점포수는 가맹점이 본부 FC 사업의
장래성 등을 판단하기위한 자료임.

최근 사업연도(5년간), 프랜차
이즈 계약에 관한 소송 건수

가. 본부가 가맹자 또는 전 가맹업자를 고소한
건수
나. 가맹자 또는 전 회원이 본부를 고소한 건수
★ 가맹점이 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신뢰 관계
를 판단하기위한 자료임.

8

영업시간 영업일 및 휴일

★ 본사가 지정하는 영업시간이 가맹점의 라
이프스타일과 맞는지, 휴일 규정,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의 채산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재함.

9

본부 사업자가 가맹자의 점포
주변 지역에 동일하거나 유사
한 점포를 운영 또는 타인에

★ 본부가 가맹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
닌지, 만약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근의 출
점 계획 상황을 알기 쉽게 기재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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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판매하는 취지의 유무 및
그 내용

10

11

계약 기간 중·계약종료 후
다른 특정한 체인화 사업에
가입 금지, 유사 사업에 대한
취업 제한 기타 가맹자가 영
업 금지 및 제한되는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계약 기간 중·계약종료 후
당해 특정 체인화 사업에 대
해 알게 된 정보의 공개를 금
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의 유
무 및 그 내용

12

가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징
수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

13

가맹자로부터 정기적으로 판
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방법

14

가맹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를 알선하는 경우,
그것에 관한 금리 또는 산정
방법 및 기타 사항

15

가맹자와 일정기간 거래에 인
한 채권 채무의 상쇄로 발생
하는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해 금리가 생기는 경우
에는 이자에 관한 금리 또는
산정 방법 기타 조건

16

가맹자에 대한 특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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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금지 및 기밀 유지
의무 등의 측면에서 어떤 제한을 하는지
알기 쉽게 기재함.

가. 금액 또는 산정에 대한 매출, 산정 방법,
비용 등의 근거를 밝힘
나. 상호 사용료, 경영지도 요금 기타 추가 징
수하는 금전의 성질
다. 징수 시기
라. 징수 방법
★ 로열티는 가맹점에 정확하게 계산방법·근
거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 청산 계정 등 본부와 상쇄 계정 회계 처리
구조가 복잡하면, 알기 쉽게 기재함.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
는 금전의 지불 및 기타 의무
내용

★ 어떤 종류의 계약 의무 위반의 경우에 어
떤 처벌을 부과할 것인지 알기 쉽게 기재함.

18

가맹 시 징수하는 금액에 관
한 사항

가. 금액 또는 산정 방법
나. 가맹금, 보증금, 비품대 및 추가 징수하는
금전의 성질
다. 징수시기
라. 징수 방법
마. 해당 금전의 반환 여부 및 그 조건
★ 점포가 개점 할 수없는 경우 가맹금 등 금
전이 반환되는지 여부를 가맹점에 충분히
주지시킴.

19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20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21

사용된 상표 상호 기타표시

17

22

가. 가맹자에게 판매 또는
★ 가맹점이 충분
판매를 알선하는 상품
한 경영 지도를 받
의 종류
을 수 있는지 이해
나. 상품의 대금 결제 방법
시키고 상품의 대
가. 가맹 시 교육 또는 강 금 및 교육 등에
습회의 개최 여부
대해서 가맹점에
나. 가맹 시 교육 또는 강 부담이 생기는 경
습회가 개최 시 그 내용 우, 판매 조건 수강
다. 가맹자에 대한 지속적 료 등에 대해서도
인 경영지도 방법 및
충분히 주지시킴.
그 실시 회수
가. 사용하는 상표 상호 기타 표시
나. 해당 문서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가.
나.
다.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해제
라.
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갱신 조건 및 절차
해제 요건 및 절차
계약 해제의 손해 배상 금액 또는 산정 방
법 기타 의무의 내용
★ 어떠한 해지에 얼마의 해약 위약금이 발생
하는가를 가맹점에 주지시킴.

자료원 : 중소기업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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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작성 가이드
2-1. 법정 공개 서면
경제산업성 및 JF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The 프랜차이즈”에서는 많
은 기업들이 정보 공개 서면을 공개하고 있음. 아래에 정보 공개 문서의
일반적인 목차와 그 내용을 정리함.
법정 공개 서면은 강제사항은 아니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자
가 정형화된 공개항목에 따라 자신의 본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음.
계약서에 정해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법정
개시 서면의 내용이 틀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시 됨.
계약서 작성 가이드에 앞서서 먼저 법정 개시 서면에 대한 일반적인 항
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하기와 같음.

프랜차이즈 계약 안내
정보 공개 문서의 취지 설명, 문의 등 안내
○○○○ 프랜차이즈 체인에 가맹을 희망하는 분께
~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사업 내용과 목적, 통일의 중요성, 본부와 가맹점의 역할 분담 확인
제Ⅰ부 ○○○○와 ○○○○ 시스템에 관하여
1 ○○○○의 경영 이념
회사의 경영 이념, 경영 목적
2. 본부 개요
회사명, 대표자, 본사 소재지, 연락처, URL, 자본금, 설립, 사업 내용, 사업의
개시시기, 주요 주주, 주요 거래 은행, 종업원 수, 소속 단체, 그밖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자회사 명칭 및 사업 내용 등
3. 회사 조직도
4. 경영진
5. 최근 사업연도(3년간)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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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 출점 현황 (단체)
7. 가맹자의 점포에 관한 사항
최근 사업연도(3년간)의 각 사업 연도 내에 신규 영업을 시작한 가맹자의 점포수
최근 사업연도(3년간)에 해제된 계약에 관한 가맹자의 점포수
최근 사업연도(3년간)내에 재계약된 계약에 관한 가맹자의 점포수 및 재계약
하지 않은 계약에 관한 가맹자의 점포수, 재계약 비율
8. 소송 건수
최근 사업연도(5년간)의 가맹자 또는 가맹자였던 사람으로부터 제기된 고소의 건수
최근 사업연도(5년간) 본부로부터 제기된 고소 건수
제Ⅱ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 계약의 명칭 등
계약 명칭, 계약 취지, 계약 유형의 종류
2. 판매 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매출액 수익 예측 실시 여부 및 유의 사항, 기존 상점 자료 제시 여부
3. 가맹 시 지불 금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보증금, 초기장비, 영업 시 초기 상품대금, 연수비, 매뉴얼 대여 요
금. 점포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 등에 관한 금액, 성질, 지급시기와 방법, 반환
여부 및 기타 설명
4. 청산 계정, 판매 대금 등 송금
청산 계정 제도의 유무, 송금 방법 등
5. 청산 계정, 금전 대출, 대출 알선 등 여신 금리
해당 여부, 해당자의 경우는 금리
6.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자에게 판매 또는 권장 상품 거래의 종류, 상품 등의 공급 조건, 배송
일· 시간·횟수에 관한 사항, 공급 업체·공급하는 상품·판매방법·판매가
격 등의 추천에 대해, 주문 방법, 매매 대금의 결제 방법, 반품, 재고 관리
※ 편의점 등의 경우 품목별로 배송 주파수 배송빈도·배송시간 등을 기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은 공급 원재료의 종류를 규정하는 경우,
또는 메뉴에 있는 제품의 전체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7.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 시 교육 등의 실시 여부, 가맹 시 열리는 교육 내용, 가맹자에 대한 지
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그 실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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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할 수 있는 상호·상표·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사용하는 상표·상호·기타 표시, 사용 조건, 로고 마크
9.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갱신 요구 사항 및 절차, 해지 조건 및 절차 (개점 전 해약,
합의해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해
약, 본부에서 해약, 가맹자로부터의 해약) 계약 해지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손
해배상액 산정 방법, 계약의 종료, 계약 종료에 따른 가맹자의 권리 상실, 계
약 종료 시 제품 등 취급, 계약 종료에 따른 절차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지불 액수 또는 산정 방법, 금전의 성질, 지급시기, 지급 방법
11. 점포 영업시간·영업일·휴일
영업일 지정 여부, 협의에 의한 조정 가능성 여부
12. 영토권의 유무
13. 경쟁업 금지 의무 여부
업계의 겸업, 동업 타사에 가입 금지 여부, 금지 기간 등
14. 기밀 여부
기밀의 범위 (영업상비밀, 직원의 개인 정보, 고객 고객의 개인 정보 등)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대한 특별한 의무
이미지 통일 필요성에 의한 지정 범위, 공사업자 지정 점포 투자 개요
16.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손해의 종류와 위약금 (인력 파견 비용, 송금의무위반, 장부·자료 제출 등
에관한 의무 위반, 노하우 유출 위반 등), 연체료율 등
17. 사업 활동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 내용 등
보상 여부, 본부로부터의 보증 지급 조건 (최소 보상액 등)
18. 기타
배달 업무, 전자 결제 서비스, 복수점 장려금 제도 등이 있는 경우 그 규정
및 기타 금지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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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해설

①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의 표시
* 계약 당사자 관계 (대리 관계의 존재여부)
계약서를 체결하는 당사자인 본부 및 가맹점을 말하며 모회사･자회사의 관
계가 아닌 쌍방이 독립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각각이 자기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전문(前文)
* 계약의 이념, 취지, 목적
* 계약 해석의 기준
* 계약의 적용 범위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인 본부와 가맹점이 공통
된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前文)에

그 취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③ 정의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의 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조항임.
④ 프랜차이즈 부여
본부가 가맹점에게 권리 (프랜차이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며 그 권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⑤ 상표 등의 사용허락
* 사용허락 대상의 등기 또는 등록
* 사용허락의 조건
* 사용법 및 관리
본부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 등을 가맹점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며
배타적인 라이센스 (전용사용권)이거나 비배타적인 라이센스 (일반적인 사
용권) 중 하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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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프랜차이즈의 지역과 점포의 위치
점포의 위치 등, 점포의 이동 가능여부, 이동조건, 점포 명칭, 점포 설비,
규격의 통일, 인테리어 등을 정함.
⑦ 본부사업자 경영지도 및 기술 지원
* 자료의 제공
* 지도
* 교육 및 훈련
본부가 가맹점에게 부여하는 노하우에 대한 조항이며, 판매방법, 매뉴얼,
각종 자료, 경영 전반에 대한 지도, 교육･훈련 등을 정함.
⑧ 판매촉진
* 본부사업자의 판매 촉진 방법
* 본부사업자의 판매 촉진 지원
* 가맹자의 판매 촉진 의무에 관한 사항
⑨ 가맹자가 조달하는 물품
⑩ 가맹자의 지불 의무
가맹점이 본부에 지불할 의무 금액에 대한 조항이며 가맹금, 로열티, 매매
대금, 임대료,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함.
⑪ 가맹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
⑫ 그 외 가맹자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⑬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종료 및 갱신
계약 기간, 약정 해약 원인, 해약 방법, 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조치 (점포
의 폐점, 상표 등의 사용 금지, 물품 반환, 채무 변제, 경업 금지 등) 등 임
⑭ 기타 계약 사항
광고와 판매촉진, 기밀유지의무,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도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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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브·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서 항목
서브 프랜차이즈 방식이란 프랜차이즈 본부(마스터·franchiser)가 다른 기
업(서브·franchiser)에 프랜차이즈권을 허락하는 것임. 즉, 마스터·franchiser
가 해외 진출을 실시하거나 원격지의 지역 개발을 실시할 때에 그 나라 혹은
지역의 유력 기업인 서브·franchiser에 동지역내의 서브·franchiser의 직영
점 운영, 가맹점의 개발, 운영 등의 본부 기능을 실시할 권리를 주는 방식임.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상담(개정판)보다 발췌（※요점 사용 허락 해당
개소는 나라 아키라 히사시씨 집필, 다만, 동씨는 코즈카 소우이치로우「프
랜차이즈 계약론」을 참조하고 있다.）

a) 기본적인 채무
① Franchiser: 프랜차이즈·패키지의 제공 의무
Franchisee: 대가(프랜차이즈·요금)의 지불 의무
프랜차이즈·패키지의 적정 사용 의무
「프랜차이즈·패키지의 내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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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상표 등)의 사용 허락
· 경영 노하우의 제공···메뉴얼 등의 문서의 교부, 연수 실시
· 점포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원조···슈퍼바이저의 파견, 일괄 구입, 집
중적인 데이터 처리, 전국적인 선전 광고의 실시 등
b) Franchiser, Franchisee 간의 거래
예) 물품 판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우···해당 상품의 매매
· 발주·수주의 방법
· 납품의 방법
· 판매 가격의 결정 방법
c) Franchisee의 금전 지불 의무
· 이니셜·프랜차이즈·요금의 지불 의무
· 로열티의 지불 의무
· 프랜차이지가 구입한 상품 또는 원재료의 대금의 지불 의무
· 점포 임대료의 지불 의무
· 선전 광고 비용 분담금의 지불 의무
d) 부수적인 채무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정기간에 걸쳐서 일종의 공동 사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에 의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
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대립을 미리 조정하는 규정
이 있음. 아울러③은 대외관계의 규정임.
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프랜차이지가 부담할
의무
· 노하우, 메뉴얼의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
· 경업 금지, 경쟁자에게의 출자 금지
· 영업 전념 의무(타업 종사의 금지)
② 동일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부의 행위가 프랜차이지의 영업활동과 경합
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 규정
· 프랜차이지에 대한 지역권 보장
· Franchiser에 의한 직영점의 출점의 가부
· Franchiser에 의한 다른 판로(슈퍼에의 출하, 통신 판매 등)의 이용가부
③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익을 제삼자와의 분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항
· 소비자의 불평이나 사고발생을 Franchiser에 통지하는 프랜차이지의 의무
· 표지의 침해 행위를 Franchiser에 통보하는 프랜차이지의 의무
· 제삼자(표지의 침해자등)에게 필요한 소송을 추행 하는 Franchiser의 의무
④ 계약의 종료에 관한 옵션 규정: 실제로 Franchiser와 Franchisee의 재교섭
의무를 부과함 (예) franchiser에 의한 franchiser의 사업 매수권.
⑤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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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우)
(에)

계약기간의 규정
계약 만료 시 갱신의 수속, 갱신 후의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규정
계약기간중의 해약 수속, 해약 사유 등에 관한 규정
계약 종료에 수반하는 메뉴얼 반환 의무, 고객 명부 반환 의무 등에 관
한 규정
(오) 계약 종료 후의 비밀을 지킬 의무, 일정기간의 경업 금지에 관한 규정
(카)「프랜차이즈권」양도의 가부, 그 승인 수속에 관한 규정
(키) Franchiser에 의한 Franchisee의 프랜차이즈사업의 매입권(Franchisee의
프랜차이즈·시스템으로부터의 퇴출권(축적된 노하우의 free ride화)을
(에)(오)(카) 등과 함께 견제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e) 권리의 실현
①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권의 설정, 보증인등
②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③ Franchiser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보고하는 Franchisee의 의무
④ Franchiser에 의한 프랜차이즈점에의 출입 조사 권한의 유보
⑤ 재판 관할, 조정 수속, 중재 수속
⑥ 준거법

서브·franchiser가 직영점의 운영뿐만 아니라, 서브·franchisee(가맹점)의
개척,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서브·프랜차이즈 계약(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서브·라이센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는 서브·franchiser가 일본의 서브·프랜차이지에 서브·라이센스를 주었
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을 권리(이니셜·요금으로부터 몇%를 취득할 수 있
는가 라는 권리) 등임.

4.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예
2003년 10월 7일, 일본 KFC 주식회사는, YUM! RESTAURANTS ASIA PTE
LTD와 KFC사업에 관해「마스터 프랜차이즈 허락과 상표 사용 허락 계약」
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갱신에 합의했다고 발표, 계약내용을 공표함. 이하
는 계약내용에 관한 기사를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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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프랜차이즈 허락과 상표사용허락 계약」
계약 상대 : YUM! RESTAURANTS ASIA PTE LTD
국적 : 싱가폴
계약 내용 : 이하의 권리와 마스터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당사에 허락함
1.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점포에서 KFC사업에 관련해 상표를 사용하
는 것
2. 일본 국내에 있어서, 라이센서의 품질기준에 합치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라이센서가 개시하는 방식 및 사업상의 비밀 사용
에 따라 점포에서 허가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
3.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점포에서 상기 권리의 사용을 재 허락하는 것
대
가 : 1. 이니셜 피(출점료)
점포마다 150만엔(2014년 12월 1일 이후는 물가지수 조정 있음)
2. 리뉴얼 피(갱신료)
점포마다 계약갱신료
2004년 7월 11일~2014년 11월 30일까지 25만엔
2014년 12월 1일~2019년 11월 30일까지 36만엔
2019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18만엔
(다만, 2014년 12월 1일 이후는 물가지수 조정 있음)
3. 계속 사용료
2004년 7월 11일~2005년 11월 30일까지 총매출액 2.3%,
2005년 12월 1일 이후 매년도 0.1%씩 상승
2011년 12월 1일~2014년 11월 30일까지 3.0%
2014년 12월 1일~2019년 11월 30일까지 5.0%
2019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6.0%
(다만, 점포인증계약 갱신 도래시부터 적용)
계 약 기 간 : 2004년 7월 1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점 포 인 증 : 본 계약 아래, 당사의 점포에 대해 2004년 7월 11일~2014년 11
월 30일까지는 기간을 7년마다, 2014년 12월 1일~2019년 11월 30
일까지는 기간을 10년마다, 2019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
일까지는 기간을 5년마다로 하는 점포인증계약을 체결한다.
그

외 : 향후, 단독 혹은 복수의 사람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1)당사의 의
결권 첨부주식의 25%를 넘게 지배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2)
당사의 의결권 첨부 주식의 10%를 넘게 지배해, 그 사람이 당
사의 이사 혹은 감사역을 지명하는 권한을 가졌을 경우, 혹은
법령상 개시가 요구되는 정보 이외의 당사 비밀 정보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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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한을 가졌을 경우에는 YUM! RESTAURANTS ASIA PTE
LTD(라이센서)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서브 라이센스 : 당사는 일본에 있어서의 마스터 라이센시로서 서브 라이센스
권을 보유해, 동등 권리에 근거해 일본의 프랜차이지에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한 경우, 이하의 대가를 취득할 권리를 당사는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지의 대가 :
1. 이니셜 피(출점료) ;
점포마다 250만엔(다만, 2014년 12월 1일 이후는 물가지수 조정
있음)으로,
2004년 7월 11일~2004년 11월 30일까지는 당사분 70%
2004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당사분 60%
2. 리뉴얼 피(갱신료) ;
1점포마다 계약갱신
2004년 7월 11일~2014년 11월 30일까지는 무료
2014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는 18만엔으로,
당사분 60% (다만, 물가지수 조정 있음)
3. 계속 사용료
2014년 11월 30일까지는 수입의 4.0%로, 당사분은
2004년 7월 11일~2004년 11월 30일까지는 2.8%,
이후 매년도 0.1%씩 하락
2011년 12월 1일~2014년 11월 30일까지는 2.0%,
2014년 12월 1일~2019년 11월 30일까지는 수입의 5.0%로,
당사분은 2.5%
2019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수입의 6.0%로,
당사분은 3.0%
(다만, 점포인증계약 갱신 도래시부터 적용)
프랜차이지의 점포 인증 :
본 계약 아래, 당사는 프랜차이지와의 사이에 그 점포마다 하기
기간의 점포인증 계약을 체결한다.
2004년 7월 11일~2014년 11월 30일까지는 기간 2년
2014년 12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는 기간 5년
광고 거출금 : 당사가 운영하는 점포 및 프랜차이지가 운영하는 점포는, 전국
규모의 광고 기획을 위해 당사와 프랜차이지가 별도 조직하는
KFC광고협의회(당사의 100%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애드에 업
무 위탁)에 수입의 4.0%를 갹출한다.
주의 : 당사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익년 11월 3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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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약서의 원본 첨부

「マスターフランチャイズの許諾と商標使用許諾契約」
契約の相手方：ヤム・レストランツ・アジア・ピーティイー・リミテッド
国籍： シンガポール
契 約 の 内容 ： 以 下 の 権利 と マ ス タ ーラ イ セ ン ス を 継続し て 当社 に 許 諾 す る
こと。
1.日本国内において、店舗でKFC 事業に関連して商標を使用す ること
2.日本国内において、ライセンサーの品質基準に合致する製品および
サービスに関し、ライセンサーから開示される方式および事業上の秘
密の使用により、店舗で認可された製品を製造し販売すること
3.日本国内における店舗での上記権利の使用を再許諾すること
対価： 1.イニシャル・フィー（出店料)
１店毎に150 万円（2014年12月1日以降は物価指数調整あり）
2.リニューアル・フィー（更新料)
１店毎の契約更新に当たり、
2004年7月11日から2014年11月30日までは25万円、
2014年12月1日から2019年11月30日までは36万円、
2019年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は18万円
（ただし、2014年12月1日以降は物価指数調整あり）
3.コンティニューイング・フィー（継続使用料）
2004年7月11日から2005年11月30日までは総売上高の2.3％、
2005年12月1日以降毎年度0.1%づつ上がり、
2011年12月1日から2014年11月30日までは3.0%、
2014年12月1日から2019年11月30日までは5.0%、
2019年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は6.0%
（ただし、店舗認証契約更新到来時より適用）
契約期間：2004年7月1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
店舗認証：本契約の下に、当社の店舗につき2004年7月11日から2014年11月30日ま
では期間を7年毎、2014年12月1日から2019年11月30日までは期間を10年
毎、2019年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は期間を5年毎とする店舗認
証契約を締結する。
その他：今後、単独もしくは複数の者が単独もしくは共同して、(1)当社の議決
権付株式の25%超を支配することになった場合、または(2)当社の議決
権付株式の10%超を支配し、かつその者が当社の取締役もしくは監査
役を指名する権限を持った場合もしくは法令上開示 が求められる情
報以外の当社の秘密情報を入手する権限をもった場合には、ヤム・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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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トランツ・アジア･ピーティイー・リミテッド（ライセンサー）は、
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サブ・ライセンス：
当社は日本におけるマスター・ライセンシーとしてサブ・ライセンス権を保
有し、同権利に基づき、日本のフランチャイジーにサブ・ライセンスを与え
た場合、以下の対価を取得する権利を当社は有しております。
フランチャイジーの対価：
1. イニシャル・フィー（出店料)；
1店毎に250万円（ただし、2014年12月1日以降は物価指数調
整あり）で、2004年7月11日から同年11月30日までは当社分 70%、2004年
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は当社分60％
2. リニューアル・フィー（更新料)；
1店毎の契約更新に当たり
2004年7月11日から2014年11月30日までは無料、
2014年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は18万円で、当社分60％（ただ
し、物価指数調整あり）
3. コンティニューイング・フィー（継続使用料）；
2014年11月30日までは収入の4.0％で、当社分は
2004年7月11日から同年11月30日までは2.8％、
以後毎年度0.1％づつ下がり、
2011年12月1日から2014年11月30日までは2.0％、
2014年12月1日から2019年11月30日までは収入の5.0％で、当社分は2.
5％、
2019年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は収入の6.0％で、当社分は3.
0％、
ただし、店舗認証契約更新到来時より適用）
フランチャイジーの店舗認証：
本契約の下に、当社はフランチャイジーとの間にその店舗毎に下記期
間の店舗認証契約を締結する。
2004年7月11日から2014年11月30日までは期間2年、
2014年12月1日から2024年11月30日までは期間5年、
広告拠出金：当社の運営する店舗およびフランチャイジーの運営する店舗 は、全
国規模の広告企画のために、当社とフランチャイジーと で別途組織す
式会社ケイ･アドに
るKFC 広告協議会（当社の100％子会社である株
業務委託）に、収入の少なくとも4.0％を醵 出する。
注記：
当社の会計年度は12月1日より翌年の11月30日までであります。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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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랜차이즈 계약 예
※ IV 프랜차이즈 관련 법문, 계약서 원문 및 주요서식 후반부 참고
◦ 프랜차이즈 체인 계약서 샘플
➀ 소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➁ 외식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➂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 법정개시서면 샘플
➀ 소매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업체명
품목
점포명
가맹점수
주요위치
홈페이지

북오프 코포레이션 주식회사
헌책, 중고CD,DVD 등
BOOK OFF
현재 FC : 598개
직영점 : 303개, 자회사 점포 : 16개
일본 전국
www.bookoff.co.jp

➁ 외식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업체명

Brosandcompany 주식회사

품목

순두부찌개 전문점

점포명

도쿄순두부

가맹점수

직영점 : 5개(2007년)

주요위치

도쿄 및 관동지방 중심

홈페이지

www.tokyo-sundubu.net

➂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업체명

주식회사 니혼사와야카그룹

품목

클리닝 전문점

서비스명

클리닝 화이트 큐빈

가맹점수

현재 FC : 124개

주요위치

일본 전국

홈페이지

www.white-ex.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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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프랜차이즈 국제 분쟁 사례집
1. 유형별 분쟁사례
1-1. 정보제공과 관련된 분쟁사례
가. 본부로부터 가맹점에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분쟁
◦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경영 기법 및 노하우는 대부분 매출 확대
의 구체적인 방안을 의미함.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권유하고 그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월간 매출액의 예측
을 본부가 제시하는데 이 때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여야 함.
◦ 본 분쟁사례는 가맹점이 예측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은
본부로부터의 경영 노하우 제공이 불충분했다거나, 경영노하우 그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케이스임.
◦ 즉, 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개업 전 지도(입지조건, 판매예측,
고객층, 고객의 내점가능성, 구매 가능성 등)나 개업 후 지도에 관한
분쟁사례임.
사례 1 편의점 사건(東京地平9・9・12判タ972・210)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피고)이 본부(원고)에게는 경영노하우라고 할 만한
사항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므로 로열티 등의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하여,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임. 본부의 사업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그
것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제공되는 노하우를 포함한 것으로써,
판결에서는 가맹점에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사례 2 한조사건(飯蔵事件)(名古屋地判平10・3・18判夕976・182)
테이크아웃용 도시락체인인 가맹점(원고)이 매출부진에 의해 폐점한 후 계
약 체결 시에 본부(피고)가 가맹점에게 적정 또는 정확한 출점 후의 수익
(출점 후의 매출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재
판이 이루어진 사건임. 판결에서는 본부의 지도 중에 매출 예측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는 가맹 예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신의상
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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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가맹점의 영업정지관련 사례
◦ 본 분쟁사례는 시스템의 프랜차이즈 해당 여부보다, 프랜차이즈 계
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판매시스템 그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특징 있음.
◦ 최근 새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벤처기업이 일본 경제를 활
성화시켜 향후 유익한 사업으로 성립될 여지도 남아있으므로, 영업
이 행정법규를 위반했어도 그 자체를 가지고 불법행위상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제3자를 사업에 권유함에는 행정법규를 접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자기 책임으로 판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사례 3 (東京地裁平6(ワ）49・11号 判時 1711)
원고(가맹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경영하는 회사이나,

주류 택배 및

의약품 프랜차이즈 판매를 주재하는 회사(피고)와 사이에서, 가맹점이 상
품 저장 창고를 확보해, 고객이 본부에 상품을 주문하면 가맹점이 상품
배달․대금수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판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함.
가맹점측은 무면허로 주류 판매 대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주세법 위
반, 동일하게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써 저장하는 측면에서 약사법에 위
반하는 것으로 되어, 영업정지를 당함.
이점에서 원고(가맹점)는 피고(본부)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가
법규를 위반한다는 의혹이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호소
해 승소함.
의류․의약품 판매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정해진 판매시스템이 주
세법 및 약사법에 위반한 점이 판명되어, 가맹점이 영업을 정지한 경우로,
본부가 판매시스템이 법규에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설명한 후 사업에 참가
시켜야 하는 의무를 태만했다는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과실상쇄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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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이나 약사법과 같은 업계법은 프랜차이즈 계약보다 상위단계
로 우선시되므로, 적어도 프랜차이즈를 주재하는 본부가 업계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 본 분쟁사례는 가맹점의 5할 과실상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
로는 1)가맹점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경영하는 회사로, 신규사업에
잠입할 시에는 시스템 적합성에 대해 자체 조사 가능, 2)본부는 가
맹점보다도 강한 입장에 있는 것이 보통이나, 본건의 경우 쌍방의
회사 규모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 3)가맹신청은 가맹점 쪽에서 적극
적으로 실시한 점 등이 그 이유임.
◦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서 기업가에 의한 벤처비지니스의 시작이
향후 번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프랜차이즈 패키지 구축이라는 측면
에서 시스템 상 결함이 없도록 본부가 유의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
다. 가맹점에 의한 노하우 누설 관련 분쟁
◦ 일본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한 의식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음. 물론
비밀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함.
◦ 본부는 가맹점에 비밀 유지 의무 내지는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이 제삼자에게 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누설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그것에 위반한 경우 분쟁
의 소지가 됨.
◦ 예를 들면, 가맹점이 본부의 경쟁사에게 경영노하우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거나 또는 제공한 경우, 본부는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파기 외 부정경쟁방지법에
기반을 둔 금지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하기의 판례는 본부의 경영노하우로서 비밀유지 계약상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경쟁타사에 누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임.
◦ 경영 노하우에 관련된 사항뿐만 하니라 프랜차이즈 계약 시에 비밀
유지 사항으로 정한 부분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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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니코마트 사건Ⅱ (東京地判平7・2・27判時1542・68)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피고)이 그 친 아버지, 형제가 경영하는 동업타사에
경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본부(원고)로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
당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임.
본건과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무엇이 경영기밀이고, 무엇이 비밀유
지의무 위반이 되는 지에 관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결에서는 가맹점의 비밀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되었음.

1-2. 계약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분쟁사례
가. 가맹점의 로열티 미지불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분쟁
◦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계약당사자
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됨.
◦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부에 로열티를 지
급하게 되어 있으며 로열티와는 다른 명목으로 징수되는 경우도 있음.
◦ 그 예로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일정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상품이
나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등도 광범위한 의미로는
로열티에 속함.
◦ 또는 가맹 계약 시에 지불한 제경비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을 경
우, 가맹점이 계약을 도중에 해약하면 그 이후의 로열티를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나, 그 반환분쟁과 관련된 사례도
종종 있음.
◦ 로열티의 조건과 관련해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 성립했다 하
더라도 프랜차이즈 패키지의 상품내용에 관해서는 본부가 가맹점보
다 보다 더 잘 숙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기고
가맹점이 오해를 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로
열티의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가맹점이 본부에 대한 채무 불이행, 특히 로열티의 미지불로 일어나
는 분쟁이 가장 많으며, 분쟁이 악화되면 본부가 계약을 무효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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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권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지
불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음.
◦ 로열티의 미지불(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서
에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불이행의 사유를 구명하고 권고하는 방법,
미지불 회수와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또는 원조책 등 본부에서도 실
질적인 계약해지를 행사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신에
가맹점의 로열티 미지불에 대한 원인을 찾아 그 원인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음
나. 본부의 계약체결상의 보호의무위반 관련 사례
◦ 사전에 정확한 시장조사 등을 통한 과학적 증명에 근거해, 시스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개시해, 시스템에 의한 판매회사의 영업수
지 등을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장조사도 실시하
지 않은 채 가맹점에 실현 불가능한 고객 달성 수, 예상 매출액, 예
상 수익액, 예상 손익분기점을 제시해, 마치 용이하게 실현가능한
수치처럼 설명한 뒤 판매회사 계약을 맺도록 권유했으므로, 보호의
무위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되는(丙事件에서는 원고) 가맹점의 2할 과실
상쇄도 인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며, 개업 후에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이 과실상쇄에 해당함. 본사와 가맹점
의 양쪽 모두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사례 (浦和地裁川越支部昭 63(ワ) 535号(甲事件)、543号(乙事件), 平元(ワ)
58号(丙事件)、判時 1572)
프랜차이즈형식의 판매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본사)에게 계약체결상의
보호의무위반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
본부는 요구르트, 클로렐라, 과일식초 등의 상품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본사→유통센터→판매회사→영업소→판매요원→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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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유통조직을 만들어 판매회사를 일반 공모, 2명이 판매회사로 응
모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 약 1년경과 후 가맹점이 당초 예정했던 수
익을 올리지 못해 본부는 상품제공을 중단하고, 가맹점에게 상품판매대
금, 차량 리스대금, 판매요원의 인건비 대금의 합계를 청구함.
그러나 가맹점측도 판매회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부 측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수지계산에 근거해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본부의 가맹점에의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본부의 계약체결상의
보호의무위반도 있었음을 인정해 가맹점의 수지계산에 근거한 손해청구
의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였으나, 위자료의 청구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
및 영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가맹점에게 있어 신규 고객 개척이 가장 중요하나, 본 사례에서는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판매 요원은 본사(본부)로부터 파견되어, 그 인
건비도 파견하는 측이 부담하나, 그러한 파견 조건에 대해서는 쌍방
의 의견이 애매함. 전혀 장사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도 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점도 가맹점 권유 시의 세일즈 문구였으며, 본
사는 유통 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에서 생각하면, 처
음부터 사업 기반 자체가 불안했음을 알 수 있음.
다. 본부의 일방적 사업 중지에 따른 가맹점의 권리금 반환청구
◦ 본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가맹점이 지불한 가맹금 반
환에 관련해 트러블이 많이 발생함.
◦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본부가 계약 시 징수하는
일시금의 성격이다. 본 사례는 계약상으로 가맹점이 지불한 권리금
에 대해 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급하는 상품 혹은 서비
스의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의 부여, 서비스마크․상호․상표
등의 사용 허락, 경영지도․원조․선전․광고 등에 대한 대가 혹은 서비
스에 대한 로열티 선불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 본부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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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는 명백한 권리금의 반환 청구의 대상사유에 해당함.
사례 (損害賠償請求事件、浦和地裁 平4(ワ) 657号 判時 1522号)
피고(본부)는, 렌탈 비디오숍 프랜차이즈와 정수기 판매사업을 하는 기업이
며, 원고(가맹점)는 전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계약, 후자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계약을 동시기에 계약했으나, 모두 예상한 수익이 오르지 않아 약 반
년 만에 영업을 중지함. 가맹점은 이렇게 된 것은 본부가 반드시 수익이
오른다고 설명해 계약을 시켰으며, 적절한 광고 선전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1)불법행위 2)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게다가 계약 기간 내에 본부가 사업을 중단했으므로, 가맹
점은 3)지불한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할 것을 요구한 사례임.
상기 1)과 2)에 대해 법원은 반드시 이익이 오르는 것을 보증하거나, 사
기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또한 본부
의 경영 지도나 선전 광고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에 영업이익을 통한 회수가 예상되
므로, 본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해 가맹점 영업이 계속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존기간에 알맞은 금액을 부당이익으로서 반환, 렌탈 비디오
프랜차이즈 계약의 권리금 420만 엔 중 3년분인 252만 엔, 정수기 업무위
탁계약의 권리금 3,000만 엔 중 1년분 1,000만 엔을 각각 가맹점에 반환
하라는 판결을 받음.

◦ 본부가 <가맹 시 징수하는 금전>의 명칭과 종류, 지불 대가는 여러
가지임. 본 사례에서는 권리금으로 명시되나, 일반적으로 가맹금으
로 불리는 경우가 많음. 이는 상표․서비스 마크 등의 사용, 계약 시
개시하는 노하우, 테리터리 부여, 상권․입지조사, 점포 내외장 설계․
디자인, 개점시의 트레이닝, 지도원 파견, 오프닝 광고 선전 등에 관
련된 대가임.
◦ 권리금이나 가맹금과 같은 이니셜피는 본부가 장기간에 걸쳐 노하우
를 개발하는데 소비한 비용을 회수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본부의
가장 큰 수익원에 해당함. 어떤 대가인가라는 점은 본래 프랜차이즈
패키지의 내용에 관련해 결정되어야하는 부분이므로, 이점에 대해
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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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재산권(상호 상표 등의 등록 사용)등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사례
가. 본부와 가맹점간의 트러블
◦ 알기 쉽고 기억에 남는 상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좋은 상표를 보우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기간, 장소 등 구체
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표권을 남용, 오용하는 행위는 프랜
차이즈 체인 전체의 이미지 및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
◦ 상표 등 표장(마크)의 사용조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
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 종료 후에 상표의 철거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나. 본부(또는 가맹점)와 제 삼자간의 분쟁사례
◦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프랜차이즈 체인이 점포를 내지
않은 지역에 비슷한 상표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개인점이 존재하
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사례 일본 사와야카 그룹사건(浦和地判平6・4・28判タ875・137)
세탁소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원고)이 매출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계약 만료 시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였으므로 본부에 대해
해약일시금의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임.
본부(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했으며, 반대로 계약이 종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마크)를 그래도 사용하였다고 하여, 본부는
가맹점에게 사용료로 800만 엔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음.
제 1심 판결에서는 계약에 상표말소 의무위반에 800만 엔이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예상되는 손해 규모를 판단했을 경우 너무 과대하다고
판단하여 위약금은 30만 엔 한도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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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몬테로자가 전개하고 있는 일본식 주점 와라와라의 상표를 도
용하여 점포간판으로 사용하던 점포가 화제가 되어 문제가 심각해지
자 점포주는 상표를 테이프로 감추었음. 그러나 이후 오사카경부가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음.
[몬테로자가 경영하는 일본식 주점 와라와라의 상표 도용 사례]

상표등록간판

위법간판

단속후 간판모습

자료원 : 아사이 뉴스 2009년 10월 28일자

◦ 본부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마크)를 제 삼자가 사용
한 경우에는 등록이의제기나 무효판결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권리
를 주장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의 상표 권리자가 그 상표권에 대한
제 삼자의 사용금지조치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또는 등록 상표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알려진 상
표에 한해 사용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 조치를 위한 청구도
가능함.

사례 1 코조스시사건Ⅰ(小僧寿し事件Ⅰ)(상표심결 취소소송)
(東京高判平元・6・27判時1329・176)
“코조”의 상표권자이자 “코조스시”등의 이름으로 테이크아웃용 스
시를 제조판매 해왔던 A사(원고)가 “코조스시 체인(피고)” 의 등록상표
인 상가에서 일하는 인물(하기 그림 참고)을 그린 상표에 대해

A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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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여 상표 사용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것
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건임. 그러나 판결에서는 일반소비자
가 “코조스시체인”의 마크를 보고 A사를 연상할 수 없다하여 A사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코조스시 등록상표]

자료원 : 코조스시 체인 홈페이지 www.kozosushi.co.jp
사례 2 컴퓨터랜드사건(札幌地判昭59・3・28判タ536・284)
일본에서 컴퓨터 판매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
니아 주의 컴퓨터랜드(주)(원고)가 “컴퓨터랜드”의 점포 명으로 영업
및 제 삼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도록 한 (주)컴퓨터랜드 홋카이도
(피고)에 대하여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에 근거해 사용금지 등을 요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임.
재판소는 문자 디자인이 흡사한 점, 점포명 사용의 경위 등으로부터 (주)
컴퓨터랜드 홋카이도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가처분을
신청을 받아들임.

◦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비즈니스 형태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대여에 대해 본부가 추궁당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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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몇 년 사이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건에 비해 비교적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본부가 자사의 상호 또는 성, 성명사용을 가맹점에게 허락한 경우
제 삼자가 가맹점을 본부와 오해하고 거래한 경우에 본부는 제 삼
자에게 상호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본부의 상호(또는
그것에 비슷한 것) 그대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신한 상
표 또는 서비스마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례 아카보 사건(赤帽事件)(東京地判平2・3・28判時1353・119)
고미술상(원고)이 화물 경자동차 수송체인인 아카보 가맹점A에 미술 전시
품 등의 수송을 위탁하였으나, A가 운송 도중에 미술품을 분실하여 고미
술상이 아카보 본부(피고)에 대해 상호대여 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이
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임.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업자의 표현방법에 의해 운송계약 주체가 아카
보의 상표권자로 오인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나 일반 제 삼자의 입장
에서 개인상호가 명기된 여러 증거를 볼 때 이를 오인할 가능성을 적다고
판단함.
또한, 차량에 A 개인상호가 명기되어 있었던 점과 영업주가 A가 아니고
아카보 본부라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이 아니라 판단하여 본부의 상호대여
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음.

◦ 유사 점포명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 체인 스토어에 있어, 통일된 점포명이나 영업표시는 점포전개상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타사와의 점포명 유사성은, 의도하지 않아도
부정경쟁행위로 취급되어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움.
- 부정경쟁방지법 2조1항1호는, 주지의 영업표시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유사한 영업표시를 사용함에 따라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 12조 1항1호에서는, 관용되고 있는 영업표시를 일반적
인 이용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조1항1호의 적용을 제
외한다는 규정을 설정, 영업표시가 독점되는 것을 방지, 상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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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을 원활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있음.
- 본 분쟁사례의 쌍방 영업표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피고 표시의 <세이죠>는 소재지의 지명으로, <조제약국>은 영업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이며, 이를 조합하는 것은 경험칙상 빈번히 행
해져, 특정인의 독점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은 자유임.
2) 한편, 가다가나 표기로 발음을 길게 해 <세이죠-(セイジョー)>로
표시했으며, 다른 한쪽은 한자표기로 <조제약국>이 붙음.
3) 원고의 영업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일용품 등을 폭넓게 판매하고
있는 드럭 스토어지만, 피고의 영업 대부분은 근접한 병원(소아과,
알레르기과)의 처방전에 근거한 조제임.
4) 피고의 영업표시는, 점포명의 간판, 점포입구 등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어지는 방법, 즉, 일반거래상 보통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정됨.
- 이상과 같이 쌍방 영업표시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근거한 인상,
기억, 연상 등에서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
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영업의 보통 명칭에 점포 등의 소재지 지명을 교부한 영업표시는,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함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있어 해당 특
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적인 이용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는 부정경쟁 방지법 12조 1항 1호의 취지에 비추어, 동법 2조 1항 1
호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체인 스토어의 전개는, 도미넌트 전략을 취해 지역밀착형이므로, 본
분쟁사례는 실무상 자주 발생함. 이러한 문제는, 체인 전개상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구함과 함께 법원이 제시한 유사성의 판단방
법도 참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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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商号使用差止等請求事件、東京地裁平15(ワ）19002号 判時 1854)
본 분쟁사례의 원고는 <세이죠(成城)>라는 점포명으로 관동지역 일원으로
180점포의 드럭 스토어 체인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며, 피고는 도쿄도
세타가야구 세이죠에 <세이죠조제약국(成城調剤薬局)>을 개설하고 있음.
1969년 이래 장기간에 걸쳐 실시된 선전, 점포망을 확대해 브랜드 확립․
주지시켜온 원고로써는 후발자인 피고의 점포가 근접해, 고객 측에서의
혼동, 처방전 FAX 수신지의 실수, 상품의 오배송, 제약기업의 MR의 잘못
된 내방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 표시의 사용
금지 및 말소를 청구함.
법원은 피고의 조제약국의 영업 표시인 <세이죠 조제약국> 사용이 원고의
드럭 스토어 체인 영업 표시 <세이죠>와 유사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기각된 사
례임.

◦ 본부의 계약체결상의 보호의무위반 관련 사례
- 사전에 정확한 시장조사 등을 통한 과학적 증명에 근거해, 시스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개시해, 시스템에 의한 판매회사의 영업수
지 등을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장조사도 실시
하지 않은 채 가맹점에 실현 불가능한 고객 달성수, 예상 매출액,
예상 수익액, 예상 손익분기점을 제시해, 마치 용이하게 실현가능
한 수치처럼 설명한 뒤 판매회사 계약을 맺도록 권유했으므로, 보
호의무위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되는(丙事件에서는 원고) 가맹점의 2할 과실
상쇄도 인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는 말하
기 어려우며, 개업 후에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이 과실상쇄에 해당함. 본사와
가맹점의 양쪽 모두 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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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浦和地裁川越支部昭 63(ワ) 535号(甲事件)、543号(乙事件), 平元(ワ)
58号 (丙事件)、判時 1572)
프랜차이즈형식의 판매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본사)에게 계약체결상의 보호
의무위반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
본부는 요구르트, 클로렐라, 과일식초 등의 상품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본사→유통센터→판매회사→영업소→판매요원→소비자
형태의 유통조직을 만들어 판매회사를 일반 공모, 2명이 판매회사로 응모
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 약 1년경과 후 가맹점이 당초 예정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해 본부는 상품제공을 중단하고, 가맹점에게 상품판매대금, 차량
리스대금, 판매요원의 인건비 대금의 합계를 청구함.
그러나 가맹점측도 판매회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부 측에 보호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수지계산에 근거해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본부의 가맹점에의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본부의 계약체결상의 보호
의무위반도 있었음을 인정해 가맹점의 수지계산에 근거한 손해청구의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였으나, 위자료의 청구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 및 영업을 궤
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가맹점에게 있어 신규 고객 개척이 가장 중요하나, 본 사례에서는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판매 요원은 본사(본부)로부터 파견되어, 그 인
건비도 파견하는 측이 부담하나, 그러한 파견 조건에 대해서는 쌍방
의 의견이 애매함. 전혀 장사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라도 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점도 가맹점 권유 시의 세일즈 문구였으며, 본
사는 유통 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에서 생각하면, 처
음부터 사업 기반 자체가 불안했음을 알 수 있음.

1-4. 고객정보와 관련된 분쟁사례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기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인 문제
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 일본사회가 고객정보 유출에 있어서 엄격
하게 대응하고 있어 올바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함.
16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정보의 비밀유지의
무를 명확히 정해 두면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정보를 외부
에 알리거나 부정하게 이용을 했을 경우,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계약서에 그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기초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계약서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호받을 범위가 좁아질 위험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3가지 요소는 1. 비밀관리성:
비밀로서 관리되어지고 있을 것, 2. 유용성 :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
술, 영업정보일 것, 3. 비공개성 :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 임.
◦ 또한, 제 삼자가 본부와 가맹점이 관리하는 고객명부를 부정하게 취
득한 경우에 본부와 가맹점은 제 삼자에게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참고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개인정
보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후 개인정보가 누설된 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측이 승소한 판례가 많이 있음.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교토부(京都府) 우지시(宇治市)의 주민기본대
장 데이터가 부정유출 된 사건으로 오사카(大阪) 고등 재판소가 우
지시(宇治市)에 대하여 주민에게 1인당 15,000엔 (위자료 10,000엔,
변호사수수료 5000엔)의 손해 배상을 명했으며 대법원에서 본건에
대한 우지시(宇治市)의 상고를 기각하고, 2002년 7월11일에 항소심판
결이 확정되었음.
◦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 판단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함(부정경쟁방지법 2조4항).
(1) 비밀 관리성 :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
(2) 유용성 :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
(3) 비공개성 :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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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쟁 사례는 상기 요건 중에서 비밀 관리성 부분이 충족되지 않
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본 분쟁사례에서 <비밀 관리성>은, 구체적 사정에 입각해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1) 데이터는 종업원 전원이 열람 가능한 컴퓨터에 보존, 패스워드
설정이 없으며,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복사한 데이터를 전원에게 배포, 그 부수를 확인해 사후 회수도
취하지 않음.
(3) 배포한 고객 리스트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4) 데이터 파일의 표지에는 빨간색으로 <회사기밀>이라고 써있었지
만, 보관하는 로커에는 열쇠도 없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했음.
(5) 데이터를 작성한 컴퓨터에 남겨진 정보를 데이터 작성 후 삭제
하는 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음.
- 본 분쟁사례를 통해, 정보가 영업 비밀로서 인정되는 한편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은가를 알 수 있음. 종업원
과 체결하는 고용계약, 서약서, 취업규칙 등에는 기업의 비용과 노
력투하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가 정보로서 영업 비밀임을 밝혀 누설
을 금함과 동시에 누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구
체적인 조치는 상기의 (1)~(5)의 내용임.
사례 (東京地地裁 平15(ワ) 10721号 判時 1862号)
이벤트 기획제작회사의 고객 리스트, 등록 아르바이트 리스트 및 견적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례.
원고는, 음악제작, 음악가의 양성, 음악저작권 관리, 콘서트나 각종
이벤트의 기획․제작 등을 업무로 하는 유한회사로, 주최자 혹은 이벤
트 현장의 운영․관리 하청 수주해,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중 이벤트 당일에 현장 파견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 파견하는 업무로,
원고는 1)고객리스트(고객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정보), 2)
등록 아르바이트 리스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슈트
보유의 유무, 운전면허보유의 유무, 헤어스타일․헤어색깔, 비고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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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응모한 사람의 등록표와 경력(고객명, 회장명, 개최행사명,
견적금액, 개최 일시․시간대․수주사항), 4)견적서(고객명, 회장명, 개최
행사명, 견적금액, 개최 일시․시간대․수주사항) 의 4종류의 정보를 보
유, 이를 영업비밀로 주장함.
피고는, 원래 원고 회사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퇴사 후 합자
회사를 설립, 원고와 경합하는 행위를 개시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상기 (1)~(4)까지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
으로 취득해 사용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부
정경쟁방지법3조에 근거해, 정보의 사용 금지 및 정보를 기록한 매체의
파기․소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침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본 분쟁사례에서 원고가 상기의 사항에 대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유하는 정보는 비밀 관리
성이 부족해, 부정경쟁방지법 2조4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의 해당 정보와 관계되는
부정경쟁행위를 특정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한 법원은 판결은 없음.

1-5. 계약 해지 관련 분쟁사례
◦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하한에 대한 규제규정
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프랜차이즈 본부는 자사 시
스템에 맞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계약기간 갱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명
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본부와 가맹점 사이
에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 본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분쟁 판례가 다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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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열티의 미지급
◦ 가맹점이 본부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리 계약서에 지급기
한을 정하여 독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가맹점이 지
급 의지가 없다고 할 경우 사전 독촉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사례 본가가마도야사건(本家かまどや事件)(神戸地判平4・7・20判タ805・124)
테이크아웃 도시락 가공판매 체인점인 가맹점(피고)은 개점료, 전단지 비
용을 본부(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부에서 지정하는 판매가격이나 원재
료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했음.
본부는 가맹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을 독촉한 후에 해약을 함.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개점 60개월)은 실제로 피해
를 입은 손해금액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에 대해서는 무효판결이 났음.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액인 경우에는 실제 손
해금액을 판단하여 판결을 나는 경우가 많음.

나. 상품 등의 공급 정지
◦ 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품이나 재료를 정해진 일자까지 배송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가맹점은 본부에게 독촉을 한 이후에 그 프랜차이즈 계
약을 해약 할 수 있음. 그러나 가맹점이 본부에게 상품대금 등을 지
급하지 않은 이유로 본부가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해
약이 인정되지 않음.
사례 코제니 스시 사건(小銭すし事件)(神戸地判昭56・10・20判タ466・149)
테이크아웃 스시 체인인 본부(피고)가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정
한 생선초밥 재료, 코제니 마크가 들어간 플라스틱 포장, 젓가락 등의 소
모비품을 가맹점(원고)에게 배송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본부에게 해약
을 청구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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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는 배송을 하지 않았다는 원인을 인정하여 가맹점의 해약청구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상품 및 각종 비
품을 전달 받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계약해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맹점의 행위
◦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조직,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무가 계약에 정해져 있어서 본부 또는 가맹점이 협력관계
를 위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음.
사례 홋카홋카테 오사카 본부 사건(大阪地判昭61・10・8判時1223・96、第
二審大阪高判昭63・12・21、最判平元・6・5)
테이크아웃 도시락 체인의 가맹점 A(피고)가 다른 동일 체인 가맹점에게
문서를 보내 그 가맹점 오너를 부추겨서 본부(원고)와 대립, 대항하려한 일
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정해진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된 사건임.
판결에서는 본부의 해약이 인정되어 약정금이었던 60개월분의 로열티 상당
액을 지급하도록 인정함.

라. 공정 거래 의무 위반
◦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가맹점이 본부의 기업비밀 등을 제 삼자에게
누설하거나 경쟁 타사의 프랜차이즈 체인의 경영에 관여, 또는 가맹
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하고 있음.
사례 니코마트 사건Ⅰ(東京地判平6・1・12判時1524・56)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 A(피고)는 자신이 이사직을 맡고 있는 별도의 회사
인 타사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이 된 것을 이유로 본부(원고)가 가맹점 A
에게 해약을 청구한 사건임.
가맹점 A는 본부의 청고 구가 독점금지법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였으나, 판결에서는 편의점 경영의 실태로 보았을 때 가맹점 A가 복수
의 편의점을 경영하는 필요성이 적다판단하였으며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
부는 영업 비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부의 청구가 인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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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의 해약 조항에 의한 해약사례
◦ 계약 기간 중에 본부 또는 가맹점이 사전에 통지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도 있으나 해약을
신청한 본인은 일정한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사례 일본 사와야카 그룹사건(浦和地判平6・4・28判タ875・137)
클리닝 체인인 가맹점은 임의 해약 조항에 따라 본부에 해약을 신청하였으
나, 조항에서 정해져 있는 해약 일시금(하한 500만 엔)을 본부에 지급할 의
무는 없다고 주장한 사건임.
판결에서는 계약 체결의 경위나 시기 등 특별한 사정도 있었지만, 해약 일
시금의 규정이 가맹점의 해약에 대한 자유나 경제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하여 가맹점의 지급 의무는 무효하다고 판결을 내림.

1-6. 계약 종료 후의 처리를 둘러싼 분쟁사례
◦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본부
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된 노하우 유출이나 루머의 유포에 대처해
야 하나 계약상에 과도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가 많음.
가. 경업피지의무
◦ 일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되
어 있지 않으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가맹점의 경쟁을 금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상에 경업피지의무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햄버거 제조 판매 체인의 가맹점이 컴퓨터학원 개업을 금지하
는 등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의 사업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
우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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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본가 가마도야 사건(神戸地判平4・7・20判タ805・124)
테이크아웃 도시락의 가공판매 체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계약 해약 후
에 계약했던 영업장소에서 동업종 사업은 불가하다고 명시를 한 것에 대
하여 판결에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음.
사례 2 NAC 체인 사건(東京地八王子支判昭63・1・26判時1285・75)
조화 대여 체인의 프랜차이즈 체인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그 후 약 2
년 동안은 당시 계약하여 영업을 하던 장소와 동일한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의 동업종 또는 경쟁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조항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다고 판결하였음.

※ 경업피지의무란 영업자의 영업에 대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것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하며
경업금지의무라고 하기도 함.
나. 가맹금 불반환 특약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본부는 가맹점에게 경영 노하우를 제공
하지만 그 명목으로 가맹점은 본부에게 계약 시 일시금으로 가맹금
(입회금, 권리금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음)을, 계약 후에는 정기적
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가맹금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혼동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시에 반환대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 있음.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에게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는
다고 정해져 있으나 그 효력을 두고 분쟁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사례1 텐쇼 사건(天商事件)(神戸地判平4・7・20判タ805・124)
본부의 일방적인 사유로 가맹점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서에 명문화 된 “가맹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
고 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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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의 권리금이 지불된 본 케이스에서 권리금의 일부가 로열티 명목으
로 먼저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었음.
사례2 코제니 스시 사건(神戸地判昭56・10・20判タ466・149)
테이크아웃 스시 체인의 가맹점(원고)이 본부(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해약하면서 가맹권리금 100만 엔, 간판 사용 권리금 50만 엔, 보증금
50만 엔의 반환을 본부에 청구한 사건임.
판결에서는 가맹권리금과 간판 사용 권리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맹점이 계약 시에 받아들인 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한 가맹점의
영업기간을 감안하여 보증금의 청구만이 인정되었음.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배상액을 청구 할 수 있음.
◦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하려면
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 계약의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
맹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야 함.
◦ 가맹점이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
음을 입증하면 예정배상청구를 막을 가능성도 있음.
◦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본부 또는 가맹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
에 따라 계약금 전액의 청구는 제한하는 판례가 다수 있음.

사례 니코마트 사건Ⅰ(東京地判平6・1・12判時1524・56)
편의점체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로열티의 120개월 분 상당액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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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동업종의 계약과 비교해 보거나, 본 사건 전체의
사정을 고려해보아도 상당히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그 일부(30개월 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이 불공정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여 계약
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의 시장성 평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한 좋
은 판례라고 할 수 있으며 동종 판례로 보아 보편적인 상거래 관행을 따르
는 것이 일반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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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 사례 패턴분석을 통한 카테고리별 특징 및 특성 도출
2-1. 가맹점이 제기한 소송 사유별 패턴
◦ 2004년 일본 경제산업성(한국의 지식경제부에 해당)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맹점이 소송을 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소매업, 외
식업, 서비스업을 통틀어 “매출, 수익 예측의 괴리”였음.
◦ 이것은 가맹점 개업 후의 실질적인 매출, 수익 금액이 본부가 계약
시에 가맹점에게 제시한 매출, 수익 금액을 크게 밑돌아서 소송이 된
경우임.
◦ 기타의 의견으로는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 로열티 산정방법에
관련된 사항, 본부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항, 폐점 시에 고액의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함.

2-2. 본부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사유별 패턴
◦ 본부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중 가장 많은 패턴은 소매업, 외식업, 서
비스업의 전 업종 공통으로 “로열티의 미납”으로 나타남.
◦ 가맹점 개업 후의 매출 부진 등이 원인으로 본부가 독촉을 해도 지급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로열티 금액이 높거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의도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
우 있음.
◦ 의도적인 미지급은 서비스업에서 많이 보이는 경향으로 이것은 본부
로부터의 경영지원이 소매업이나 외식업처럼 신상품, 식재료처럼 눈
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수 등이 중심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 “로열티의 미납”에 이어 많은 분쟁은 “상표권의 침해”, “무단
으로 상품・서비스의 제공”, “경쟁금지의무위반”으로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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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제기한 소송 사유별 패턴]

자료원 : 경제산업성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실태조사 보고서

2-3. 구체적인 유형별 분쟁 요소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이 가장 많으므로 계약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
지 사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함.
◦ 매출예측, 경비예측과 실제 금액과의 괴리
- 매출예측은 확실한 것인가?
- 매출예측과 가맹후의 지도가 가맹자의 능력 및 자질로 판단해 볼 때
적절했는가?
- 매출예측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인가?
- 계약 시 설명한 경비는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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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 반환 유무
- 개점을 할 수 없었을 경우, “가맹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계
약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본부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든 그 가맹금의 반환이 가능한가?
◦ 로열티 산정방법
- 산정방법 및 그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가?
◦ 본부와 채권채무의 상쇄감정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짐
- 융자이자는 합당한가?
- 상쇄감정,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가?
[본부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사유별 패턴]

자료원 : 경제산업성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실태조사 보고서

◦ 영업지역권(동일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과의 경쟁)
- 독점적인 영업지역권에 대한 설명 및 본부 개점계획을 포함한 충분
한 설명 및 이해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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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 시에 고액의 위약금
- 위약금의 근거, 산정방법과 그 금액의 타당성이 있는가?
-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가?
[프랜차이즈 관련 구체적인 분쟁유형]
가맹 시에 본부
대응과
관련된 분쟁유형

· 계약 담당자의 리스크관련 설명부족
· 기만적인 권유에 의한 가입
· 계약 시 법정개시서류 불충분 및 불충분한 설명
· 가맹금, 보등금의 과다징수
·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 영업지역권리에 설정유무
· 본부의 지원(연수, 지도) 부족

본부 운영 관련
분쟁유형

· 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 판매가격제한
· 로열티 과다징수
· 원부자재 구입수량의 강요에 의한 손실발생
· 본부와의 채권채무상쇄 감정관계의 불명확성
· 개업 전 매출, 경비, 수익예측과 실질금액의 차이 및
계속된 영업적자의 발생

초기투자, 매출,
수익예측 관련
분쟁유형

· 가맹 시 제시한 설비투자 등이 실비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경쟁사의 개점에 의한 이익감소
· 렌탈요금의 추가발생 등에 의한 운영비용부담액의 증
가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 인건비 등 운영비 지불 불능

기 타

· 장기간의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 해약 시에 고액의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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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사례 예방 및 처리방안
3-1.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시에 가맹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사전 정보인 법정개시서면에 정확히 정보를 게제하고
가맹자로부터의 질문에 정확하고 알기 쉽게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며 다양한 실질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또한, 앞에서 설명한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참고로 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조항을 미리 정해놓는 등 충분한 예방책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가맹점으로부터의 소송 중 가장 많은 소송이유인
“매출, 수익예측과의 괴리”의 대책으로 본부는 계약에 앞서 합리
적인 산정방법에 의한 예측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사)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
회,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 상공회의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
으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중으로 확인을 하여 계약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함.

3-2. 분쟁발생 시에 효과적인 처리 절차 및 방안
◦ 분쟁의 대부분은 가맹점 운영에 대한 조그만 트러블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부관리자와 가맹점주 사이의 충분한 대화에 의해
오해가 풀리는 사례가 적지 않음.
◦ 대화에 의해 합의를 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여 확정해 놓는 것도 효과적인 분쟁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응이 불충분할 때에는 소송으로 확대되며 재판소의 와해조정
또는 재판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 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프랜차이즈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
와 상담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정개시서면에 소송건수
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본부는 가능한 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충
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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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분쟁처리를 의뢰해야 하는가?
- 일상적인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은 일반적으로 본부로부터 점포운영을 위해 파견된 슈퍼바이
저(SV)와 접촉할 기회가 많으므로 SV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처리방
법을 강구할 것임. 분쟁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여 SV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처리될 일은 현장에서 처
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본부에 요청하여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함.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설명과 이해의 노력을 하였으나 계약내용
이 올바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수단을 강
구하나 프랜차이즈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적절함.
◦ 분쟁처리 의뢰 시 고려해야 할 점
-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간의 상법상 계약으로 인식되어지며 사업
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과는 엄연히 다름.
- 분쟁경위에 대한 정리
모든 분쟁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분쟁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는 그 분쟁의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함.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시계열적인 기록을 통해 보존하고 가맹점과의 대
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경위에 대한 사실기록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분쟁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각 항목에 대한 사항정리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금액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데이터를 보존하여 두는 것도 중요함.
◦ 합의 성립시의 처리방법
-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합의서”,“화해
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확약을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도“해약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
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

일본

175

- 가맹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의 공증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공증문서 조항에 “....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상대방이 지불을 거
부했을 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분쟁처리에 유
리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법정개시서면에 소송건
수를 기재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되도
록이면 소송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재판소의 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재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의뢰
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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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랜차이즈 관련 법문, 계약서 원문 및 주요 서식
(법문, 계약서 원문 및 주요 서식)
1. 법문 원문
① 중소소매상업진흥법
②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외국회사영업소설립 등기신청서(양식 1)
② 등기용지 (양식 2)
③ 등기 인감 날인 또는 인증된 사인 증명이 있는 사인(서식 없음)
④ 첨부서류(「선서공술서」(양식 3)

3. 고용에 필요한 서류
① 「노동조건통지서-일반노동자용 : 상용, 기간제 고용형」(양식 1)
「노동조건통지서-단시간노동자용 : 사용, 기간제 고용형」(양식 2)
② 「고용 계약서(정사원)」(양식 3)
「고용 계약서(파트타임)」(양식 4)
「고용 계약서(아르바이트)」(양식 5)

4. 프랜차이즈 체인 계약서 샘플
① 소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② 외식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③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일본

179

5. 법정개시서면 샘플
① 소매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업체명

북오프 코포레이션 주식회사

품목

헌책, 중고CD,DVD 등

점포명

BOOK OFF

가맹점수

현재 FC : 598개
직영점 : 303개, 자회사 점포 : 16개

주요위치

일본 전국

홈페이지

www.bookoff.co.jp

② 외식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업체명

Brosandcompany 주식회사

품목

순두부찌개 전문점

점포명

도쿄순두부

가맹점수

직영점 : 5개(2007년)

주요위치

도쿄 및 관동지방 중심

홈페이지

www.tokyo-sundubu.net

③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업체명

주식회사 니혼사와야카그룹

품목

클리닝 전문점

서비스명

클리닝 화이트 큐빈

가맹점수

현재 FC : 124개

주요위치

일본 전국

홈페이지

www.white-ex.co.jp

※ 이후에 언급될 일문에 대한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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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문 원문
① 중소소매상업진흥법
中小小売商業振興法
（昭和四十八年九月二十九日法律第百一号）
最終改正年月日:平成一九年六月一日法律第七〇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商店街の整備、店舗の集団化、共同店舗等の整備等の事業
の実施を円滑にし、中小小売商業者の経営の近代化を促進すること等
により、中小小売商業の振興を図り、もつ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
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中小企業者」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者をいう。
一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三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
業員の数が三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製造業、建設業、運
輸業その他の業種（次号から第二号の三までに掲げる業種及び第三号
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
もの
二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一億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
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卸売業（第三号の政令
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二の二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 す
る従業員の数が百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サービス業（第三
号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
むもの
二の三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千万円以下の会社並びに常時使用
する従業員の数が五十人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小売業（次号
の政令で定める業種を除く。）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
もの
三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その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金額以下の
会社並びに常時使用する従業員の数がその業種ごとに政令で定める数
以下の会社及び個人であつて、その政令で定める業種に属する事業を
主たる事業として営むもの
四 企業組合
五 協業組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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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２

事業協同組合、事業協同小組合及び協同組合連合会、商工組合及び商
工組合連合会並びに商店街振興組合及び商店街振興組合連合会（以下
「組合等」という。）
この法律において「中小小売商業者」とは、小売業に属する事業を主
たる事業として営む者であつて、前項第二号の三から第五号まで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振興指針）
第三条
経済産業大臣は、中小小売商業の振興を図るための中小小売商業者に対
する一般的な指針（以下「振興指針」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
い。
２ 振興指針に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一 経営の近代化の目標に関する事項
二 経営管理の合理化に関する事項
三 施設及び設備の近代化に関する事項
四 事業の共同化に関する事項
五 中小小売商業の従事者の福利厚生に関する事項
六 その他中小小売商業の振興のため必要な事項
３ 経済産業大臣は、振興指針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小売業に属する
事業を所管する大臣に協議し、かつ、中小企業政策審議会の意見を聴
かなければならない。
４ 経済産業大臣は、振興指針を定め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要旨を公
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高度化事業計画の認定等）
第四条
商店街振興組合等（商店街振興組合若しくは商店街振興組合連合会、事
業協同組合、事業協同小組合若しくは協同組合連合会又は中小企業団体
の組織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二年法律第百八十五号）第九条ただし書
に規定する商店街組合若しくはこれを会員とする商工組合連合会をい
う。）は、主として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組合員又は所属員の経営の近
代化を図るため、商店街の区域において店舗、アーケード、街路灯その
他の施設又は設備を設置する事業について、商店街整備計画を作成し、
これを経済産業大臣に提出して、当該商店街整備計画が政令で定める基
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旨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２ 事業協同組合、事業協同小組合又は協同組合連合会は、主として中小
小売商業者である組合員又は所属員の経営の近代化を図るため、店舗
を一の団地に集団して設置する事業（当該事業に併せてアーケード、
街路灯その他の施設又は設備を設置する事業を含む。）について、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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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一

二

三

四

４

一

二

舗集団化計画を作成し、これを経済産業大臣に提出して、当該店舗集
団化計画が政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旨の認定を受ける
ことができる。
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組合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業について、第
三号に掲げる中小小売商業者は、当該合併又は出資をしようとする他
の中小小売商業者と共同して同号に定める事業について、第四号に掲
げる会社は同号に定める事業について、それぞれ共同店舗等整備計画
を作成し、これを経済産業大臣に提出して、当該共同店舗等整備計画
が政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旨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
きる。
事業協同組合又は事業協同小組合 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組合員のた
めの共同店舗又は休憩所、集会場その他の共同店舗と併設される施設
若しくは共同店舗の設備（以下この項及び第八項において「共同店舗
等」という。）の設置の事業
協業組合 組合の店舗又は休憩所、集会場その他の店舗と併設される
施設若しくは店舗の設備（次号において「店舗等」という。）の設置
の事業
他の中小小売商業者と合併をしようとし、又は他の中小小売商業者と
ともに資本金の額若しくは出資の総額の大部分を出資して会社を設立
しようとする中小小売商業者 次に掲げる事業
イ合併又は出資により設立される小売業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 と
して営む会社（合併後存続する会社を含む。）の店舗等の設置の
事業
ロ出資により設立される会社及びその会社に出資しようとする中小小
売商業者のための共同店舗等の設置の事業
二以上の中小小売商業者が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の大部分を出資
している会社 当該会社及び当該会社に出資している中小小売商業者
のための共同店舗等の設置の事業
第一号に掲げる組合等は同号に定める事業について、第二号に掲げる
組合等又は中小小売商業者は当該出資をしようとする他の組合等又は
中小小売商業者と共同して同号に定める事業について、第三号に掲げ
る会社は同号に定める事業について、それぞれ電子計算機利用経営管
理計画を作成し、これを主務大臣に提出して、当該電子計算機利用経
営管理計画が政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旨の認定を受け
ることができる。
組合等 電子計算機を利用して、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組合員又は所
属員の経営管理を合理化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施設又は設備の設置の
事業
他の組合等又は中小小売商業者とともに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の
大部分を出資して会社を設立しようとする組合等又は中小小売商業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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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５

６

７

一

二
三
８

電子計算機を利用して、当該会社に出資しようとする組合等の中小小
売商業者である組合員若しくは所属員又は中小小売商業者の経営管理
を合理化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施設又は設備の設置の事業
二以上の組合等又は中小小売商業者が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の大
部分を出資している会社 電子計算機を利用して、当該会社に出資し
ている組合等の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組合員若しくは所属員又は中小
小売商業者の経営管理を合理化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施設又は設備の
設置の事業
連鎖化事業（主として中小小売商業者に対し、定型的な約款による契
約に基づき継続的に、商品を販売し、又は販売をあつせんし、かつ、
経営に関する指導を行う事業をいう。以下同じ。）を行う者は、当該
連鎖化事業の用に供する倉庫その他の施設又は設備を設置する事業に
ついて、連鎖化事業計画を作成し、これを主務大臣に提出して、当該
連鎖化事業計画が政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旨の認定を
受けることができる。
中小企業者が出資している会社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
もの（以下「特定会社」という。）若しくは一般社団法人若しくは一
般財団法人（以下「一般社団法人等」という。）又は特定会社を設立
しようとする者は、商店街の区域、団地又は建物の内部に集団して事
業を営む中小小売商業者の経営の近代化を支援するため、共同店舗、
アーケード、休憩所その他の施設又は設備を設置する事業について、
商店街整備等支援計画を作成し、これを経済産業大臣に提出して、当
該商店街整備等支援計画が政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旨
の認定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商店街整備計画、店舗集団化計画、共同店舗等整備計画、電子計算機
利用経営管理計画、連鎖化事業計画又は商店街整備等支援計画（以下
「高度化事業計画」という。）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
ばならない。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事業、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各号に
定める事業又は前二項に規定する事業（以下「高度化事業」とい
う。）の目標及び内容
高度化事業の実施時期
高度化事業の実施に必要な資金の額及びその調達方法
経済産業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同
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定める事業に係る共同店舗等整備計画にあつて
は当該共同店舗等整備計画に係る組合を所管する大臣に、同項第三号
又は第四号に定める事業に係る共同店舗等整備計画にあつては当該共
同店舗等整備計画に係る店舗又は共同店舗において行われる小売業に
属する事業を所管する大臣に、共同店舗等の設置の事業に係る商店街
整備等支援計画について第六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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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

は、当該商店街整備等支援計画に係る共同店舗において行われる小売
業に属する事業を所管する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前各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高度化事業計画の認定及びその取消し
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資金の確保）
第五条
国は、前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高度化事業
計画に基づく高度化事業の実施その他中小小売商業者の経営の近代化
のための事業の実施に必要な資金の確保又はその融通のあつせんに努
めるものとする。
第五条の二
削除
（中小企業信用保険法の特例）
第五条の三
中小企業信用保険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四号）第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普通保険（以下「普通保険」という。）、同法第三条の二
第一項に規定する無担保保険（以下「無担保保険」という。）又は同
法第三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小口保険（以下「特別小口保険」
という。）の保険関係であつて、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同法第三条
第一項、第三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債務の保
証であつて、第四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
高度化事業計画に基づく高度化事業（同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
受けた連鎖化事業計画に係る連鎖化事業に加盟する者（以下「加盟
者」という。）が実施する事業であつて、当該連鎖化事業計画に基づ
く高度化事業と密接に関連するものを含む。）の実施に必要な資金に
係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受けた中小企業者に係るものについ
ての次の表の上欄に掲げる同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
定中同表の中欄に掲げる字句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字句とする。
第三条第一項 保険価額の合計額が 中小小売商業振興法第五条の三第一項
に規定する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以下「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と
いう。）に係る保険関係の保険価額の合計額とその他の保険関係の保
険価額の合計額とがそれぞれ
第三条の二第一項、第三条の三第一項 保険価額の合計額が 中小小売商業
関連保証に係る保険関係の保険価額の合計額とその他の保険関係の保
険価額の合計額とがそれぞれ
第三条の二第三項 当該借入金の額のうち 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及びその
他の保証ごとに、それぞれ当該借入金の額のう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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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該債務者 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及びその他の保証ごとに、当該債務者
第三条の三第二項 当該保証をした 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及びその他の保
証ごとに、それぞれ当該保証をした
当該債務者 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及びその他の保証ごとに、当該債務者
２

普通保険の保険関係であつて、中小小売商業関連保証に係るものにつ
いての中小企業信用保険法第三条第二項及び第五条の規定の適用につ
いては、同法第三条第二項中「百分の七十」とあり、及び同法第五条
中「百分の七十（無担保保険、特別小口保険、流動資産担保保険、公
害防止保険、エネルギー対策保険、海外投資関係保険、新事業開拓保
険、事業再生保険及び特定社債保険にあつては、百分の八十）」とあ
るのは、「百分の八十」とする。
３ 普通保険、無担保保険又は特別小口保険の保険関係であつて、中小小
売商業関連保証に係るものについての保険料の額は、中小企業信用保
険法第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保険金額に年百分の二以内において
政令で定める率を乗じて得た額とする。

第五条の四
第四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一般社団法人等（一般社団法人
にあつてはその社員総会における議決権の二分の一以上を中小企
業者が有しているもの、一般財団法人にあつては設立に際して拠
出された財産の価額の二分の一以上が中小企業者により拠出され
ているものに限る。）であつて、当該認定を受けた商店街整備等
支援計画に基づく高度化事業の実施に必要な資金に係る中小企業
信用保険法第三条第一項又は第三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債務の
保証を受けたものについては、当該一般社団法人等を同法第二条
第一項の中小企業者とみなして、同法第三条、第三条の二及び第
四条から第八条まで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
第三条第一項及び第三条の二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
れらの規定中「借入れ」とあるのは、「中小小売商業振興法第四
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商店街整備等支援計画に基づ
く高度化事業の実施に必要な資金の借入れ」とする。
第六条
削除
（調査）
第七条
国は、中小小売商業者が地域的条件を考慮してその経営の近代化を行な
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地域における小売商業の実態及びそ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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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済的社会的条件に関する調査を行ない、地域における小売商業の将来
の展望を明らかにす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研修事業の実施等）
第八条
国は、中小小売商業の従事者の資質の向上を図るため、研修事業の実
施、経営の指導を担当する者の養成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
ものとする。
２ 国は、中小小売商業者の依頼に応じて、その経営の近代化に関し必要
な指導及び助言を行なうものとする。
（小規模企業者に対する配慮）
第九条
国は、中小小売商業者の経営の近代化のための施策を講ずるにあたつて
は、小規模企業者に対する特別の配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地方公共団体の施策）
第十条
地方公共団体は、国の施策に準じて施策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
る。

（特定連鎖化事業の運営の適正化）
第十一条
連鎖化事業であつて、当該連鎖化事業に係る約款に、加盟者に特定の商
標、商号その他の表示を使用させる旨及び加盟者から加盟に際し加盟
金、保証金その他の金銭を徴収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以下「特定
連鎖化事業」という。）を行う者は、当該特定連鎖化事業に加盟しよ
うとする者と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者に対し、次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
を交付し、その記載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加盟に際し徴収する加盟金、保証金その他の金銭に関する事項
二 加盟者に対する商品の販売条件に関する事項
三 経営の指導に関する事項
四 使用させる商標、商号その他の表示に関する事項
五 契約の期間並びに契約の更新及び解除に関する事項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
２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経済産業省令の制定又は改廃をしようとする
ときは、小売業に属する事業を所管する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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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条
主務大臣は、特定連鎖化事業を行なう者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従つてい
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同項の規定に従うべきことを勧
告することができる。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勧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特定連鎖化
事業を行なう者がその勧告に従つ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
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報告の徴収）
第十三条
経済産業大臣は、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
認定を受けた高度化事業計画に基づく高度化事業を実施する者に対
し、当該事業の実施状況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２ 主務大臣は、第四条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高度
化事業計画に基づく高度化事業を実施する者に対し当該事業の実施状
況について、特定連鎖化事業を行う者に対し前条の規定の施行に必要
な限度においてその業務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主務大臣）
第十四条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大臣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第四条第四項に規定する電子計算機利用経営管理計画に関する事項に
ついては、経済産業大臣及び同項各号に定める事業により経営管理を
合理化する中小小売商業者が販売する主たる商品の流通を所管する大
臣
二 第四条第五項に規定する連鎖化事業計画に関する事項及び特定連鎖化
事業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経済産業大臣及び連鎖化事業に係る主
たる商品の流通を所管する大臣
（都道府県が処理する事務）
第十五条
この法律に規定する経済産業大臣、主務大臣及び第四条第八項に規定す
る所管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罰則）
第十六条
第十三条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は、十万円
以下の罰金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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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附則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
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前項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
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同項の刑を科する。
抄

（施行期日）
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三年五月二四日法律第八四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改正前の中小小売商業振興法（以下「旧法」という。）第四条第一項か
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計画に関する計画の変更の認
定及び取消し並びに旧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
定を受けた計画に基づく事業を実施する者に対する報告の徴収につい
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２ 旧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計画に基
づき設置される設備に係る貸付金についての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
成法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３ 旧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計画に基
づく事業（旧法第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連鎖化事業計
画に係る連鎖化事業に加盟する者が実施する事業であって、当該連鎖
化事業計画に基づく事業と密接に関連するものを含む。）の実施に必
要な資金に係る債務の保証についての中小企業信用保険法の適用につ
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４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
前の例による。
５ 第一項の規定によ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報告の徴収に係るこ
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
の例による。ただし、旧法の規定中「三万円」とあるのは、「十万
円」とする。
附則

（平成一〇年三月三一日法律第二三号）

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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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一年三月三一日法律第一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一年七月一六日法律第八七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
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第一条中地方自治法第二百五十条の次に五条、節名並びに二款及び款
名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百五十条の九第一項に係る部分（両議
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係る部分に限る。）に限る。）、第四十条中自
然公園法附則第九項及び第十項の改正規定（同法附則第十項に係る部
分に限る。）、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農業改良助長法第十四条の三
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第四百七十二条の規定（市町
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第六条、第八条及び第十七条の改正規定
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附則第七条、第十条、第十二条、第五十
九条ただし書、第六十条第四項及び第五項、第七十三条、第七十七
条、第百五十七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第百六十条、第百六十三
条、第百六十四条並びに第二百二条の規定 公布の日
（国等の事務）
第百五十九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
律の施行前において、地方公共団体の機関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
令により管理し又は執行する国、他の地方公共団体その他公共団体の
事務（附則第百六十一条において「国等の事務」という。）は、この
法律の施行後は、地方公共団体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当
該地方公共団体の事務として処理するものとする。
（処分、申請等に関する経過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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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条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各規定。以下
この条及び附則第百六十三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
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た許可等の処分その他の行為（以下こ
の条において「処分等の行為」という。）又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
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許可等の申請その
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請等の行為」という。）で、この
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これらの行為に係る行政事務を行うべき者が
異なることとなるものは、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又は改正後
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の経過措置に関する
規定に定めるもの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後における改正後の
それぞれの法律の適用については、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
定によりされた処分等の行為又は申請等の行為とみなす。
２ この法律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
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
らない事項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
について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
のほか、これを、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国又は地
方公共団体の相当の機関に対して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
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し
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不服申立てに関する経過措置）
第百六十一条
施行日前にされた国等の事務に係る処分であって、当該処分をした行政
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庁」という。）に施行日前に行政不服
審査法に規定する上級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
いう。）があったものについての同法による不服申立てについては、
施行日以後においても、当該処分庁に引き続き上級行政庁があるもの
とみなして、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
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庁は、施行日前に当該処分
庁の上級行政庁であった行政庁とする。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庁が地方公共団体
の機関であるときは、当該機関が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により処理す
ることとされる事務は、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
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手数料に関する経過措置）
第百六十二条
施行日前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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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命令を含む。）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であった手数料について
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
なお従前の例によ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百六十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
の例による。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第百六十四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２ 附則第十八条、第五十一条及び第百八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関して必
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検討）
第二百五十条
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につい
ては、できる限り新たに設け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とともに、新地
方自治法別表第一に掲げるもの及び新地方自治法に基づく政令に示す
ものについては、地方分権を推進する観点から検討を加え、適宜、適
切な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
第二百五十一条
政府は、地方公共団体が事務及び事業を自主的かつ自立的に執行できる
よう、国と地方公共団体との役割分担に応じた地方税財源の充実確保
の方途について、経済情勢の推移等を勘案しつつ検討し、その結果に
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二百五十二条
政府は、医療保険制度、年金制度等の改革に伴い、社会保険の事務処理
の体制、これに従事する職員の在り方等について、被保険者等の利便
性の確保、事務処理の効率化等の視点に立って、検討し、必要がある
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
る。
附則

（平成一一年一二月三日法律第一四六号）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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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四条
この法律（附則第一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規定。
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
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
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政令への委任）
第十五条
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
必要となる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附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〇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第二条及び第三条を除く。）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
行する。
附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二二二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
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三 第四条の規定並びに第七条中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
る臨時措置法第九条の改正規定並びに附則第四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
定、附則第十五条中激甚災害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等に関
する法律（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五十号）第十三条の改正規定、附則
第十六条の規定、附則第十八条中中小小売商業振興法（昭和四十八年
法律第百一号）第五条の二の改正規定、附則第二十条中中小企業にお
ける労働力の確保及び良好な雇用の機会の創出のための雇用管理の改
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五十七号）第十一条の改正規
定、附則第二十三条中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平成四年法律
第六十五号）第八条の改正規定、附則第二十五条中エネルギー等の使
用の合理化及び再生資源の利用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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措置法（平成五年法律第十八号）第二十二条の改正規定、附則第二十
六条、第二十七条及び第二十九条の規定、附則第三十条中中心市街地
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
法律（平成十年法律第九十二号）第二十五条の改正規定、附則第三十
一条中新事業創出促進法（平成十年法律第百五十二号）第二十一条の
改正規定、附則第三十二条中中小企業経営革新支援法（平成十一年法
律第十八号）第七条、第十二条及び附則第三条の改正規定、附則第三
十四条中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
二十五条及び第二十七条の改正規定、附則第三十五条中中央省庁等改
革関係法施行法第九百二条の改正規定並びに附則第三十六条の規定
平成十二年四月一日
附則

（平成一三年三月三〇日法律第七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三年一二月七日法律第一四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四年一一月二二日法律第一〇九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五年三月三一日法律第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五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七年三月三一日法律第二一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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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第八十九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
は、政令で定める。
附則

（平成一七年七月二六日法律第八七号）

抄

この法律は、会社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八年六月二日法律第五〇号）

抄

（施行期日）
１ この法律は、一般社団・財団法人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調整規定）
２ 犯罪の国際化及び組織化並びに情報処理の高度化に対処するための刑
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
号）の施行の日
が施行日後となる場合には、施行日から同法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の
間における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六号。次項にお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
という。）別表第六十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中間法
人法（平成十三年法律第四十九号）第百五十七条（理事等の特別背
任）の罪」とあるのは、「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
律（平成十八年法律第四十八号）第三百三十四条（理事等の特別背
任）の罪」とする。
３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同項の場合において、犯罪の国際化及び
組織化並びに情報処理の高度化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
する法律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組織的犯罪処罰法の規定
の適用については、第四百五十七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
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旧中間法人法第百五十七条（理事等の
特別背任）の罪は、組織的犯罪処罰法別表第六十二号に掲げる罪とみ
なす。
附則

（平成一九年三月三〇日法律第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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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法律は、平成十九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百五十七条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あっては、当該規定。以下こ
の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
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
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第百五十八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
は、政令で定める。
附則

（平成一九年六月一日法律第七〇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
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②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
中小小売商業振興法施行令
（昭和四十八年九月二十九日政令第二百八十六号）
最終改正年月日:平成一九年三月三〇日政令第九二号
内閣は、中小小売商業振興法（昭和四十八年法律第百一号）第四条第一項
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六項並びに第十五条の規定に基づき、この政令を制
定する。
（中小企業者の範囲）
第一条
中小小売商業振興法（以下「法」という。）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
する政令で定める業種並びにその業種ごとの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及
び従業員の数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業種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 従業員の数
一 ゴム製品製造業（自動車又は航空機用タイヤ及びチューブ製造業並び
に工業用ベルト製造業を除く。） 三億円 九百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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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ソフトウェア業又は情報処理サービス業 三億円 三百人
三 旅館業 五千万円 二百人
（商店街整備計画の認定の基準）
第二条
法第四条第一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当該商店街振興組合等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数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数以上であること。
二当該商店街振興組合等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三分の二以上が中小小売商
業者又は中小サービス業者（サービス業に属する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
て営む者であつて、法第二条第一項第二号の二又は第三号から第五号ま
で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であり、かつ、中
小小売商業者の数が中小サービス業者の数以上であること。
三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で
あること。
四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行
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五当該商店街振興組合等の組合員又は所属員がその店舗その他の施設を新
設し、又は改造する事業にあつては、当該組合員又は所属員が新設し、
又は改造する店舗その他の施設の敷地面積の合計のうち中小企業者が新
設し、又は改造する店舗その他の施設に係る部分が三分の二以上であ
り、かつ、当該組合員又は所属員の二分の一以上（経済産業省令で定め
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組合員又は所属員のうち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
数以上の者）が当該事業に参加すること。
（店舗集団化計画の認定の基準）
第三条
法第四条第二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事業協同組合、事業協同小組合又は協同組合連合会（次号及び第五号
において「事業協同組合等」という。）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数が経済
産業省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こと。
二 当該事業協同組合等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三分の二以上が中小小売商
業者又は中小サービス業者であり、かつ、中小小売商業者の数が中小
サービス業者の数以上であること。
三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であること。
四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五 当該事業協同組合等のすべての組合員又は所属員が当該団地に店舗を
設置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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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店舗等整備計画の認定の基準）
第四条
法第四条第三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同項第一号に掲げる組合が作成
する共同店舗等整備計画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当該組合の組合員の数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こと。
二 当該組合の組合員の三分の二以上が中小小売商業者又は中小サービス
業者であり、かつ、中小小売商業者の数が中小サービス業者の数以上
であること。
三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であること。
四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五 当該組合の組合員であつて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もののすべてが当該
共同店舗において小売業に属する事業を営むこと。
六 当該共同店舗のうち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部分の床面積が
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面積以上であること。
２ 法第四条第三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同項第二号に掲げる組合が作
成する共同店舗等整備計画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当該組合の組合員の数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こと。
二 当該組合が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こと。
三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であること。
四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五 当該組合が当該店舗を主として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こと。
六 当該店舗のうち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部分の床面積が前項
第六号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面積以上であること。
３ 法第四条第三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同項第三号に掲げる中小小売
商業者が当該合併又は出資をしようとする他の中小小売商業者と共同
して作
成する共同店舗等整備計画及び同項第四号に掲げる会社が
作 成する共同店舗等整備計画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当該合併若しくは出資をしようとし、又は当該出資をしている中小小
売商業者の数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こと。
二 出資により設立される会社又は法第四条第三項第四号に掲げる会社に
あつては、中小小売商業者の所有に係る当該会社の株式の数の当該会
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割合又は中小小売商業者の当該会社へ
の出資の金額の当該会社の出資の総額に対する割合が十分の七以上で
あること。
三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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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五
六

七

であること。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法第四条第三項第三号イに定める事業にあつては、同号イに規定する
会社が当該店舗を主として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こと。
法第四条第三項第三号ロに定める事業又は同項第四号に定める事業に
あつては、当該共同店舗が主として同項第三号ロに規定する会社若
しくはその会社に出資しようとする中小小売商業者又は同項第四号
に掲げる会社若しくはその会社に出資している中小小売商業者が営
む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されること。
当該店舗又は共同店舗のうち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部分の
床面積が第一項第六号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面積以上であるこ
と。

（電子計算機利用経営管理計画の認定の基準）
第五条
法第四条第四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同項第一号に掲げる組合等が作
成する電子計算機利用経営管理計画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当該組合等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数が主務省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
こと。
二 当該組合等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四分の三以上が中小小売商業者であ
ること。
三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であること。
四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２ 法第四条第四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同項第二号に掲げる組合等又
は中小小売商業者が当該出資をしようとする他の組合等又は中小小
売商業者と共同して作成する電子計算機利用経営管理計画及び同項
第三号に掲げる会社が作成する電子計算機利用経営管理計画について
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当該出資をしようとし、又は当該出資をしている組合等の中小小売商
業者である組合員若しくは所属員又は中小小売商業者の数が主務省
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こと。
二 組合等若しくは中小小売商業者の所有に係る当該会社の株式の数の当
該会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割合又は組合等若しくは中小小
売商業者の当該会社への出資の金額の当該会社の出資の総額に対す
る割合が十分の七以上であること。
三 当該出資をしようとし、又は当該出資をしている者（組合等にあつて
は、その組合員又は所属員）の四分の三以上が中小小売商業者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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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こと。
四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であること。
五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連鎖化事業計画の認定の基準）
第六条
法第四条第五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当該連鎖化事業の加盟者の数が主務省令で定める数以上であること。
二 当該連鎖化事業の加盟者の十分の七以上が中小小売商業者であること。
三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連鎖化事業を効率的に実施
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四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特定会社の要件）
第七条
法第四条第六項の政令で定める要件は、中小企業者以外の会社（以下こ
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大企業者」という。）の所有に係る当該会社の
株式の数の当該会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割合又は大企業者の当該
会社への出資の金額の当該会社の出資の総額に対する割合が二分の一未満
であること（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が出資する場合にあつて
は、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の出資後において、大企業者の所
有に係る当該会社の株式の数の当該会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割合
又は大企業者の当該会社への出資の金額の当該会社の出資の総額に対する
割合が二分の一未満となることが確実と認められること）とする。
（商店街整備等支援計画の認定の基準）
第八条
法第四条第六項の政令で定める基準は、次のとおりとする。
一 法第四条第七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が振興指針に照らして適切なもの
であること。
二 法第四条第七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当該事業を確実に遂
行する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三 法第四条第六項の特定会社が当該事業を実施する場合にあつては、次
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であること。
イ当該特定会社に出資しようとし、又は出資している者の三分の二
以上が中小企業者であること。
ロ大企業者が当該特定会社の最大株主又は最大出資者とならない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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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
ハいずれの大企業者についても、その所有に係る当該特定会社の株
の数の当該特定会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割合又はその当
該特定会社への出資の金額の当該特定会社の出資の総額に対する割
合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割合未満であること。
四 共同店舗を設置する場合にあつては、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で
あること。
イ当該共同店舗において事業を営む者の三分の二以上が中小小売商
業者又は中小サービス業者であり、かつ、中小小売商業者の数が中
小サービス業者の数以上であること。
ロ 当該共同店舗のうち小売業に属する事業の用に供する部分の床面
積が第四条第一項第六号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面積以上であるこ
と。
（認定計画の変更等）
第九条
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者、同条第三
項第三号イ若しくはロ若しくは第四項第二号に規定する会社又は同条第六
項に規定する特定会社は、同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よる認定を
受けた高度化事業計画（次項において「認定計画」という。）の変更をし
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変更が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要件に適合
するものである旨の経済産業大臣（法第四条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
る認定を受けた高度化事業計画の変更については、主務大臣）の認定を受
けなければならない。
２ 経済産業大臣又は主務大臣は、それぞれ、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
まで若しく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者、同条第三項第三号イ
若しくはロに規定する会社若しくは同条第六項に規定する特定会社又は
同条第四項若しく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者若しくは同条第
四項第二号に規定する会社が当該認定計画（当該認定計画の変更につい
て前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受け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に従つて
高度化事業を実施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認定を取り消すこと
ができる。
３ 法第四条第八項の規定は、同条第三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認定を
受けた高度化事業計画に係る第一項の規定による認定及び前項の規定に
よる認定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保険料率）
第十条
法第五条の三第三項の政令で定める率は、保証をした借入れの期間（中
小企業信用保険法施行令（昭和二十五年政令第三百五十号）第二条第一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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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規定する借入れの期間をいう。）一年につき、中小企業信用保険法（昭
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四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普通保険にあつ
ては〇・四一パーセント（手形割引特殊保証（同令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
る手形割引特殊保証をいう。以下同じ。）及び当座貸越し特殊保証（同令
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当座貸越し特殊保証をいう。以下同じ。）の場合
は、〇・三五パーセント）、同法第三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無担保保険
にあつては〇・二九パーセント（手形割引特殊保証及び当座貸越し特殊保
証の場合は、〇・二五パーセント）、同法第三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特
別小口保険にあつては〇・一九パーセント（手形割引特殊保証及び当座貸
越し特殊保証の場合は、〇・一五パーセント）とする。
（都道府県が処理する事務）
第十一条
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六項、法第十三条第一項並びに第
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並びに
法第四条第八項（第九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
る経済産業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又は所管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は、
当該高度化事業計画に係る施設又は設備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
が行うこと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法中前段に規定する事務に係る
経済産業大臣又は所管大臣に関する規定は、都道府県知事に関する規定と
して都道府県知事に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附則

抄

（施行期日）
１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昭和四八年一〇月一五日政令第三一〇号）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昭和五四年一二月七日政令第二八九号）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昭和五六年五月一九日政令第一七五号）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三年七月三一日政令第二五四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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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中小小売商業振興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
第八十四号）の施行の日（平成三年八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七年三月二九日政令第一三〇号）

この政令は、平成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七年一二月二七日政令第四三六号）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一年六月二三日政令第二〇四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一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一年一二月三日政令第三八五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一年一二月三日政令第三八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
この政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政令の附則においてなお従前の例
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政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
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 （平成一二年三月二九日政令第一三二号）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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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この政令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２ 平成十二年度から平成十五年度までの間における第一条の規定による
改正後の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第四条第一項の規定
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県の特別会計」とあるのは、「中小企業の
事業活動の活性化等のための中小企業関係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二百二十二号）第四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中小企
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第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県の特別会計の決算上の
同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中小企業設備近代化資金の貸付額及び県の
特別会計」とする。
附則 （平成一二年六月七日政令第三一一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
十八号）の施行の日（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六年五月二六日政令第一八一号）

抄

この政令は、機構の成立の時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七年三月三一日政令第一〇三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八年四月二六日政令第一八〇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会社法の施行の日（平成十八年五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 （平成一九年三月三〇日政令第九二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九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자료원 : 일본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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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외국회사영업소설립 등기 신청서」(양식 1)
② 「등기용지」
※ 등기사무가 컴퓨터화 된 등기소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기재란에의 기재
대신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플로피 디스크 ․ CD-R 등의 자기 디스크 또
는 등기 사항을 기재한 OCR용지에 의한 제출이 가능(양식 2)
③ 등기인감에 의한 날인 또는 인증된 사인, 증명이 있는 사인
④ 첨부 서류
a) 본점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서면(본국에서의 등록, 관청
증명서 등)
b)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외국 회사에 의한 임
명, 계약서 등)
c) 외국회사의 정관 혹은 그 외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a) b) c)는 모두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 혹은
일본에 있어서의 영사 등, 권한이 있는 본국정부파견기관의 인증을 받
은 것을 필요로 한다. 통상, 이러한 서류 대신에, 주일의 본국영사의
면전에서의「선서공술서」(양식 3)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일본어 번역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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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서(예)
外国会社営業所設置登記申請書
１．商号 ××××××・カンパニー・インコーポレイテッド
１．本店 韓国ソウル特別市××××××
１．営業所 東京都中央区××××××
１．登記の事由
営業所設置
１．営業所設置に関する通知書到達年月日
平成 年 月 日
１．登記すべき事項
別紙の通り*1
１．登記免許税 金90,000円*2
１．添付書類
本店の存在を認めるに足りる書面は、宣誓供述書の記載を援用する。
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資格を証する書面は、宣誓供述書の記載を援用
する。
定款（または会社の性質を識別するに足りる書面）は、宣誓供述書の
記載を援用する。
上記書類の訳文
1通
印鑑登録証明書
1通
委任状
1通*3
上記のとおり登記の申請をします。
平成 年 月 日
韓国ソウル特別市××××××
申請人 ××××××・カンパニー・インコーポレイテッド
東京都中央区××××××
日本における代表者 ××××*4
東京都中央区××××××
上記代表人
㊞
東京法務局 御中
*1. 등기용지에 기재함.
*2. 등록면허세의 납부방법은 등록면허세법21조 도는 22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납
부 또는 인지납부(수입인지)로 함.
*3.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시에 필요하며 일본의 대표자는 위임장에 법무국에 인
감 또는 서명(서명증명서 첨부)을 할 필요가 있음.
*4. 일본의 대표자 자신이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법무국에 인감을 압인하던가
서명(서명증명서 첨부)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본무역진흥기구편「대일투자핸드북(제7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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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등기용지 (기재 예)
등기사항을 자기디스크에 기록 또는 OCR 신청용지에 기재해 제출할 경우
「商号」○○○Inc.
「本店」○○○国 ○○○市
「会社設立の準拠法」○○○国
「会社設立の年月日」

年

月

日

「公告をする方法」 官報に掲載してする。
（準拠法の規定による公告方法） ○○に掲載してする。
「目的」
１ 化学品の輸入
２ 電子部品の輸入
３ 前各号に付帯する一切の業務
「発行可能株式総数」 800株
「発行済株式の総数」 200株
「資本金の額」 1,000,000ドル
「役員に関する事項」
「資格」 取締役
「氏名」 ○○○○
「役員に関する事項」
「資格」 取締役
「氏名」 ○○○○
「役員に関する事項」
「資格」 日本における代表者
「住所」 東京都世田谷区高田○丁目○番○号
「氏名」 ○○○○
「支店」
「日本における営業所」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丁目○番地
「登記記録に関する事項」

年

月

日営業所設置

자료원 : 일본무역진흥기구편 「대일투자핸드북(제7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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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선서공술서 (예)

宣誓供述書
東京都○○区○○3丁目2番1号の私○○は、東京都○○区○○3丁目2番1号所在の
××××××・カンパニー・インコーポレイテッド（以下「当会社」という）の日本に
おける代表者であり、宣誓の上、以下のとおり言明します。
１．私は当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であり、本宣誓供述を行い、営業所設置の手
続きを行う権限を委任されています。
２．当会社の商号は、××××××・カンパニー・インコーポレイテッドです。
３．当会社本店の住所は、韓国ソウル特別市××××××です。
４．1株あたりの額面価値は○○ドルです。
５．当会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株です。
６．当会社が発行済の株式の総数は○○株です。
７．当会社の払込資本の総額は○○○ドルです。
８．当会社の設立は19××年×月×日です。
９．当会社の事業目的は以下のとおりです。
(1)衣料用繊維製品ならびにその原料の輸出入および売買
(2)各種工業薬品、化粧品ならびにその原料の輸出入および売買
(3)各種機械の輸出入および売買
(4)前各号に付帯関連する一切の業務
１０．当会社の取締役および監査役の氏名ならびに代表取締役の氏名および住所は
以下のとおりです。
取 締 役：○○○○
○○○○
○○○○
○○○○
代表取締役：○○○○
韓国ソウル特別市××××××
１１．当会社の設立の準拠法は○○○国法律です。
１２．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は、東京都世田谷区高田○丁目○番○号です。
１３．日本における営業所の住所は、東京都中央区××××××です。
１４．日本における営業所設立は20××年○月○日です。
１５．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生年月日は19××年×月×日です。
１６．日本において貸借対照表を公開する方法は、(官報または日刊新聞またはイ
ンターネット掲載)とする
＊株式会社のみ
１７．会社の事業年度は、毎年○月○日から○月○日までとする。
（署名）
○○○○
日本における代表者
자료원 : 일본무역진흥기구편 「대일투자핸드북(제7판)」참조
20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3. 고용에 필요한 서류
① 「노동조건통지서-일반노동자용 : 상용, 유기고용형」(양식 1)
「노동조건통지서-단시간노동자용 : 상용, 유기고용형」(양식 2)
덧붙여 노동 기준법 시행 규칙 제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노동자
에게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
① 노동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 및 종사해야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시업 및 종업 시각, 소정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시간, 휴
일, 휴가 및 노동자를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취업시킬 경우에 있어 취업시
간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임금(퇴직 수당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임금을 제외한다. )의 결정, 계산 및 지
불 방법, 임금 마감 및 지불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를 포함함)
퇴직 수당의 규정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범위, 퇴직 수당의 결정, 계산 및 지
불 방법 및 퇴직 수당의 지불 시기에 관한 사항
⑤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퇴직 수당을 제외), 상여 및 제8조 각호에 내건 임금
및 최저 임금액에 관한 사항
⑥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식비, 작업용품 그 외에 관한 사항
⑦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⑧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⑨ 재해 보상 및 업무외의 병부조에 관한 사항
⑩ 표창 및 제제 관한 사항
⑪ 휴직에 관한 사항

② 「고용계약서(정사원)」(양식 3)
「고용계약서(파트타임)」(양식 4)
「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양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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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일반노동자용 : 상용, 기간제 고용형 노동조건통지서
年月日
殿事業場名称・所在地
契約期間

使用者職氏名

期間の定めなし、期間の定めあり（※）（ 年 月 日～ 年 月 日）

就業の場所
従事すべき
業務の内容

始業、終業
の時刻、休
憩時間、就
業時転換((
1)～(5)のう
ち該当する
もの一つに
○を付ける
こと。)、所
定時間外労
働の有無に
関する事項

１ 始業・終業の時刻等
(1)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以下のような制度が労働者に適用される場合】
(2)変形労働時間制等；（
）単位の変形労働時間制・
交替制として、次の勤務時間の組み合わせによる。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適用日
）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適用日
）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適用日
）
(3) ﾌﾚｯｸｽﾀｲﾑ制；始業及び終業の時刻は労働者の決定に委ねる。
（ただし、ﾌﾚｷｼﾌﾞﾙﾀｲﾑ（始業） 時 分から 時 分、
（終業） 時
分から
時 分、
ｺｱﾀｲﾑ
時 分から
時 分）
(4) 事業場外みなし労働時間制；始業（ 時 分）終業（ 時 分）
(5) 裁量労働制；始業（ 時 分） 終業（ 時
分）を基本
とし、労働者の決定に委ねる。
○ 詳細は、就業規則第 条～第 条、第 条～第 条、第 条～第 条
２ 休憩時間（ ）分
３ 所定時間外労働の有無（ 有 ， 無 ）

休 日

・定例日；毎週 曜日、国民の祝日、その他（
）
・非定例日；週・月当たり 日、その他（
）
・１年単位の変形労働時間制の場合－年間 日
○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

休 暇

１ 年次有給休暇 ６か月継続勤務した場合→ 日継続勤務６か 月
以内の年次有給休暇 （有・無）→ か月経過で 日
２ その他の休暇 有給（
）無給（
）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

賃金

１ 基本賃金 イ 月給（
円）、ロ 日給（
円）
ハ 時間給（
円）、
ニ 出来高給（基本単価
円、保障給
円 ）

21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ホ その他（
円）
ヘ 就業規則に規定されている賃金等級等

２ 諸手当の額又は計算方法
イ（
手当 円 ／計算方法：
）
ロ（
手当 円 ／計算方法：
）
ハ（
手当 円 ／計算方法：
）
ニ（
手当 円 ／計算方法：
）
３ 所定時間外、休日又は深夜労働に対して支払われる割増賃金率
イ 所定時間外、法定超（ ）％、所定超（ ）％、
ロ 休日 法定休日（ ）％、法定外休日（ ）％、
ハ 深夜（ ）％
４ 賃金締切日（
）－毎月 日、（
）－毎月 日
５ 賃金支払日（
）－毎月 日、（
）－毎月 日
６ 賃金の支払方法（
）

７ 労使協定に基づく賃金支払時の控除（無 ，有
（

））

８ 昇給（時期等
９ 賞与（ 有（時期、金額等

）
） ， 無 ）

10 退職金（ 有（時期、金額等

退職に関す
る事項

１
２
３
４

） ，無 ）

定年制 （ 有 （ 歳） ， 無 ）
継続雇用制度（ 有（
歳まで） ， 無 ）
自己都合退職の手続（退職する 日以上前に届け出ること）
解雇の事由及び手続

○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

そ の 他

・社会保険の加入状況（ 厚生年金 健康保険 厚生年金基金 その他（
））
・雇用保険の適用（ 有 ， 無 ）
・その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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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期間」について「期間の定めあり」とした場合に記入

更新の有
無

１ 契約の更新の有無
[自動的に更新する・更新する場合があり得る・契約の更新
はしない・その他（
）]
２ 契約の更新は次により判断する。
・契約期間満了時の業務量 ・勤務成績、態度 ・能力
・会社の経営状況 ・従事している業務の進捗状況
・その他（
）

[기재요령]
1. 노동조건통지서는 해당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하여 본인에 교부하는 것임.
2. 각 란에 복수항목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항목에 ○를 표시함.
3. 밑줄 친 부분, 파선부분, 이중선 부분선내의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면의
교부에 의해 명시하는 것이 노동 기준법에 의해 의무 되어있는 사항임.
또한 퇴직금에 관한 사항,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노동
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보상 및 업무외의 병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 및
제재에 관한 사항, 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제도로서
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명시할 의무가 있음.
4. 노동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노동 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로 할 것.
또는 「계약기간」에 대해「계약기한 있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
의 갱신의 유무 및 갱신하는 경우 또는 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
(복수가능)을 명시해야 함.
5. 「취업장소」및「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의 란에 대해서는 고용한
직후의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장래의 취업 장소나 종사할
업무를 합쳐 망라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함.
6.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 시간, 취업 시 전환, 소정 시간외 노동의 유
무에 관한 사항」의 란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것. 또는 변형 노동 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재량노동제등
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유의해 기재하는 것.
◦ 변형 노동 시간제： 적용하는 변형 노동 시간제의 종류(1년 단위, 1
개월 단위 등)를 기재할 것. 교체제가 아닌 경우 「교체제」를=로 말
소로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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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타임제： 코어타임 또는 플렉서블 타임이 있는 경우는 그 시
간대의 개시 및 종료의 시각을 기재할 것. 코어타임 및 플렉서블 타
임이 없는 경우, 괄호 안을=로 말소로 해 둘 것.
◦ 사업장외 간주 노동 시간제： 소정의 시업 및 종업의 시각을 기재할 것.
◦ 재량노동제： 기본으로 하는 시업·종업 시각이 없는 경우, 「시업 ••
••••••••(을)를 기본으로 해, 」의 부분을=로 말소로 해 둘 것.
◦ 교체제： 시프트마다의 시업·종업의 시각을 기재하는 것. 또는 변
형 노동 시간제가 아닌 경우, 「( )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를=
로 말소로 해 둘 것.
7. 「휴일」의 란에 대해서는 소정 휴일에 대해 요일 또는 일을 특정해 기
재할 것.
8. 「휴가」의 란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는 6개월간 근속 근무해 그
사이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 주는 것이며, 그 부여 날짜를 기재할
것. 또한 그 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유급, 무급별로
휴가의 종류, 날짜(기간 등)를 기재하는 것.
9. 앞의 6, 7및 8항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할 사항의 내용이 방대할 경우 소
정 시간외 노동의 유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종류마다 시업 및
종업의 시각,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노동자에게 적용
되는 취업규칙상의 관계 조항 명을 망라하는 것으로 충분함.
10. 「임금」의 란에는 기본급등에 대해 구체적인 액을 명기할 것.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 등급 등에 의해 임금액을 확정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등급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함.
◦ 법정시간외에 소정 시간외 노동에 대해서는 25%, 법정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35%,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25%, 법정 초과 소정 시간외
노동이 심야 노동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50%, 법정 휴일 노동이
심야 노동일 경우에는 60%가 넘는 할증률로 할 것.
◦ 파선 내 사항은 제도로서 제정하고 있는 경우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
직함.
11. 「퇴직에 관한 사항」의 란에 대해서는 퇴직의 사유 및 수속, 해고 사
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경우 명시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관계 조항 명을 망라하는 것으
로 충분하며 덧붙여 정년제를 제정할 경우 60세를 밑돌아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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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5세 미만의 정년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연령자의 65세
(※)까지가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것 ①에서 ③의 조치
(고연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① 정년의 인상 ②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 ③ 정년의 규정의 폐지
(※ 다만, 2007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는 63세, 2010년 4
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64세임)
12. 「기타」의 란에는 해당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가입 상황 및 고용
보험적용의 유무 외에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에 관한 사항,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보상 및 업무외의
병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 및 제재에 관한 사항, 휴직에 관한 사항 등
을 제도로서 제정하고 있는 경우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각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교부하
였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음.
* 이 통지서는 모델 양식이며, 노동 조건의 규정 방식에 따라서는, 이 양
식 대로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자료원 : 후생노동성 웹사이트(http://www.mhlw.co.jp/)「노동기준법관계주요양식」에
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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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단시간 노동자용 : 상용, 기간제고용형
노동조건통지서
年 月 日
殿
事業場名称・所在地
使用者職氏名
契約期間

期間の定めなし、期間の定めあり（※）（ 年 月 日～ 年 月
日）

就業の場所
従事すべき
業務の内容
１ 始業・終業の時刻等
(1)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以下のような制度が労働者に適用される場合】
(2) 変形労働時間制等；（
）単位の変形労働時間制・
交替制として、次の勤務時間の組み合わせによる。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適用日 ）
始業、終業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適用日 ）
の
始業（ 時 分） 終業（ 時 分） （適用日 ）
時刻、休憩
時間、就業
時 転 換 ( ( (3) ﾌﾚｯｸｽﾀｲﾑ制；始業及び終業の時刻は労働者の決定に委ね
る。
1)～(5)の
うち該当す （ただし、ﾌﾚｷｼﾌﾞﾙﾀｲﾑ（始業） 時 分から 時 分、
（ 終業）
時 分から 時 分、
るもの一つ
ｺｱﾀｲﾑ
時 分から 時 分）
に○を付け
時
分）
る こ と (4) 事業場外みなし労働時間制；始業（
終業（
時
分）
。)、所定
分）
時間外労働 (5) 裁量労働制；始業（ 時 分） 終業（ 時
を基本とし、労働者の決定に委ねる。
の有無に関
○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第
する事項
条～第 条
２ 休憩時間（
）分
３ 所定時間外労働の有無
（ 有（1週 時間、1ヶ月 時間、1年 時間），無 ）
４ 休日労働（ 有（1ヶ月 時間、1年 時間），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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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 日
及び
勤務日

・定例日；毎週 曜日、国民の祝日、その他（
）
・非定例日；週・月当たり 日、その他（
）
・１年単位の変形労働時間制の場合－年間 日
（勤務日）
毎週（
）、その他（
）
○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

休 暇

１ 年次有給休暇 ６か月継続勤務した場合→
日継続勤務６
か月以内の年次有給休暇 （有・無）→ か月経過で 日
２ その他の休暇 有給（
） 無給（
）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
１ 基本賃金 イ 月給（
円）、ロ 日給（
円 )
ハ 時間給（
円）
ニ 出来高給（基本単価
円、保障給
円）
ホ その他（
円）

ヘ 就業規則に規定されている賃金等級

賃金

２ 諸手当の額又は計算方法
イ（ 手当
円 ／計算方法：
）
ロ（ 手当
円 ／計算方法：
）
ハ（ 手当
円 ／計算方法：
）
ニ（ 手当
円 ／計算方法：
）
３ 所定時間外、休日又は深夜労働に対して支払われる割増賃
金率
イ 所定時間外、法定超（ ）％、所定超（ ）％、
ロ 休日 法定休日（ ）％、法定外休日（ ）％、
ハ 深夜（ ）％
４ 賃金締切日（
）－毎月 日、（
）－毎月 日
５ 賃金支払日（
）－毎月 日、（
）－毎月 日
６ 賃金の支払方法（
）
７ 労使協定に基づく賃金支払時の控除（無 ，有（
８ 昇給 （ 有（時期、金額等

） ， 無 ）

９ 賞与 （ 有（時期、金額等

） ， 無 ）

10 退職金（ 有（時期、金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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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 ）

））

１ 定年制 （ 有 （ 歳） ， 無 ）
２ 継続雇用制度（ 有（ 歳まで） ， 無 ）
３ 自己都合退職の手続（退職する
日以上前に届け出るこ
退職に関す と）
４ 解雇の事由及び手続
る事項

○詳細は、就業規則 第 条～第 条、第 条～第 条

そ の 他

・社会保険の加入状況（ 厚生年金 健康保険 厚生年金基金
その他（
））
・雇用保険の適用（ 有 ， 無 ）
・その他

・具体的に適用される就業規則名（

）

※ 「契約期間」について「期間の定めあり」とした場合に記入

１ 契約の更新の有無
更新の有
無

[自動的に更新する・更新する場合があり得る・契約の更新は
しない・その他（

）]

２ 契約の更新は次により判断する。
・契約期間満了時の業務量 ・勤務成績、態度 ・能力
・会社の経営状況 ・従事している業務の進捗状況
・その他（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웹사이트(http://www.mhlw.co.jp/)「노동기준법관계주요식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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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고용계약서(정사원)
雇用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以下「乙」という）は、
下記のとおり雇用契約を締結する。
（就業場所・業務内容）
第1条
甲は乙を本契約書に定める労働条件により雇用し、乙は甲の諸規定
および指揮命令に従い、誠実に勤務する。
(1) 就業場所 甲の本店内
(2) 業務内容 事務職
（就業時間・休憩時間）
第2条 乙の就業時間および休憩時間は下記のとおりとする。
(1) 就業時間
○時○分から○時○分まで
(2) 休憩時間
○時○分から○時○分までの○時間○分
（勤務・休日）
第3条
乙の勤務日および休日は下記のとおりとする。ただし、業務上その
他の都合により、甲は必要のある場合には、下記(2)の休日に乙を臨時休
業させ、他の日を振り替え、休日とすることができる。
(1) 勤務日
(2) 休日
日・祝日
その他（
）
（年次有給休暇）
第4条 乙は下記のとおり、年次有給休暇を取得する事ができる。
(1) 6ヶ月間継続し全労働日の8割以上出勤したときは10日間
(2) 1年6ヶ月以上勤務したときは、6ヶ月を超えて継続勤務する日から起
算した継続勤務年数1年ごとに前項の日数に次表の左欄記載の6ヶ月経過
した日から起算した継続勤務年数の区分に応じ同表右欄記載の労働日を
加算した日数。ただし、上記計算による休暇日数が20日を超える場合は
20日とする。
6ヶ月経過日から起算した継続勤続年数
1年
2年
3年
4年
5年
6年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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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日
1労働日
2労働日
4労働日
6労働日
8労働日
10労働日

（その他の休暇）
第5条 乙は下記の場合に、届け出て休暇をとることができる。
(1) 結婚する時 3日
(2) 妻の出産
2日
(3) 服 喪
① 父母、配偶者および子女が死亡したとき 5日
② 祖父母、兄弟姉妹が死亡したとき
3日
③ 配偶者の父母が死亡したとき
1日
（賃金）
第6条 賃金について、下記のとおり定める。
(1) 基準内賃金
① 基本給
月額をもって支給する。
② 能率手当
技術、勤務成績および勤続年数を考慮し、別途定める基準により支給
する。
③ 家族手当
・配偶者 月額○○○○円
・その他扶養家族 3人まで1人につき月額○○○○円
3人を超える1人につき月額○○○○円
(2) 基準外賃金
① 時間外勤務手当
1時間あたりの基準内賃金額に100分の125を乗じた額をもって1時間
あたりの時間外勤務手当額とする。
② 休日出勤手当
1時間あたりの基準内賃金額に100分の135を乗じた額をもって1時間
あたりの休日勤務手当額とする。
③ 深夜勤務手当
1時間あたりの基準内賃金額に100分の150を乗じた額をもって1時間
あたりの休日勤務手当額とする。
(3) 賃金は、前月26日から当月25日までを計算期間として計算し、当月末
日に支払う。ただし、支払日が金融機関の休業日に該当する場合に
は、直前の営業日に繰り上げて支払う。
(4) 賃金は、全額通貨で乙に直接支払う。ただし、乙の申出により銀行振
込にて乙の指定する乙の預金口座に振り込むことがある。
（解雇）
第7条 乙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30日前に予告するか、また
30日分の平均賃金を支払って解雇する。
① 身体または精神の障害により業務に耐えられないと認めるとき
② 勤怠不良で改善の見込めないと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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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業務能力が著しく劣り、勤務成績が不良のとき
④ 事業の縮小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業上の都合により必要を生じたとき
⑤ その他各号に準ずるやむを得ない事由が生じたとき
（退職事由）
第8条 乙は次の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退職とする。
① 乙が退職を願い出て、甲が承認したとき
② 死亡したとき
③ 定年に達したとき
④ 休職期間が満了したとき
（退職金）
第9条 乙が勤続1年以上勤務して退職したときは、退職時の基本給と勤続年
数に応じ、別途定める退職金を支給する。ただし、乙が懲戒解雇された
場合には、原則として退職金を支給しない。
（賞与）
第10条 甲は乙に対し、勤続年数、勤務成績に応じ、毎年6月および12月の2
期に分けて賞与を支給する。ただし、勤務が6ヶ月に満たないときは賞与
を支給しないことがある。
（懲戒）
第11条 懲戒は、譴責、減給、出勤停止、懲戒解雇の4種類とする。
（減給）
第12条 乙が下記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減給に処する。ただし、情状
により譴責にとどめることがある。
① 正答な理由なく、無断で欠勤したとき
② 素行不良で、職場の秩序風紀を紊乱したとき
③ 許可なく甲の物品を持ち出し、または持ち出そうとしたとき
④ その他前各号に準ずる行為のあったとき
（懲戒解雇）
第13条 乙が下記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懲戒解雇に処する。ただし、
情状により出勤停止とすることがある。
① 正当な理由なく、無断欠勤6日以上に及んだとき
② 他人に暴行、脅迫を加え、もしくは業務を妨害したとき
③ 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り甲の機密を漏洩し、または、甲の名誉、
信用を毀損し、または甲に重大な損害を与えたとき
④ その他前各号に準ずる行為のあったとき
（危害防止）
第14条 甲は危害防止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疾病の場合の就業禁止）
第15条 甲は、乙が法定伝染病その他行政官庁の指定する疾病にかかった場
合、乙の就業を禁止する。
（災害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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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条 乙が業務上負傷し、または疾病にかかった場合、労働者災害補償保
険法に従い災害補償をする。
本契約の成立を証するため、本契約書を2通作成し、記名押印のうえ甲乙
が各1通を保有する。
平成○○年○月○日
甲 ○○県○○市○○町○丁目○番○号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 ㊞
乙 ○○県○○市○○町○丁目○番○号
○○○○ ㊞
자료원 : 스즈키 히토시(鈴木 仁史), 스즈키 요코(鈴木 洋子) 공저 「고용관계 계약․
서식집」

양식 4 고용계약서(파트타임)
パートタイマー雇用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以下「乙」という）
は、下記のとおり雇用契約を締結する。
（雇用期間・就業場所・業務内容）
第1条
甲は乙を下記の条件により、パートタイマーとして雇用し、乙は
パートタイマー就業規則その他甲の諸規定および指揮命令に従い、誠実
に勤務する。
(1) 雇用期間 平成○○年○月○日から平成○○年○月○日まで
(2) 就業場所 ○○○○
(3) 業務内容 ○○○○
（就業時間・休憩時間）
第2条 乙の就業時間および休憩時間は下記のとおりとする。
(1) 就業時間
○時○分から○時○分まで
(2) 休憩時間
○時○分から○時○分までの○時間○分
（勤務日・休日）
第3条 乙の勤務日および休日は下記のとおりとする。
(1) 勤務日
○○○○・・・・
(2) 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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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祝日
その他（
）
（時間外労働）
第4条 甲は、業務の都合により必要と認めた場合、乙の同意を得て第2条
に定める所定労働時間外に労働をさせることがある。
（休暇）
第5条 年次有給休暇、産前・産後休業および生理休暇は、労働基準法の定
めるところによる。
（賃金）
第6条 賃金について、下記のとおり定める。
(1) 基準内賃金 時間給○○○○円
(2) 基準外賃金
時間外勤務手当、休日出勤手当、深夜勤務手当
・時間外 8時間を超える場合、割増率25%
・休日 法定休日
割増率35%
・深夜
割増率25%
(3) 賃金は、前月26日から当月25日までを計算期間として計算し、当月
末日に支払う。ただし、支払日が金融機関の休業日に該当する場合に
は、直前の営業日に繰り上げて支払う。
(4) 賃金は、全額通貨で乙に直接支払う。ただし、乙の申出により銀行
振込にて乙の指定する乙の預金口座に振り込むことがある。
（昇給）
第7条 定期昇給は行わない。
（賞与・退職金）
第8条 甲は乙に対し、賞与および退職金を支給しない。
（中途解消）
第9条 乙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甲は雇用期間の途中といえど
も契約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る。
① 身体または精神の障害により業務に耐えられないと認めるとき
② 勤怠不良で改善の見込めないとき
③ 業務能力が著しく劣り、勤務成績が不良のとき
④ 事業の縮小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業上の都合により必要を生じたとき
⑤ その他各号に準ずるやむを得ない事由が生じたとき
（退職事由）
第10条 乙は次の号の一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日を退職日として、その
翌日にパートタイマーとしての身分を失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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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死亡したとき
② 雇用期間が満了したとき
③ 行方不明となり1ヶ月が経過したとき
（合意退職）
第11条 乙が退職希望日の30日以上前に所属長に退職届を提出した場合、
甲は原則としてその申込を承諾する。
（辞職）
第12条 乙は、甲に退職届を提出したにも関わらず、甲が承諾しない場合
には、雇用期間の途中といえども、民法第628条の手続きにより、本契
約を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る。
（契約満了時の取扱い）
第13条 甲と乙との間で、本契約を更新する旨の書面による合意をしない
ときは、本契約は期間満了により当然に終了する。
本契約は、乙が甲に更新を申し出て、甲が乙の能力、勤務成績、勤務態
度、健康状態、甲の経営内容等の諸事情を考慮し、必要と認めるときに更
新することができる。
本契約の成立を証するため、本契約書を2通作成し、記名押印のうえ甲乙
が各1通を保有する。
平成○○年○月○日
甲 ○○県○○市○○町○丁目○番○号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 ㊞
乙 ○○県○○市○○町○丁目○番○号
○○○○ ㊞
자료원 : 스즈키 히토시(鈴木 仁史), 스즈키 요코(鈴木 洋子) 공저 「고용관계 계약․
서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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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
雇用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以下「乙」という）は、下記の
とおり雇用契約を締結する。
（雇用契約の成立）
第1条 甲は、乙をアルバイト社員として雇用し、乙は、甲の指揮に従い誠
実に
勤務することを約した。
（職種）
第2条 乙の職種は、○○○○とする。
（賃金）
第3条 甲より乙に支払われる賃金は下記のとおりとする。
(1) 賃金 時給 金○○○○円
(2) 早出・残業の場合にはアルバイト就業規則第○条の割増賃金を支払う。
(3) 支払い方法 毎月○○日に支払う。
（雇用期間）
第4条 雇用期間は、平成○○年○月○日から平成○○年○月○日までとする。
（契約満了の取扱い）
第5条 甲と乙との間で、本契約を更新する旨の書面による合意をしないときは、本
契約は期間満了により当然に終了する。
本契約は、乙が甲に更新を申し出て、甲が乙の能力、勤務成績、勤務態度、健康
状態、甲の経営内容等の諸事情を考慮し、必要と認めるときに更新することができ
る。
（服務規律、解雇等）
第6条 服務規律、解雇については、甲の定めるアルバイト就業規則によるものとす
る。
本契約の成立を証するため、本契約書を2通作成し、記名押印のうえ甲乙が各1通
を保有する。
平成○○年○月○日
甲 ○○県○○市○○町○丁目○番○号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 ㊞
乙 ○○県○○市○○町○丁目○番○号
○○○○ ㊞

자료원 : 스즈키 히토시(鈴木 仁史), 스즈키 요코(鈴木 洋子) 공저「고용관계 계약서
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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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랜차이즈 체인 계약서 샘플
① 소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フランチャイズ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以下乙という）とは、コンビ
ニエンス・ストア「□□ストア」の経営に関し、次のとおりフランチャイ
ズ契約を締結した。
第1条（フランチャイズ権の付与）
①甲は乙に対し、「□□ストア」の名称および甲が開発した□□ストア
経営ノウハウ（以下「ノウハウ」という）を使用して、統一的なイメー
ジのもとに□□ストアを経営する権利（以下「フランチャイズ権」とい
う）を付与し、乙は甲の指導支援を受けて第3条に定める店舗において
□□ストアを経営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乙はいかなる場合において
も甲を代表するものではない。
②
乙は、甲または□□ストアの信用もしくはイメージを損なう行為を
してはならない。
③ 乙は、甲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認なく他の事業を行いまたは甲の認
める商品以外の物品を販売しもしくは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
第２条（ノウハウ）
①本契約においてノウハウとは、第６条に基づき甲から乙に貸与される
マニュアル（以下「マニュアル」という）、その他甲が乙に貸与もしく
は提供する文書、図面その他一切の図書に記載されていると否とを問わ
ず、文書または口頭をもって甲から乙に提供された□□ストアの経営に
関する一切の事項をいい、次の事項を含む。
(1)□□ストアの名称、その他甲の商標またはサービスマーク
(2)店舗の構造、内外装、店内レイアウト、看板等、□□ストア店舗の
設置、改修に関する一切の事項
(3)商品の仕入れ価格、仕入れの方法、その他仕入れに関する一切の事項
(4)商品の陳列、接客方法、販売価格、その他販売に関する一切の事項
(5) 従業員の教育、訓練に関する一切の事項
② 乙は、ノウハウを遵守し、また乙の従業員にも、これを遵守させな
ければならない。
第３条（店舗）
① 乙は、 市 町番地に□□ストア店舗（以下「店舗」という）を設する。
② 店舗の構造、内外装、店内レイアウト、看板等乙の店舗の設置、改修、変更
に関する一切の事項は、甲の指示に従い乙の費用負担で乙が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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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４条（備品等）
① 乙は、その費用負担において甲の指示に従って店舗に備品を設置し、甲の承
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する場合も同様とする。
② 乙は、甲の指示する制服を甲より購入し、店内においてはこれを着用し、ま
た乙の従業員にもこれを着用させるものとする。
第５条（研修）
乙は、甲の指示するところに従い、甲の主催する研修を受けるものとし、乙の従
業員に甲の主催する研修を受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６条（マニュアルの貸与・経営指導）
甲は乙に対しノウハウの一部を記載したマニュアルを貸与し、必要に応じ、また
は乙より要請のあったときは、乙の□□ストア経営について甲が適当と認める範
囲内で、指導を行うものとする。
第７条（広告・宣伝）
甲は、その費用負担において□□ストアおよびその販売商品について広告・宣伝
を行うものとする。
第８条（商品の仕入）
①乙は、店舗において販売するすべての商品を甲より購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乙は、毎日午後３時までに、翌日納入を受けるべき商品を甲に注文するもの
とし、甲は、かかる注文のあった商品を、翌日午前９時までに乙に納入するもの
とする。
③ 甲乙間の商品の売買価格は甲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とし、乙は毎月２５日
までに前月１６日から当月１５日までに甲より納入を受けた商品の代金を甲の指
定する銀行口座に振り込むものとする。
④ 乙が甲より購入した商品の危険負担は、その引渡のときをもって甲より乙に移転す
るものとし、所有権はその売買代金完済のときまで甲に留保されるものとする。
第９条（商品の販売）
① 乙は、商品を甲の定める価格で現金販売するものとする。
② 乙は、年中無休かつ少なくとも午前６時から午後１２時までの間店舗
を開店し営業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店舗の改装その他の事
由によりあらかじめ甲の書面による承諾を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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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条（ロイヤリティ）
① 乙は、フランチャイズ権の付与および甲による経営指導の対価として、甲に
対しイニシャル・ロイヤリティおよびランニング・ロイヤリティを支払うもの
とする。
② イニシャル・ロイヤリティは金
円とし、乙は、本契約締結時にその金額
を現金で甲に支払うものとする。
③ 乙は、甲に対し、毎月末日までに、前月26日から当月25日までの売上高（
消費税を除く）の10%相当額または金
円のいずれか高い金額を、ランニン
グ・ロイヤリティとして甲の指定する銀行口座に振り込む。
第11条（保証金）
① 乙は、甲より購入した商品の売買代金およびロイヤリティその他甲に対する
債務を担保するため、本契約書と同時に金
円の保証金を甲に差し入れるもの
とする。
② 前項の保証金には利息を付さない。
③ 乙が甲に対する債務の支払を遅延したときは、甲はいつでも第1項の保証金
をこれに充当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乙は直ちにこれにより
生じた保証金の不足額を補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条（機密保持）
① 乙は、ノウハウその他本契約に基づいて知り得た甲の秘密を厳に秘匿し、こ
れを第三者に開示または漏洩し、もしくは本契約の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使
用してはならない。
② 乙は、マニュアルその他甲より貸与されもしくは提供を受けた文書、図面そ
の他の図書を厳重に管理し、甲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諾なくこれを複写し、第
三者に閲覧させ、または譲渡、転貸してはならない。
③乙は、その従業員に対しても前2項の義務を遵守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条（権利義務の譲渡）
乙は、甲の書面による事前の同意がない限り、本契約上の地位、本契約に基づく
権利義務の全部または一部を第三者に譲渡または貸与しもしくは担保の目的に供し
てはならず、その経営する□□ストアの経営を第三者に委任してはならない。
第14条（損害賠償）
①甲または乙が本契約に違反し相手方に損害を与えたときはその損害を
賠償
するものとする。
②乙が前2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甲はその損害の有無に拘わらず、第11条
に基づき乙が差し入れた保証金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③乙は、第17条第2項第2号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は、甲に対し、損害
賠償として 金
円を支払う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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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条（解約）
乙につき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甲はなんらの通
知催告を要せず直ちに本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解
約事由の記載は省略）
第16条（有効期間）
① 本契約は、甲及び乙が本書2通に記名捺印し、乙が甲に対し第10条
に定めるイニシャル・ロイヤリティ全額を支払い、かつ第11条に定め
る保証金全額を差し入れたときに効力を生ずるものとし、前条に基づき
解約されない限り以後○年間効力を有するものとする。
② 前条に基づき本契約が解約され、または前項の期間満了をもって本
契約が終結した後といえども、第12条ないし第14条の規定はなお効力
を有するものとし、次条の規定はその履行が完了するまでの間効力を有
するものとする。
第17条（解約・終結時の措置）
① 前２条に基づき本契約が解約されもしくは終結したときは乙は当然
期限の利益を失い、甲に対する債務全額を直ちに支払うものとする。
② 本契約が解約され、または終結したときは、乙は、直ちに次の各号
に定める措置を行い、甲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乙が
直ちにこれらの措置を行わないときは、甲は自らこれらを行うことがで
きるものとし、その費用は乙の負担とする。
(1)店舗を閉鎖し、甲の指示に従って、店舗を第3条第2項に基づく設
置または改修以前の原状に復すること。
(2)ノウハウの使用を中止すること。
(3)マニュアル、その他甲より貸与され、もしくは提供を受けた文書、
図面、その他の図書全部をそのすべての写とともに甲に返却し、ま
たは甲の指示する方法により処分すること。
(4)甲より購入した備品および制服を甲の指示に従って処分すること
③乙が前2項に定める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甲は、何らの通知催
を要せず、直ちに第11条に基づき乙が差し入れた保証金を前2項に定
る乙の弁済に充当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④甲は、第1項および第2項に定める乙の義務の履行が完了したこと
確認したときは、遅滞なく第11条に基づき乙が差し入れた保証金か
前項に基づく乙の弁済への充当額を控除した残額を乙に返還するもの
する。
（以下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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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편의점 '□□스
토어'의 경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 (프랜차이즈권의 부여)
① 갑은 을에 대해, '□□스토어'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스토어 경영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한다)를 이용해, 통일적인 이미지 하에 □□스토어를
경영하는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을은 갑의 지도
지원을 받아 제3조에 정하는 점포에서 □□스토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을은 갑 또는 □□스토어의 신용 혹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다른 사업을 행하거나 갑이 인정하
는 상품 이외 물품 의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조(노하우)
① 본 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6조에 의거해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기타 갑이 을에게 대여 혹은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체 도서의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스토어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토어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매장 내 레이아웃, 간판 등, □□스토어 점포의
설치, 개수(改修)에 관한 일체 사항
(3) 상품의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에 관한 일체 사항
(4)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에 관한 일체 사항
(5) 종업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일체 사항
②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노하우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3조(점포)
① 을은 시(市) 초(町) 번지에 □□스토어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점포의 구조, 내·외장, 매장 내 레이아웃, 간판 등 을의 점포 설치, 개수, 변경
에 관한 일체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부담으로 을이 행한다.
제4조(비품 등)
① 을은 비용부담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 점포에 비품을 설치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위와 같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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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갑이 지시하는 유니폼을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점포 내에서는 유니
폼을 착용하며 을의 종업원에게도 유니폼을 착용시킨다.
제5조(연수)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을의
종업원에게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한다.
제6조(매뉴얼의 대여·경영지도)
갑은 을에게 노하우의 일부를 기재한 매뉴얼을 대여하고, 필요에 따라 또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경우 을의 □□스토어 경영에 대해 갑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광고·선전)
갑은 그 비용부담 하에 □□스토어 및 판매상품에 대해 광고 및 선전을 행한다.
제8조(상품의 매입)
① 을은 점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② 을은 매일 오후 3시 까지, 다음날 납품을 받아야 하는 상품을 갑에게 주문
해야 하며, 갑은 이러한 주문이 있었던 상품을 다음날 오전 9시 까지 을에게
납품해야 한다.
③ 갑을 간의 상품 매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을은 전월 16일부
터 당월 15일 까지 갑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상품 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매월 2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④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위험부담은 상품 인도 시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 되며, 소유권은 매매대금 완제 시까지 갑에게 유보된다.
제9조(상품의 판매)
① 을은 상품을 갑이 정하는 가격으로 현금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연중무휴로, 적어도 오전 6시 부터 오후 12시 까지 점포를 열고 영
업을 해야 한다. 단, 점포의 개장(改裝)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사전에 서면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로열티)
① 을은 프랜차이즈권의 부여 및 갑을 통한 경영지도의 대가로, 갑에게 이셜
로열티 및 러닝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니셜 로열티는 금엔으로 하고, 을은 본 계약 체결 시 갑에게 그 금 액
을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매출액(부가세를 제외한
다)10% 상당액 또는 금 엔 중 높은 금액을, 러닝 로열티로서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매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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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증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매매대금 및 로열티, 기타 갑에 대한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해, 본 계약서와 동시에 금 엔의 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전항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③ 을이 갑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지연했을 때는 갑은 언제든지 제1항의 보증
금을 여기에 충당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의 부족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12조(기밀 유지)
① 을은 노하우,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
고,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혹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
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매뉴얼, 기타 갑으로부터 대여받거나 제공 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
서를 엄중하게 관리 하고,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복사하
거나, 제삼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양도 및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을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앞의 2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본 계약에 의
거한 권리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스토어의 경영을 제삼자에게 위임해서
도 안 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
상해야 한다.
② 을이 앞의 2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갑은 손해 유무에 관계 없이, 제11
조에 의거해 을이 지급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서 금
엔을 지불해야 한다.
제15조(해약)
을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갑은
아무런 통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해약 사유의 기재는
생략)
제16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갑 및 을이 본서 2통에 기명 날인하고, 을이 갑에게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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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이니셜 로열티 전액을 지불한다. 또한 제11조에 정하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전조에 의거해 해약되지 않는 한,
이후 "○년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전조에 의거해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전항의 기간만료에 의해 본
계약이 종결된 후 라 하더라도,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여전히 효력
을 가지며, 다음 조의 규정은 그 이행이 완료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7조(해약·종결 시의 조치)
① 앞의 2조에 의거해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혹은 종결되었을 때에는,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는, 을은 즉시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조치를 행하 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을이 즉시 이들 조치를 행하
지 않을 경우, 갑은 스스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 점포를 폐쇄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점포를 제3조 제2항에 의거한 설치
또는 개수(改修)이전의 원 상태로 복구시킨다.
(2) 노하우의 사용을 중지한다.
(3) 매뉴얼, 기타 갑으로부터 대여받거나 혹은 제공을 받은 문서, 도면, 기
타 도서 전부를 그 모든 사본과 함께 갑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갑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4) 갑으로부터 구입한 비품 및 유니폼을 갑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③ 을이 전 2항에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아무런 통지
최고 없이 즉시 제11조에 의거해 을이 지급한 보증금을 전 2항에 정하는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을의 의무 이행이 완료했음을 확인했을 때
는, 제11조에 의거해 을이 지급한 보증금으로부터 전항에 의거한 을의 변제
에 대한 충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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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식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契約書最適サンプルファイリング（テイクアウト食品の製造・販売業
の例）
フランチャイズ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をフランチャイザーとし、
××××（以下、乙という）をフランチャイジーとして、以下のと
おりフランチャイズ契約を締結した。
第1条（本(契約の目的）
本契約は、甲が開発した［食品名］（以下、「○○フード」とい
う）の製造、販売に関するノウハウによる、甲と乙とが協力して○
○フードの拡販を図>り、顧客の需要に応えるとともに甲乙相互の利
益の増進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販売地域）
１乙は、本契約に基づき、[店舗設置場所の住所]に店舗を設置する。
２乙が営業できる地域は、［販売を認める地域の市町村名等］とし
、甲は、この地域において、他の者に対して○○フードを販売す
る権利を付与しない。
第3条（ノウハウ及び商標等の使用の許諾）（注１）
１甲は乙に対し、乙が○○フードの製造販売を行うために必要なノ
ウハウを提供する。
２甲は乙に対し、前項のノウハウを提供するために、○○フードの
製造及び販売のため
のマニュアルを交付する。
３甲は乙に対し、乙が、○○フードの商標権を甲が有することを承
認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フードの商標を使用することを承
諾する。
第4条（店舗の名称）
乙が、本ﾊ契約に基づいて設置する店舗（以下、「本件店舗」とい
う）の名称は、
[ 店舗名 ]とする。
第5条（営業許可の取得）
（注2乙は、その費用と責任において、○○フードの製造販売を行
うについて必要な許可を取得し、これを維持しなくてはならな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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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条（原材料の仕入れ）（注3）
１乙は、○○フードの製造のために必要な原材料については、甲の
指定した業者から購入するものとする。
２乙が、甲の指定した業者以外の業者から○○フードの製造のため
に必要な原材料を購入しようとするときは、事前に甲の書面による
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7条（○○フードの製造及び販売）
１乙は、甲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諾を得た場合を除き、本件店舗に
おいて、○○フードその他甲が指定した商品以外の商品を販売す
ることができない。
２乙は、甲から交付されたマﾈニュアルに従って○○フードを製造し
、販売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乙は、○○フードの製造及び販売を行うにあたり、原材料の管理
、従業員の健康状態の状態の管理、使用機器の清潔の保持に努め
る等衛生面について十分な注意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注４）
第8条（本件店舗の設置、運営）
１本件店舗の外観、内装、設備等については、甲が別に定める仕様
書によるものとする。
２本件店舗の営業時間は、午前［］時から午後［］時までとし、毎
週［ ］曜日を休業日とする。
３本件店舗の従業員は、○○フードの製造販売に当たり、甲が指定
するユニフォームを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注5）
第9条（従業員の雇用）
乙は、その費用と責任において、本件店舗で使用する従業員を雇用
する。
第10条（指導及び援助）
１甲は、乙が○○フードの製造、販売を行うために必要又は有用な
情報を提供するために
、必要に応じて研修を行うものとし、乙は、甲が指定する研修を
自ら受講し又は本件店舗の従業員に受講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２甲は、[]ヶ月に1度、本店店舗に指導員を派遣して、乙の○○フ
ード製造、販売を援助する。甲が必要と認めた場合及び乙が要請
した場合も同様とする。但し、乙の要請による場合、甲は、その
費用を乙に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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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条（広告及び販売）
１○○フードの広告、宣伝は、甲がその費用と責任において実施
する。
２甲が、前項の広告、宣伝を行うに当たり、乙に協力を求めた場
合、乙はこれ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条（保険加入の義務）（注６）
１ 乙は、甲が別に指定した保険に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保険料は、乙が負担する。
第13条（フランチャイズの対価）
１乙は甲に対し、本契約締結と同時に、加盟金として金［］円を支
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加盟金はいかなる場合も返還しない。
２乙は甲に対し、本契約締結と同時に、保証金として、金［］円
を預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保証金には利息を付さない。
３乙は甲に対し、ロイヤルティとして毎月売上高の［］パーセン
ト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ロイヤリティの最低額
は、月額［］円とする。ロイヤルティの支払いは、毎月月末締
切後翌月末日限り、下記銀行預金口座宛送金して支払うものと
する。
［ 銀行名、支店名、預金の種類、口座番号、口座名 ］
第14条（会計処理及び決算の報告）（注７）
１乙は、甲の承認する方法によって、本契約に基づいて行う営業
につき帳簿を作成し、これに基づいて月次の決算を行わなけれ
ばならない。
２乙は甲に対し、甲の定める様式によって毎月の売上高を翌月
［］日まで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乙は甲に対し、毎月の決算を行い、これを甲の指定する様式に
よって決算対象月の
[例：翌々月]の[ ]日まで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甲は必要と認めた場合、乙に対し、第1項によって作成した帳簿
又はこれに基づいて作成した決算書の閲ﾇ覧を請求することがで
きる。
第15条（競業の禁止）
乙は、甲の事前の文書による承諾なくして、○○フードの製造販
売又はこれに類似した商品の製造、販売を行ってはならない
第16条（守秘義務）
１乙は、本契約に基づき甲から付与されたノウハウその他○○
フードの製造販売に関連する一切の事項並びに甲に関する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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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ついて、第三者に漏洩してはならない。
２甲は、本]契約に基づいて知った乙に関する事項を第三者に漏洩
してはならない。
３甲及び乙の前2項の義務は、本契約終了後も存続する。
第17条（契約期間）
１本契約の期間は、[ ]年［ ］月［ ］日から[ ]年［ ］月［ ］
日までの[ ]年とする。 ２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事者双
方の合意によって、本契約を[]年間更新することができる。こ
の場合、乙は甲に対し、更新料として[
]円を支払うものとす
る。
第18条（無催告解約権）
甲及び乙は、相手方において下記の１つにでも該当する事項が
発生したときは、催告することなく本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でき
る。
① 甲又は乙が振出した手形または小切手が不渡りとなったとき
②甲又は乙が、会社整理開始、民事再生手続開始、会社更生手続
開始、特別清算開始又は破産の申立てを受け、若しくは自ら申ｾし
立てたとき
③甲又は乙が、監督官庁から営業停止処分を受け、又は営業許認
可の取消処分を受けたとき
④甲又は乙が解散の決議をしたとき
⑤甲又は乙の信用状態が著しく低下したと認められるとき
第19条（契約終了後の措置）
１乙は、本契約が終了したときは、甲から貸与されたマﾈニュアル
その他一切の文書、什器備品及び甲の商号、商標が付された物
品等を直ちに甲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乙は、本契約が終了した後は、未払いの費用その他一切の債務
を直ちに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３甲は、乙が前2項の義務を履行した後、保証金について精算の
上、残額があれば速やかにこれを乙に返還する。
第20条（合意管轄）
本契約およびこれに関連して発生する一切の紛争については、甲の本
社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専属管轄裁判所とする。 !
本契約を証するため、本契約書2通を作成し、当事者双方各1通を
所持するものとする。
[ ]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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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住所 ]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
乙 [ 住所 ]
××××
（注1）第3条では、ノウハウの付与をマニュアルの付与によって
行うことを規定しています。これは、○○フードの味付けや量、
価格、包装等を統一するためのものです。このようなマニュアル
の付与は他の業態のフランチャイズ事業でも多く見られるところ
です（コンビニチェーン等）
（注2）第5条では、必要な営業許可の取得、維持を規定していま
す。これは、本件が飲食店営業に当たり、食品衛生法による許可
が必要な場合を想定したものであり、これについては、フラン
チャイジーが責任を持って取得し維持すべきことを規定したもの
です。また、この許可がなくては営業を維持できませんので、第
18条③において、無催告解約事由としています。
（注3）本例は、食品の製造及び販売を含むものですが、販売だけ
のフランチャイズの場合もあります。この場合は、本契約の原材
料等の条項が不要になりますが、他方において、フランチャイ
ザーからフランチャイジーに対する商品売買が行われますので、
これに関する条項（例えば、商品の注文や引渡し、商品代金の支
払方法等についての条項）が必要になります。
（注4）第7条第3項で衛生の確保について規定したのも食品を取扱
うことによります。
（注5）第8条第3項においてユニフォームの着用を規定しています
が、これも、店舗イメージの統一だけでなく食品を取扱うことか
ら清潔感を持たせるために必要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規定したも
のです。
（注6）第12条においては、保険への加入義務が規定されていま
す。加入すべき保険としては、通常の火災保険等に加え、食中毒
保険のような食品営業特有の保険がありますので、フランチャイ
ザーの指示に従って加入すべきものと規定したわけです。
（注7）第14条の会計処理の規定は、フランチャイジーにとって必
要なことですが、ロイヤルティの計算根拠になるわけですから、
フランチャイザーにとっても必要です。そこで、この会計処理に
ついては、フランチャイザーの定めた様式に従って行うべき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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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ました。但し、フランチャイザーがフランチャイジーの店舗
の会計管理を行う場合、すなわち、フランチャイザーから売上金
を送金させ、この中から原材料購入代金やロイヤルティ等必要な
費用を控除した残額をフランチャイジーに送金する方法も「あり
ます。このような場合には、規定の仕方がかなり変わります。
新日本+法規「フランチャイズ契約の実務」より抜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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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최적 샘플 파일링 (테이크아웃 식품의 제조·판매업의 예)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를 프랜차이저로 하고 ××××
(이하, 을이라고 한다)를 프랜차이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
약을 체결했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한 [식품명] (이하, '○○푸드'라 한다)의 제조, 판
매에 관한 노하우에 따라 갑과 을이 협력해 ○○푸드의 확대 판매를
도모하고,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갑, 을 상호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지역)
1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해, [점포설치 장소의 주소]에 점포를 설치한다.
2 을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은 [판매를 인정하는 지역의 시정촌(市町
村)명 등]으로 하며, 갑은 이 지역에 있어서 다른 자에게 ○○푸드를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3조 (노하우 및 상표 등의 사용 허락)(注1)
1 갑은 을에게 을이 ○○푸드의 제조판매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
우를 제공한다.
2 갑은 을에게 전항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의 제조 및 판
매를 위한 매뉴얼을 교부 한다.
3 갑은 을에 대해, 을이, ○○푸드의 상표권을 갑이 소유하는 것을 승
인하는 조건으로 하여 ○○푸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4조 (점포의 명칭)
을이 본 계약에 의거해 설치하는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의 명
칭은 [점포명]으로 한다.
제5조 (영업허가의 취득)(注2)
을은 그 비용과 책임 하에, ○○푸드의 제조판매를 행하기 위해 필요
한 허가를 취득하고,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원재료의 구입)(注3)
1 을은 ○○푸드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갑이 지정한 업자로
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이, 갑이 지정한 업자 이외의 업자로부터 ○○푸드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갑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
제7조 (○○푸드의 제조 및 판매)
1 을은 갑의 사전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점
포에 있어서, ○○푸드, 기타 갑이 지정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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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된 매뉴얼에 따라 ○○푸드를 제조하고, 판매
해야한다.
3 을은 ○○푸드의 제조 및 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원재료의 관리, 종
업원의 건강 상태의 관리, 사용기기의 청결 유지에 힘쓰는 등 위생
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注4)
제8조 (본건 점포의 설치, 운영)
1 본건 점포의 외관, 내장, 설비 등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사양서
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본건 점포의 영업시간은 오전 [ ]시부터 오후 [ ]시까지로 하며, 매주 [ ]
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3 본건 점포의 종업원은 ○○푸드의 제조 판매에 있어서, 갑이 지정하는 유니
폼을 착용해야 한다.(注5)
제9조 (종업원의 고용)
을은 그 비용과 책임 하에, 본건 점포에서 사용하는 종업원을 고용한다.
제10조 (지도 및 원조)
1 갑은 을이 ○○푸드의 제조, 판매를 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연수를
스스로 수강 하거나 또는 본건 점포의 종업원에게 수강시켜야 한다.
2 갑은 [ ]개월에 1번, 본점 점포에 지도원을 파견하고, 을의 ○○푸드 제조,
판매를 원조한다.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및 을이 요청했을 경우에
도 이와 같다. 단, 을의 요청에 의해 행할 경우, 갑은 그 비용을 을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11조 (광고 및 판매)
1 ○○푸드의 광고, 선전은 갑이 그 비용과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갑이 전항의 광고, 선전을 행함에 있어서 을에게 협력을 요구했을 경우,
을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보험 가입의 의무)(注6)
1 을은 갑이 별도로 지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전항의 보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13조 (프랜차이즈의 대가)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으로서 금 [
]엔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서 금 [
]엔을 예탁해야
한다. 이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3 을은 갑에게, 로열티로서 매월 매출액의 [ ]퍼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단, 로
열티의 최저액은 월 [ ]엔으로 한다. 로열티의 지불은 매월 월말 마감 후 익
월 말일까지 하기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은행명, 지점명,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계좌명]
제14조 (회계처리 및 결산의 보고)(注7)
1 을은 갑이 승인하는 방법을 통해, 본 계약에 의거해 행하는 영업에 대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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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작성하고, 이 장부를 바탕으로 월차 결산을 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갑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매월 매출액을 익월 [ ]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매월 결산을 행하고, 이것을 갑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결산
대상월의 [예: 익익월]의 [ ]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4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을에게,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 또는 장
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경업(競業)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 문서에 따른 승낙 없이, ○○푸드의 제조판매 또는 이와 유사
한 상품의 제조,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수비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해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노하우, 기타 ○○푸드의 제조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과 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삼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 된다.
2 갑은 본 계약에 의해 알게 된 을에 관한 사항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갑 및 을의 앞의 2항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의 [
]년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 ]년간 갱
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갱신료로서 [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무최고 해약권)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최
고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② 갑 또는 을이, 회사정리 개시, 민사재생절차 개시, 회사갱생절차 개시, 특
별청산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신청했을 때
③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또는 영업허가/인
가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④ 갑 또는 을이 해산의 결의를 했을 때
⑤ 갑 또는 을의 신용 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9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1 을은 본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매뉴얼, 기타 일체의 문
서, 집기비품 및 갑의 상호,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즉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미지불 비용, 기타 일체의 채무를 즉시 지불해
야 한다
3 갑은 을이 앞의 2항의 의무를 이행한 후, 보증금에 대해 정산하고,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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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신속하게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제20조 (합의관할)
본 계약 및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본사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 관할재판소로 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당사자 쌍
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년 [ ]월 [ ]일
갑 [주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을 [주소]
××××
(注1) 제3조에서는 노하우의 부여를 매뉴얼의 부여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드의 양념이나 양, 가격, 포장 등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매 뉴얼의 부여는 다른 업태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많
이 볼 수 있습니다(편의점 체인 등)
(注2) 제5조에서는 필요한 영업허가의 취득,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본건이 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프랜차이지가 책임지고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
입니다. 또, 이 러한 허가 없이는 영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제18조 ③에서 무최
고 해약 사유가 됩니다.
(注3) 본 예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판매만 해당되는 프
랜차이즈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 계약의 원재료 등의 조항은 불필요
해지는 반면, 프랜차이 저로부터 프랜차이지로의 상품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항(예를 들면, 상품의 주문 및 인도, 상품대금의 지불방법 등에 관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注4) 제7조 제3항에서 위생의 확보에 대해 규정한 것도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
입니다.
(注5) 제8조 제3항에서 유니폼의 착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점포 이
미지의 통일 뿐 아니라,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청결감을 갖출 필요가 있어 규정
한 것입니다.
(注6) 제12조에서는 보험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
으로서는 통상적인 화재보험 등에 더해, 식중독 보험과 같은 식품영업 특유의 보
험이 있으므로, 프랜차이저의 지시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注7) 제14조의 회계처리 규정은 프랜차이지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로열티의
계산 근거가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저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단, 프랜차이저
가 프랜차이지의 점포의 회계관리를 하는 경우, 즉, 프랜차이저에게 매출액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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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 후 그 중에서 원재료 구입대금, 로열티 등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프
랜차이지에게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정 방식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신일본법규 '프랜차이즈 계약의 실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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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フランチャイズ契約書
本契約書は、（以下甲という）を本部、（以下甲）を加盟店として、両者の間で締
結されるフランチャイズ契約に関する契約を次の通り締結する。
第１条【目的】
１．甲は、本契約で、乙に対し○○○店の経営に関するノウハウを提供し、乙は、
そのノウハウに従い事業を運営し相互に協力し、事業の繁栄と発展を図る。
２．乙は、本契約に定める条項に従い、自己の経営責任において、経営に専念す。
第２条【○○○チェーンの概要】
○○○チェーンは、甲によるチェーン・システム全体の統括及び各加盟店への指導
援助と、各加盟店による円滑な営業活動によって運営されるものである。
第３条【営業名及び営業の場所】
１．乙は、○○○という名称、サービスマークの使用のもとに営業を行う。ただし
、 乙は、その使用にあたっては甲の指示に従う。
２．乙が本契約に基づいて営業する店舗の名称は、「○○○ △△店」とする。
３．乙が本契約に基づいて営業する店舗は、次に定める場所とする。 店舗所在地 ／
第４条【条件の具備】
乙は、甲の指示に従い○○○チェーン・システムによる条件を乙の費用で備え、ま
た、将来にわたって、この条件を維持継続するための保守、または必要に応じて甲
の指示のもとに乙の費用で改善、改装を行う。
第５条【テリトリー】
１．乙は、基本的にテリトリーを有さない。
２．甲が競合との関係などで、乙の営業地域内に新規加盟店を募集したときは、甲
は乙に対し通知することで出店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６条【指導援助】
甲は、乙の契約店の営業につき、次の指導援助を行う。
（１） 開業に関するすべての業務に関する指導援助。
（２） 設備・備品類の設置、それらの改善や改装に関する指導援助。
（３） 広告宣伝活動に関する指導援助。
（４） 経営・会計業務に関する指導援助。
（５） その他事業運営に関する指導援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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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７条【加盟金、ロイヤリティの支払い】
１．本契約に関しては、加盟金及び保証金を設定しない。
２．乙は、甲に対し月額□□万円のロイヤリティを支払うこと。
支払いは、毎月２５日までに当月分を甲の指定する銀行口座に振り込むこと。
第８条【競合の禁止】
乙または、乙の関係者は、甲の承諾なくしてこの契約の有効期間は勿論、契約終了
後１年間は、当チェーンの事業の経営、出資、従事等してはならない。
第９条【商品・消耗品・資材等の仕入れ】
削除
第10条【商品等の代金の支払い】
削除
第11条【研修及び訓練】
削除
第12条【販売促進と広告宣伝】
乙の販売促進業務は、すべて乙の負担において、甲の指導のもとに行う。
第13条【営業日、営業時間】
営業日、営業時間は甲乙協議の上、決定する。
第14条【業務の運営】
乙は、○○○チェーン・システムに基づく業務運営に責任を負い、関係法規を守り
、本契約、規定などに従う。
第15条【営業上の責任】
乙は、営業に関し、第三者との間に事故または争いが生じ、その営業に支障をきた
し、また生じる恐れのあるときは、速やかに甲に報告するとともに責任を持って解
決にあたる。
第16条【機密の保持】
乙及び乙の従業員は、本契約、付帯契約、規定、連絡文書等、甲の指導内容及び、○
○○チェーン運営に関する計画、実施、その他の契約に関して知りえた事項を一切第
三者に漏らさない。また、乙及び乙の従業員は、本契約終了後も守秘義務を負う。
第１７条【立ち入り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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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甲が必要と認めた場合には、以下の事項について乙または乙の店舗に立ち入っ
て調査を行う。その際乙は、甲の調査に誠意を持って協力する。
（１） 諸帳簿・伝票その他の文書一切。
（２） 品目の価格・品質・その他。
（３） 甲の貸与した什器・備品。
（４） 安全管理・保健衛生・清掃状態等。
（５） 従事者の教育・規律・接客態度。
（６） 税務申告の控え・決算書類。
（７） その他甲が必要とする事項。
２．結果、甲の指摘した事項については、乙は速やかに改善を行い、その処置を甲
に報告し泣けてはいけない。
第18条【損害賠償】
本契約及び付帯契約上、乙の不履行のあった場合には、当該不履行について乙は、
甲に対して、損害賠償金を支払う。
第19条【契約期間】
本契約期間は、契約締結日から３カ年とする。
契約満了後、乙は甲より使用した設備一式及び営業権を有償にて譲り受け、独立開
業する。その金額等詳細は、本契約満了時、甲乙協議の上決定する。
第20条【契約の解除】
乙が次に該当するときは、甲の催告を要せず直ちに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
(1)第三者より、財産の差し押さえ処分または保全処分を受け、または競売・破産
会社更生・和議の申し立てを受け、自ら破産・会社更生・和議の申し立てをした
とき。
(2)支払い停止、支払い不能状態のとき、並びにこれに類する信用悪化状態と甲が
判断したとき。
(3)乙の振り出し、引き受け、保証、裏書きに係わる手形、小切手が不渡りとなっ
たとき。
(4)乙または乙の代表者が禁治産、準禁治産の申し立てをしたとき、もしくは、不
慮の事故、やむを得ない事由、死亡等により契約店舗の経営を継続することが
困難と甲が判断したとき。
(5)本契約・付帯契約・規定等に基づく義務に反し、甲の改善指示に従わないとき。
第21条【契約終了に従う措置・効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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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甲並びに乙は次の事項を処理する。
(1)乙は、甲貸与の什器・備品等をただちに甲に返還する。甲は、甲の費用負担
によりこれらを撤去する。また、○○○チェーン表示の撤去を速やかに乙の費
用負担において行う。
(2)乙は、本契約・付帯契約・規定・マニュアル・連絡文書・所定用紙・パンフ
レット・シール等の印刷物をすべて無条件で甲に返還する。
２．本契約満了時した場合の処理は、その時点で、もう一度甲乙協議の上、決定す。
３．本契約が期間満了、解除等の原因いかんにかかわらず終了した場合は、乙は、
甲に対し、負担する残存債務については弁済期限が到来し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
も期限の利益を失い、ただちにこれを弁済する。
第22条【契約上の権利の譲渡】
乙は、甲の承諾を得ないで、本契約上の権利または契約上の地位を第三者に対して
、譲渡もしくは担保として提供してはならない。
第23条【遅延損害金】
乙は、本契約及び付帯契約により、乙の負担する債務の支払いを期日に履行しなか
ったときは、その遅延分につき年一割の遅延損害金を甲に支払う。
第24条【裁判管轄】
甲ならびに乙は、本契約上の紛争ならびに本契約に関する一切の諸契約に関する紛
争について、甲の本店を管轄する裁判所を管轄裁判所とする事に合意する。
第25条【不可抗力免責】
甲または乙は、天災、地変、不可避の事故などに起因するとき、本契約の不履行ま
たは遅延について責任を問わない。
第26条【連帯保証人】
１．連帯保証人は、本契約により甲が負担する一切の債務を保証し、担保の有無、
変更にかかわらず乙と連絡して履行の責任を負う。
２．乙は連帯保証人に重大な身分、地位の変動があった場合、遅延なく甲に届け出る。
第27条【契約外事項】
本契約以外の事項に関し、疑問が生じたときは、信義誠実の原則にのっとり、双方
協議の上、円満に解決する。
本契約成立の証として、本書を二通作成し、甲および乙記名捺印のうえ、それ
ぞれ一通を保管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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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 年 月 日
（甲） 本部の住所
氏名
（乙） 加盟店の住所
氏名
（乙の連帯保証人）
住所
氏名

印
印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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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번역본)

프랜차이즈 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을 본점,
(이하 을)을 가맹점으로
하여, 양자 간에 체결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다.
제1조 【목적】
1. 갑은 본 계약에서 을에게 ○○○점의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을은
그노하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
한다.
2.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항에 따라, 자기의 경영책임 하에 경영에 전념한다.
제2조 【○○○체인의 개요】
○○○체인은 갑에 의한 체인 시스템 전체의 통괄 및 각 가맹점에 대한 지원
조와, 각 가맹점에 의한 원활한 영업 활동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다.
제3조 【영업명 및 영업 장소】
1. 을은 ○○○이라는 명칭, 서비스 마크의 사용 하에 영업을 행한다. 단, 을은
명칭과 서비스 마크 사용 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2. 을이 본 계약에 의거해 영업하는 점포의 명칭은 '○○○ △△점'으로 한다.
3. 을이 본 계약에 의거해 영업하는 점포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점포소
재지/
제4조 【조건의 구비】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체인 시스템에 의한 조건을 을의 비용으로 갖추
고, 또한 장래에 걸쳐 이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또는 필요
에 따라 갑의 지시 하에 을의 비용으로 개선, 개장(改裝)을 행한다.
제5조 【영업권역】
1. 을은 기본적으로 영업권역을 가질 수 없다.
2. 갑이 경합 관계 등에 따라 을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모집했을 때는,
갑은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출점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원조】
갑은 을의 계약점포의 영업에 대해, 다음의 지도 원조를 행한다.
(1) 개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한 지도 원조.
(2) 설비 및 비품류의 설치, 그것들의 개선 및 개장에 관한 지도 원조.
(3) 광고선전활동에 관한 지도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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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 및 회계업무에 관한 지도 원조.
(5)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지도 원조.
제7조 【가맹금, 로열티의 지불】
1. 본 계약에 관해서는 가맹금 및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에게 월 □□만 엔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지불은 매월 25일까지 당월 분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경합의 금지】
을 또는 을의 관계자는 갑의 승낙 없이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 1년간 당 체인 사업의 경영, 출자, 종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상품·소모품·자재 등의 매입】
삭제
제10조 【상품 등의 대금 지불】
삭제
제11조 【연수 및 훈련】
삭제
제12조 【판매촉진과 광고선전】
을의 판매촉진 업무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갑의 지도 하에 행한다.
제13조 【영업일, 영업시간】
영업일, 영업시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업무 운영】
을은 ○○○체인 시스템에 기초한 업무 운영에 책임을 지고, 관계법규를 지키
며, 본 계약, 규정 등을 따른다.
제15조 【영업상의 책임】
을은 영업에 관해 제삼자와의 사이에 사고 또는 분쟁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가지고 해결에 임한다.
제16조 【기밀의 유지】
을 및 을의 종업원은 본 계약, 부대계약, 규정, 연락문서 등, 갑의 지도내용 및
○○○ 체인운영에 관한 계획, 실시, 그 밖의 계약에 관해 알게 된 사항을 일절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또, 을 및 을의 종업원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수
비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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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장 조사】
1.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 을 또는 을의 점포
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행한다. 이 때, 을은 갑의 조사에 성의 있게 협력한다.
(1) 각종 장부 및 전표, 기타 문서 일체.
(2) 품목의 가격·품질·기타.
(3) 갑이 대여한 집기·비품.
(4) 안전관리·보건위생·청소상태 등.
(5) 종사자의 교육·규율·접객태도.
(6) 세무신고의 사본·결산서류.
(7)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그 결과 갑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을은 신속하게 개선을 행하고, 그 조치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본 계약 및 부대계약 상 을의 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에 대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제19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계약 만료 후,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한 설비 세트 및 영업권을 유상으로 양도
받고, 독립 개업한다. 그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본 계약 만료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갑의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삼자로부터, 재산의 압류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받거나, 또는 경매·파산
회사갱생· 화의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회사갱생·화의의 신청을 했
을 때.
(2) 지불 정지, 지불불능 상태일 때와, 이와 유사한 신용 악화 상태라고 갑이 판
단했을 때.
(3) 을의 발행, 인수, 보증, 이서와 관련된 어음, 수표가 부도처분 되었을 때.
(4) 을 또는 을의 대표자가 금치산, 준금치산의 신청을 했을 때, 혹은 뜻하지 않
은 사고, 부득이한 사유, 사망 등에 의해 계약 점포의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어
렵다고 갑이 판단했을 때.
(5) 본 계약·부대계약·규정 등에 의거한 의무를 위반하고, 갑의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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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효과】
1.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갑 및 을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을은 갑이 대여한 집기·비품 등을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갑은 갑의 비용
부담으로 이것들을 철거한다. 또, ○○○체인 표시의 철거를 신속하게 을의 비
용부담 하에 행
한다.
(2) 을은 본계약·부대계약·규정·매뉴얼·연락문서·소정용지·팜플렛·씰 등
의 인쇄물을 모두 조건 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2. 본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의 처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갑과 을이 협
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등의 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잔존 채무는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갑
에게 즉시 이를 변제한다.
제22조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
게 양도 혹은 담보로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지연손해금】
을은 본 계약 및 부대계약에 의해, 을이 부담하는 채무의 지불을 기일에 이행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연분에 대해 연 1할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24조 【재판 관할】
갑 및 을은 본 계약상의 분쟁 및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갑의 본점을 관할하는 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제25조 【불가항력면책】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고 등에 기인할 때,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6조 【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해 갑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고, 담보
의 유무, 변경에 관계없이 을과 연락해 이행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연대보증인에게 중대한 신분, 지위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 지연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제27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관해 의문이 생겼을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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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를 2통 작성하고, 갑과 을
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본부 주소
성명
印
(을) 가맹점 주소
성명
印
(을의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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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개시서면 샘플
① 소매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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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과 개요 설명
(번역본)

중소소매상업진흥법 및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기본 방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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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7월 31일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정회원

북오프코퍼레이션주식회사
프랜차이즈 계약 안내
북오프코퍼레이션주식회사
우편번호229-0004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고부치 2-14-20
TEL (042) 769-1511
FAX (042) 769-2013
본 자료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가맹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의 요청에 따라,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이하
소진법이라 한다) 및 중소소매상업진흥법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기본 방침에 대해(이하 프랜차
이즈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바탕으로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는 이 안내뿐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읽고, 제삼자에게 상의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들인 후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불분명한 점이나, 다음의 안내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확인하고
싶은 것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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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주의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우편번호 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6-2
TEL (03) 5777-8701
본 안내는 2009년 7월 31일 에 작성되어,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경제
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유통정책과에 제출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책임 하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해 제출처의 승인
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맹 시에 조사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맹하
시려는 분께서 사전에 직접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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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과 개요 설명’
~머릿말~
당사는 'BOOKOFF'라는 이름 하에 중고서적, CD, DVD, 게임 소프트웨어
등 재활용샵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제1호점 출점 이래, 지역 여러분께 사랑 받는 점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버리지 않는 사람의 북오프'라는 사회적 역
할을 사명으로 삼아, '버리고 싶지 않다',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재활용 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체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준은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 현장을 이해하고 같
이 땀을 흘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급성장 과정에서 노하우의 축적과 피드백을 반복해, 업계 최대라는 이름
에 부끄럽지 않은 자기혁신을 거듭함으로써 타사가 흉내 낼 수 없는 미디
어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가맹점 여러분들과의 강한 신뢰관계는 이러한 진화하는 노하우의 공유
에 의한 것입니다.
전국 각 지점의 지역에 밀착된 관리 체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수를
통한 점포 운영 지원은 업계 타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최대 체인이기에 가능한 노하우의 지속적인 구축을 통해,
가맹점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너님 스스로가 현장에서 점장님과 함께 '버리지 않는 사람의 북오프'
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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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항목

차
법(중소소매상업진
페이지
흥법) 및 규칙(중소소매
수
상업진흥법 시행규칙)

프랜차이즈 계약 안내

2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과 개요 설
명’ ~머릿말~

3

제1부 북오프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북오프 시스템에 대해
1. 당사의 경영이념
2. 본부의 개요
사명·소재지·자본금·설립·사
업내용·기타 행하고 있는 사업
종류·사업 개시·주요 주주·주
요거래은행·종업원수·본부 자회
사의 명칭 및 사업 종류·소속단
체·연혁 등

6

7~9

3. 회사조직도

10

4. 임원 일람

11

5. 최근 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매출·출점 상황(최근 3사업연도
가 맹점수의 추이)
7. 가맹점의 점포에 관한 사항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신
규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자의 점포 수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
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
의 점포 수 및 갱신되지 않은 계
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2호
제5호
제1호
제3호

규칙 제10조 제1호

12~17 규칙 제10조 4호
18

규칙 제10조 6호, 11
조 6호 가.
규칙 제11조 제6호 나.
규칙 제11조 제6호 다.

19
규칙 제11조 제6호 라.

8. 소송건수

19

제2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 계약의 명칭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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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제10조 제7호

공정거래
위원회
가이드라
인

2-(2)-나.,
2-(3)-①

2. 매출·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20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성질
③지불시기
④지불방법
⑤해당 금전의 반환 유무 및 조건

20

법 11조 1호, 규칙 11
조 1호 가.∼마.
2-(2)-가.③

4. 오픈 어카운트, 매출금 등의 송금

21

규칙 제10조 13호

5. 오픈 어카운트, 금전의 대부 및 대부
규칙 제10조 14호·15호
알선 등의 여신이율
6. 가맹자에 대한 상품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법 11조 2호,
①가맹점에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
21
규칙 11조 2호 가., 나.
품 종류
②매매대금의 결제방법
7. 경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①가맹 시의 연수 등 실시 유무
②가맹 시에 이루어지는 연수 내용
법 11조 3호,
21~22
③가맹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지도
규칙 11조 3호 가.∼다.
방법 및 실시횟수
④기타 지원체제
8. 사용해야 하는 상표상호기타 표시
에 관한 사항
법 11조 4호,
①사용해야 하는 해당 상표, 상호,
22
규칙 11조 4호 가. 나.
기타 표시
②해당 표시의 사용에 관한 조건
9.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②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법 11조 5호,
23
③계약 해제의 조건 및 절차
규칙 11조 5호 가∼다
④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기
타 의무 내용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규칙 10조 12호,
금전에 관한 사항
23~24 11조 7호 가.∼라.
①지불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금전 성질

3-나.-②
2-(2)-가.⑤

2-(2)-가.①
3-(1)-가.
3-나.-(3)

2-(2)-가.②

2-(2)-가.⑦
나.④

2-(2)-가.④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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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불시기
④지불방법
11. 점포의 영업시간·영업일·휴업일

24

규칙 제10조 제8호

12. 영업권역(Territory)의 유무

24

규칙 제10조 제9호

2-(2)-가.⑧

13. 경업금지의무의 유무

24

규칙 제10조 제10호

3-(1)-가.

14. 수비의무의 유무

24

규칙 제10조 제11호

24

규칙 제10조 제16호

24

규칙 제10조 제17호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
의무
16. 계약 위반 시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유무 내용 등
후기 1.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확인서
후기 2.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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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2~23
별지

2-(2)-가.⑥

제Ⅰ부 북오프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북오프
시스템에 대해
1. 당사의 경영이념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 공헌
전 종업원의 물심양면의 행복의 추구

<<우리의 사명 Mission>>
버리지 않는 사람의 북오프 버리지 않는 사람의 인프라를 만드는
컴퍼니
1. 버리지 않는 사람이란
‘사고, 사용하고, 버리는' 라이프사이클에 의문을 가지고 있
는 사람. 생활비를 줄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싶을
때',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 현명한 선택을 하면 생활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2. 인프라란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기관처럼, 생활 속 항상 그 자리에 있
고, 없어지면 곤란한 것. 재활용의 선도기업으로서 북오프 그룹
의 점포 및 서비스가 항상 그곳에 있음으로써, 버리지 않는 사
람의 라이프스타일이 보다 풍요로워진다.
3. 컴퍼니란
북오프 그룹에 모인 공통의 뜻을 가진 동료를 말한다. 공통의
뜻이란 버리지 않는 사람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그것을 세
계 제일의 수준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만드는 인프라의 수준이 버리지 않는 사람의 생활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좌우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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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동지침>>
'6가지 정진'
1.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을 한다.
2. 교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다.
3. 매일 반성한다(이기심의 반성 및 이기심의 불식)
4.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한다.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5. 선행, 이타적 행동을 쌓아나간다.
6.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

2. 본부의 개요
2009년 6월 30일 현재
1) 사명
(2) 소재지

(3) 자본금
(4) 설립
(5) 사업내용
(6) 기타 행하고 있는 사업 종류
(7) 사업 개시
(8) 주요 주주

북오프코퍼레이션주식회사
우편번호 229-0004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고부치 2-14-20
TEL (042) 769-1511
FAX (042) 769-2013
URL http://www.bookoff.co.jp/
25억 5200만엔
1991년 8월
중고서점 'BOOKOFF'의 전개와 신규
중고업태의 개발, 운영, 가맹점 경영지도
카페 사업 등
1990년 5월
다이니혼인쇄주식회사
마루젠주식회사

미쓰비시UFJ신탁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
(9) 주요 거래은행
(10) 종업원수
883명(이 밖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8,488명)
(11) 본부 자회사의 명칭 및 사업 종류 ·BOOKOFF U.S.A INC.외 4개사: 당 체인에
가맹해 북오프를 운영
·리유스프로듀스주식회사: 신규 중고업태의
개발·운영
·주식회사 비오엠: 점포 설계, 디자인, 시공
·북오프미디어주식회사: 쓰타야(렌탈), 하드오프
·북오프온라인주식회사: 인터넷 상에서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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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서적 등의 판매를 하는 EC 사이트의 운영
·북오프로지스틱스주식회사: 상품의 매입·
판매, 화물운수 취급 사업
·주식회사와이씨씨: 쓰타야, 와이씨복스의
운영
·아오야마북센터주식회사: 아오야마북센터,
류스이쇼보의 운영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리사이클북스토어협의회

(12) 소속단체

[연
1990년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혁]
5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BOOKOFF 직영 1호점 오픈

8월

당사 설립

10월

BOOKOFF 전국 프랜차이즈 전개 개시

11월

BOOKOFF 가맹점 1호점 오픈

8월

사가미하라 다나 상품센터 개설(2007년 5월 도메이요코하마로
지스틱센터로 통합)

12월

BOOKOFF 100점포

11월

HARDOFF(PC, AV기기 재활용샵)에 프랜차이즈 가맹

12월

세미나하우스(연수센터) 개설

7월

현 소재지로 본사 이전

9월

사가미하라 중앙상품센터 개설(2007년 5월 도메이요코하마로
지스틱센터로 통합)

3월

중고서점으로서 일본 최대(매장 530평)인 BOOKOFF 마치다추
오도리점 오픈

4월

Kids·Goods(현 B-KIDS 어린이용품 재활용샵) 1호점 오픈

1월

B·SPORTS(스포츠용품 재활용샵) 1호점 오픈

2월

BOOKOFF 해외 1호점(하와이아라모아나시로키야점) 오픈

4월

BOOKOFF 뉴욕점 오픈
OFFandOFF(현 B·Select 귀금속·손목시계 재활용샵) 1호점
오픈
B·STYLE(숙녀복 재활용샵) 1호점 오픈

5월

BOOKOFF 500점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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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3년

2004년

9월

TSUTAYA(비디오대여점)에 프랜차이즈 가맹

12월

중고극장(재활용 업태의 대형복합점포) 히가시지바유고관, 다
마나가야마관 오픈

8월

BOOKOFF LA점 오픈

9월

2006년

2007년

2008년

B·LIFE(잡화 재활용샵) 1호점 오픈

2월

BOOKOFF 700점포

3월

주식공개(도쿄증권거래소시장 제2부 상장)

4월

BOOKOFF FRANCE E.U.R.L 설립

6월

BOOKOFF 파리 오페라좌점 오픈

3월
2005년

BOOKOFF 600점포

도쿄증권거래소시장 제1부 지정 변경
BOOKOFF 800점포

7월

BOOKOFF 밴쿠버점 오픈

10월

BOOKOFF 롤링힐즈 플라자점 오픈

12월

BOOKOFF 서울역점 오픈

3월

Remix Edition(숙녀복 아울렛샵) 1호점 오픈

4월

B·Hobby(프라모델, 취미용품 재활용샵) 1호점 오픈

4월

BINGO(수입 헌옷 재활용샵) 1호점 오픈

5월

도메이 요코하마 로지스틱센터 개설

8월

EC 사이트 ‘북오프 온라인’ 오픈

9월
12월
3월
9월

BOOKOFF 파리 Quatre-Septembre점 오픈
BOOKOFF 900점포
BOOKOFF 산디에고점 오픈
주식회사 와이씨씨를 100% 자회사화
아오야마북센터 및 류스이쇼보의 운영사업을 양도하고, 운영
회사로서 아오야마북센터 주식회사를 설립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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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조직도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회의

사장

감사역회
감사역실
내부감사실
전략본부
㈜비오엠
복합사업부
점포개발부
기획전략실
기획본부
북오프로지스틱스㈜
북오프온라인㈜
영업기획실
영업본부
리유스프로듀스㈜
해외사업부
북오프사업부
FC사업부
교육연수실
신간사업부
북오프미디어㈜
㈜와이씨씨
아오야마북센터㈜
관리본부
코퍼레이트커뮤니케이션실
총무부
IT총괄부
경리부
업무부
인재부
내부통제추진실
2009년 6월 29일 개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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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일람
2009년 3월 31일 현재
이사 회장

하시모토 마유미

대표이사 사장

사토 히로시

전무이사

마쓰시타 노부유키

이사상무집행임원

노즈 나오키

이사상무집행임원

고가네이 신고

이사집행임원

미야자키 요헤이

이사(사외)

마스다 무네아키

이사(사외)

스즈키 다카유키

상근감사역

다무라 히데아키

감사역

아카시 미노루

감사역

하라다 잇신

집행임원

호리우치 야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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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 결 대 차 대 조 표
(2007년 3월 31일 현재)
자산의 부
과목

금액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이연세금자산
기타
대손충당금

12,812,955
4,130,061
520,206
6,392,541
756,108
1,018,128
∆4,089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토지
기타

12,741,232
4,706,594
4,152,605
162,938
391,050

(무형고정자산)
(투자 기타 자산)
투자유가증권
장기대부금
이연세금자산
차입보증금
기타
대손충당금

자산 합계

(단위: 천엔)
부채의 부

과목

금액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일년내상환예정장기차입금

미지불금
미지불법인세등
상여충당금
매출할인충당금
기타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지불금
기타

8,411,380
469,387
980,202
2,530,672
1,509,116
860,147
334,020
721,720
1,006,114
6,560,056
4,954,871
1,433,530
171,654

752,555
7,282,083
1,119,491
26,960
92,050
5,922,731
175,513
∆54,663

25,554,188

부채 합계

14,941,436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평가·환산차액 등]
기타 유가증권평
가차액금
외환환산조정계정
[소수주주지분]

10,327,127
2,520,494
2,714,283
5,558,450
∆466,100
118,385
119,895
∆1,510
137,239

순자산 합계

10,582,752

부채 및 순자산
합계

25,554,188

(注) 기재금액은 표시단위 미만을 절사해 표시한 것입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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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손 익 계 산 서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단위: 천엔

과
목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지분법에 의한 투자이익
동판매기 등 설자치료 수입
기타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기타

금

액
46,224,167
16,110,304
30,113,863
26,739,638
3,374,224
1,328
120,042
139,562

260,933

131,287
36,452

167,739

경상이익
특별이익
점포영업양도익
보상금 수입

14,702
36,857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
점포의 철수에 따른 손실
고정자산제각손
투자유가증권평가손
감손손실

10,608
26,509
58,096
13,985
81,059

세금 등 조정 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법인세 등 조정액
소수주주이익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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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418

1,636,664
∆219,065

51,560

190,258
3,328,719
1,417,598
16,809

1,894,312

연 결 대 차 대 조 표
(2008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천엔)
자산의 부
과목
금액
14,541,736
유동자산
4,759,941
현금 및 예금
910,945
외상매출금
6,457,059
재고자산
642,369
이연세금자산
1,779,749
기타
∆8,329
대손충당금
14,283,016
고정자산
5,182,710
유형고정자산
4,584,620
건물 및 구축물
162,938
토지
16,089
건설가계정
419,062
기타
1,087,726
무형고정자산
8,012,582
투자 기타 자산
1,597,541
투자유가증권
62,280
장기대부금
147,984
이연세금자산
6,102,647
차입보증금
157,270
기타
∆55,140
대손충당금

자산 합계

28,824,751

부채의 부
과목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일년내 상환예정 장기차입금
미지불금
미지불법인세등
상여충당금
점포철수손실충당금
기타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지불금
기타

금액
10,880,139
602,905
3,820,000
2,311,672
1,668,731
971,495
357,005
43,800
1,104,483
6,845,818
5,106,719
1,544,907
194,191

부채 합계

17,725,958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평가·환산차액 등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외환환산조정계정
소수주주지분

10,885,965
2,523,494
2,717,283
6,383,967
∆738,778
64,177
95,105
∆30,928
148,650

순자산 합계

11,098,793

부채 및 순자산 합계

28,824,751

(注) 기재금액은 표시단위 미만을 절사해 표시한 것입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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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손 익 계 산 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3월31일까지)
단위: 천엔

과
목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자동판매기 등 설치료 수입
기타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실
기타
경상이익
특별이익
관계회사주식매각익
점포양도익
매출할인충당금여입익
해결금수입
기타
특별손실
투자유가증권평가손
관계회사주식평가손
점포의 철수에 따른 손실
상품센터이전손실
점포철수손실충당금편입액
고정자산제각손
감손손실
기타
세금 등 조정 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법인세 등 조정액
소수주주이익

금

액
50,485,714
17,777,759
32,707,955
30,337,223
2,370,731
224,308
192,455
163,104
5,456
47,575
29,370
96,682
202,408
741,719
22,000
104,037
121,083
360,441
24,988
43,800
152,423
249,394
2,096

1,460,415
88,555

당기순이익
(注) 기재금액은 천엔 미만을 절사해 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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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64

216,137
2,571,358

1,092,181

1,058,266
2,605,273
1,548,971
11,411
1,044,891

연 결 대 차 대 조 표
(2009년 3월 31일 현재)
자산의 부
과목
금액
[유동자산]
16,606,095
현금 및 예금
4,439,996
외상매출금
1,070,341
상품
8,930,854
저장품
34,885
이연세금자산
539,474
기타
1,592,445
∆1,902
대손충당금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토지
리스자산
건설가계정
기타

18,091,064
6,225,520
4,885,135
247,771
532,995
140,926
418,691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리스자산
기타

1,962,788
1.187.834
22,161
752,792

(투자 기타 자산)
투자유가증권
장기대부금
이연세금자산
차입보증금
기타
대손충당금

9,902,755
1,219,435
144,865
221,917
8,030,826
367,896
∆82,184

부채의 부
과목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일년내상환예정장기차입금
리스채무
미지불금
미지불법인세등
상여충당금
점포폐쇄손실충당금
기타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리스채무
부의 영업권
장기미지불금
기타

34,697,160

금액
14,343,142
1,268,596
6,018,800
2,772,238
189,499
2,054,979
363,279
374,932
55,282
1,245,534
8,540,433
6,097,815
409,854
257,542
1,509,401
265,819

부채 합계

22,883,575
순자산의 부

[주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평가·환산차액 등]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
외환환산조정계정
[소수주주지분]
순자산 합계

자산 합계

단위: 천엔

부채 및 순자산 합계

11,645,791
2,552,294
2,746,083
7,086,237
∆738,822
13,331
54,887
∆41,555
154,462
11,813,584
34,697,16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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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손 익 계 산 서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단위: 천엔)
과
목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자동판매기 등 설치료 수입
폐지 등 재활용 수입
부(負)의 영업권 상각액
기타
영업외비용
지불이자
지분법에 의한 투자손실
기타
경상이익
특별이익
점포양도익
고정자산매각익
특별손실
투자유가증권평가손
관계회사주식평가손
점포폐쇄손실
점포폐쇄손실충당금편입액
고정자산제각손
감손손실
기타

금

액
60,493,897
24,473,080
36,020,817
33,585,853
2,434,963
179,940
113,354
23,412
254,471
230,092
5,639
98,279

334,011
2,672,133

3,615
1,142

4,757

266,796
7,999
90,179
47,400
65,069
183,117
149

660,713

세금 등 조정 전 당기순이익
957,127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127,202
법인세 등 환부세액
154,117
법인세 등 조정액
소수주주이익
당기순이익
(注) 기재금액은 천엔 미만을 절사해 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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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80

2,016,178

984,042
7,811
1,024,323

6. 매출·출점상황: 가맹점·직영점별
(1) 전점 매출액 추이

직영점※
가맹점
합계

단위: 백만엔

2006년도
37,553
43,086
80,639

2007년도
41,077
44,250
85,327

2008년도
44,734
46,500
91,234

※직영점 매출에는 연결회사 점포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점포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점포수 추이

단위: 점

2006년도
직영점
가맹점
자회사 점포
합계

2007년도
278
577
25
880

2008년도
278
590
25
902

303
598
16
917

7. 가맹점의 점포에 관한 사항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자의 점포 수(※)
년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자의 점포 수

2006년도

30

2007년도

20

2008년도

30

※해외 점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이관된 점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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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수(※)
년도

계약을 중간에 종료한 가맹자의 점포 수

2006년도

15

2007년도

15

2008년도

22

※해외 점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수관한 점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및 갱신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년도

갱신된 가맹자의 점포 수

갱신되지 않은 가맹자의 점포 수

2006년도

26

0

2007년도

29

4

2008년도

23

0

※자동갱신점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 소송건수
· 최근 5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가맹자 또는 가맹자였던
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건수 및 당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수
가맹자 또는 가맹자였던
년도

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당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수

2004년도

건수
없음

없음

2005년도

없음

없음

2006년도

없음

없음

2007년도

없음

없음

2008년도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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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 계약의 명칭 등
BOOKOFF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2. 매출·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매출·수익 예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 가맹료

200만엔

· 개점지도료

300만엔

②성질
가맹료는 다음의 대가입니다.
· BOOKOFF 점포 사업을 영업하는 권리
· BOOKOFF 상표 등의 사용허락료
· 계약 시에 공개하는 노하우
개점지도료는 다음의 대가입니다.
· 점포의 입지조사
· 상점 레이아웃 등의 입안
· 필요 비품, 집기 등의 산출
· 개점 전의 연수 및 지도
· 개점 전, 개점 시의 지도원 파견
· 기타, 개점에 따른 각종 지도
③지불시기
가맹료, 개점지도료 모두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에 지불해야 합
니다.
④지불방법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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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해당 금전의 반환 유무 및 조건
가맹료, 개점지도료는 중도 해약 및 계약 만료 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반환 되지 않습니다.

4. 오픈 어카운트, 매출금 등의 송금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오픈 어카운트, 금전의 대부 및 대부 알선 등의 여신이율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자에 대한 상품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①가맹점에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의 종류
(1) 당 사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책, 음악 CD, 영상 DVD, 영상
비디오테이프, 게임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이들 상품은 가맹점에
의한 자급자족(일반 고객으로부터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점포 집기, 유니폼, 포장자재 등의 소모품 및 비품은 본부가 지정
하는 사양에 따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본부가 판매합니다.
②매매대금의 결제방법
본부로부터 매입한 상품, 재료, 기타 물품의 대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해 익월 15일까지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 지불해 주
십시오. 단, 오픈 시의 상품 등의 대금지불방법은 별도로 지정합니다.

7. 경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①가맹 시의 연수 등 실시 유무
있습니다.
②가맹 시에 이루어지는 연수 내용
(1) 기초연수: 개점 전 초기 연수
· 대상자: 경영자 및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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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간: 5일간
· 장소: 본부연수시설
· 연수 내용
BOOKOFF의 경영이념, 연혁, 현황
점포운영방법
상품지식
매입·판매방법
판매촉진
계수관리 등
(2) 오픈 전 매입 연수: 오픈 전에 이루어지는 매입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대상자: 점장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 실시기간: 3일간
· 장소: 가맹점
· 연수 내용: 매입에 대한 매뉴얼, 오퍼레이션의 트레이
(3) 오픈 후 1주간 연수: 오픈 후의 점포 관리
· 대상자: 점장 및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 실시기간: 7일간
· 장소: 가맹점
· 연수 내용: 오픈 후의 점포에 대한 점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 지도
③가맹점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실시횟수
· 각종 정보 제공 및 지도

수시

· 기초연수

월 1회~2회

· 실천연수

년 3회~5회

· 응용연수

년 3회~5회

· 지점 점장 연수

년 1회

· 전국오너회·지점오너회

각 년 1회

④기타 지원체제
전국 9개소에 가맹점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역별 지점체제가 있습
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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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해야 하는 상표·상호·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①사용해야 하는 해당 상표, 상호, 기타 표시

②해당 표시의 사용에 관한 조건
BOOKOFF 체인점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즉시 이들 마크, 로고의 사용
을 중지합니다.
또 BOOKOFF 마크, 로고 등을 부착한 물품, 차량 등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그 마크, 로고 등을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9.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5개년
②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본부와 가맹점 쌍방에 의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을 경우, 계약은 기간 만료 후 2년간 연장되며, 이후에도 이와
같습니다.
③계약 해제의 조건 및 절차
(1) 계약기간 중, 본부 또는 가맹자가 해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6개월
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본부 또는 가맹점에 계약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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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것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2주일 이상 경과해도 그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자에게 파산, 부도처분, 압류, 가처분 등의 사태가 하나라도 발생
할 경우, 본부는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기타 의무
내용
(1) BOOKOFF 체인의 마크, 로고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간판 등의
표시물을 철거하고, 인쇄물 기타 물품의 처분에 대해서는 본부의 지시
에 따릅니다.
(2) 손해배상금은 가맹계약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지불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로열티: 매출액의 4%(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가맹자가 BOOKOFF
체인 시스템에 따라 판매한 매출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 경영 관리 시스템 임대료: 계산대 1대당 월 55,000엔
(단, 2대째 이후에는 1대당 월 20,000엔)
티포인트 소프트웨어 사용료: 월 29,000엔
②금전 성질
로열티는 다음의 대가로서 지불합니다.
· BOOKOFF 상표 등의 사용허락료
· 본부가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지도, 기술원조
(1) 경영관리지도
(2) 점유율 확대 및 매출 지도
· 각종 연락업무 등에 드는 비용
③지불시기
로열티는 매월 말일 마감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익월 15일까지
지불합니다.
④지불방법
일본

303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합니다.

11. 점포의 영업시간·영업일·휴업일
10:00~23:00를 표준으로 하며, 입지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정합니다.
휴업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12. 영업권역(Territory)의 유무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포 주변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개설
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 경업(競業) 금지 의무의 유무
계약기간 중 및 종료 후 1년은 본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지
않는 한, 당 체인과 유사하거나 또는 경합하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14. 수비의무의 유무
계약기간 중 및 종료 후를 불문하고, 당 체인에 관한 매뉴얼 및 기술정
보, 기타 영업상의 비밀 및 본부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타에게 누설해
서는 안 됩니다.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BOOKOFF 체인의 점포 이미지의 통일을 위해, 점포의 구조, 내외장(디자
인, 컬러), 설비, 기구, 비품은 스토어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사 또는
비치를 합니다. 그 공사비, 비품 등 구입대금은 가맹자가 부담합니다.

16. 계약 위반 시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가맹계약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7. 사업 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유무 내용 등
사업 활동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또 가맹계약서에도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후기 1.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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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확인인
페이지 확인
가맹희
수 연월일 설명자
망자

프랜차이즈 계약 안내

2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과 개요 설명’ ~머릿말~

3

제1부 북오프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북오프 시스
템에 대해
1. 당사의 경영이념

6

2. 본부의 개요
사명·소재지·자본금·설립·사업내용·기타
행하고 있는 사업 종류·사업 개시·주요 주
주·주요 거래 은행·종업원 수·본부 자회사
의 명칭 및 사업 종류·소속단체·연혁 등

7~9

3. 회사조직도

10

4. 임원 일람

11

5. 최근 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2~17

6. 매출·출점 상황(최근 3사업연도 가맹점수의 추이)

18

7. 가맹점의 점포에 관한 사항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자의 점포 수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및 갱신되
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

19

8. 소송건수

19

제2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 계약의 명칭 등

20

2. 매출·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20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 성질
③ 지불시기
④ 지불방법
⑤ 해당 금전의 반환 유무 및 조건

20

4. 오픈 어카운트, 매출금 등의 송금

2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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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픈 어카운트, 금전의 대부 및 대부 알선 등의 여신이율
6. 가맹자에 대한 상품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① 가맹점에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 종류
② 매매대금의 결제방법

21

7. 경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① 가맹 시의 연수 등 실시 유무
② 가맹 시에 이루어지는 연수 내용
③ 가맹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실시
횟수
④ 기타 지원체제

21~22

8. 사용해야 하는 상표 ․ 상호 ․ 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사용해야 하는 해당 상표, 상호, 기타 표시
② 해당 표시의 사용에 관한 조건

22

9.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②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③ 계약 해제의 조건 및 절차
④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기타 의무 내용

23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 지불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 금전 성질
③ 지불시기
④ 지불방법

23~24

11. 점포의 영업시간·영업일·휴업일

24

12. 영업권역(Territory)의 유무

24

13. 경업금지의무의 유무

24

14. 수비의무의 유무

24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24

16. 계약 위반 시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24

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 유무 내용 등

24

후기 1.‘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확인서
후기 2.‘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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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별지

년

월

일

설명자
나_______________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기 모든 항목을 설명했
으며, 가맹 희망자_______________께서는 이를 이해하셨습니다.
설명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印

가맹 희망자
나_______________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기 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자_______________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가입 희망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 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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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식업 프랜차이즈 법정개시서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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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31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본

311

31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본

313

31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본

315

31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본

317

31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본

319

32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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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과 개요 설명

중소소매상업진흥법 및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기본 방침에 대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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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

목

차

항목
프랜차이즈 계약 안내
'도쿄순두부'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께
제1부 도쿄순두부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
1. 본부 개요
2. 연혁
3. 임원 일람표
4. 도쿄순두부 사업부 거점 일람표
5. 최근 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6. 매출출점 상황가맹점직영점별
7. 가맹점 점포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신규
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자의 점포 수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해제
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점포수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갱
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점포수 및
갱신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점포수
8. 소송건수
제2부 프랜차이즈 계약 요점
1. 계약 명칭

페이
지수
4
5
6
6
8
9
9
10

법(중소소매상업
진흥법) 및 규칙

규칙
규칙
규칙
규칙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규칙 제10조
제4항

10
10

10
11
11

2. 매출액·수지 예측에 관한 설명

11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
한 사항
1) 금전의 액수
2) 금전의 성질
3) 지불시기·지불방법,
4) 해당 금액의 반환 유무 및 조건

11

4. 매출금 등의 송금의무 유무

12

5. 가맹점에 대한 금전의 대부 및 대부
알선 등

12

6. 가맹점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사항

12

규칙 제10조
제6항 나.
규칙 제10조
제6항 다.
규칙 제10조
제6항 라.

규칙 제10조 제7항

2-(2)-나.
2-(3)-①
법 제11조 제1항
규칙 제11조 제1항 2-(2)-가.③
가.∼마.
규칙 제10조 제13
3-(1)-나.항규칙 제10조
②
제15항
규칙 제10조
제14항
법 제11조 제2항

2-(2)-가.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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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에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의
종류
2) 상품의 공급조건
3) 배송일, 시간, 횟수에 관한 사항
4) 매입처 권장 제도 5) 발주방법
6) 매매대금의 결제방법 7) 반품
8) 재고관리 등
9) 판매방법 10) 상품판매가격
11)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 판매

13

7.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

13

8. 사용시키는 상표·상호·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14

9. 계약기간, 재계약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2) 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3) 계약 해제 조건 및 절차
4)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액수 또는 산정방법 및 기타 의무 내용 등
10.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1) 로열티 2) 선전판촉비 3) ASP 시스템
사용료 4)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11. 점포의 영업시간, 영업일, 휴업일에
관한 의무 등
12. 영업권역의 유무
13. 경업 금지 의무의 유무

15

14. 수비의무의 유무

16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16

16. 계약 위반 시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유무 내용 등
18. 가맹점에 부과하는 기타 의무
후기 1.‘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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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3-(1)-가.
규칙 제11조 제2항
3-(2)
가, 나.
3-(3)

법 제11조 제3항
규칙 제11조 제3항 2-(2)-가.②
가. 나.
법 제11조 제4항
규칙 제11조 제4항
가. 나.
2-(2)-가.⑦
법 제11조 제5항
2-(3)-④
규칙 제11조 제5항
3-(1)-나.가∼라.
④

15

규칙 제10조
제12항
2-(2)-가.④
규칙 제11조 제7항 2-(3)-②
가.∼라.

15

규칙 제10조 제8항

15

규칙 제10조 제9항 2-(2)-가.⑧
규칙 제10조
3-(1)-가.
제10항
규칙 제10조
제11항
규칙 제10조
제16항
규칙 제10조
제17항

16
16
16

2-(2)-가.⑥

‘도쿄순두부’가맹을

희망하시는 분께

프랜차이즈 계약 안내
브로스앤컴퍼니㈜
도쿄순두부
우편번호 171-0022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1-25-9 이마이빌딩 6F
담당 외식사업부
TEL 03-5957-7711
FAX 03-5957-7712
http://www.tokyo-sundubu.net/
본 자료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가맹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의 요청에 따라,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이하 소진법이라
한다) 및 ‘중소소매상업진흥법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프랜차이즈 시
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기본 방침에 대해’를 바탕으로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해서는 이 안내뿐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읽고, 제삼
자에게 상의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들인 후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불분명한 점이
나, 다음의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주의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우편번호 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6-2
TEL 03-57775-8701
본 안내는 2008년 7월 1일에 작성되어,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에
다.

제출한 것입니

본 자료는 당사의 책임 하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해
제출처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맹 시에 조사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맹하시려는 분께서 사
전에 직접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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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번에, 당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을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

사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도쿄순두부’라는 이름 하에, 순두부 전문점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당 체인의 점포는 순두부 전문점으로서의 독자적인 경험과 연구에 의해 개발한
경영 노하우, 운영 시스템, 기업 이미지 등의 통일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하
실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당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각종 등록상표와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조리
법, 품질기준, 조리 매뉴얼, 집기, 비품 및 기기, 점포 운영 기법, 판매촉진 및 비
즈니스 기법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도 당사에 의해 개량되어 나가는 종합적인
점포 운영 시스템입니다.
체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입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
해서는 모든 점포에서 동일한 상품,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쿄순두부의 경영에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프랜차이즈 계약
등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도쿄순두
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경영기법을 중시하시고, 당사의 노하우, 시스템, 이미지
등에 얽매이지 않은 경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도쿄순두부 프랜차이즈 체인 가
맹을 권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도쿄순두부’ 체인은 당사와 가맹점 각각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는 노하우, 상품개발 등의 시스템 정비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물류,
데이터 관리, 점포 지도 등, 가맹점 단독으로는 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은 본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경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분담을 한 후,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체인점포의 경영 성공의 열쇠입니다.
‘도쿄순두부’ 점포의 경영을 하시는 가맹자의 성공이 당사의 성장 원동력이므
로, 당사의 경영 노력은 즉 가맹점의 경영 지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맹점과
당사는 공존공영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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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도쿄순두부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
1. 본부 개요
사명

브로스앤컴퍼니주식회사 ‘Bros.&Company Ltd.’

URL

http://www.brosandcompany.co.jp/index.html

소재지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1-25-9

설립

1981년 5월

자본금

1천만엔

사업내용

음식점의 경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

주요 주주

사카이리 교이치

종업원수

280명

거래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리소나은행
스가모신용금고

본부의 자회사 명칭 및 사업 종류
(주)일본아로마코디네이터스쿨(교육사업)
(주)플로라아미(교육사업)
(주)뉴욕메이크업아카데미(교육사업)
(주)도쿄리플렉솔로지스트아카데미(교육사업)
(주)일본교육크레딧서비스(크레딧사업)
(주)후쿠다야(부동산사업)
(주)브로스출판(출판사업)
소속 단체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기업이념--진정한 행복은 바로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사랑과 따뜻함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회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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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순두부
URL
・사무실

http://www.tokyo-sundubu.net/
우편번호 171-0022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1-25-9
이마이 빌딩 6F
TEL

03-5957-7711

FAX

03-5957-7712

우편번호 107-0061 도쿄도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3-12-1

・아오야마점

O24빌딩 B1F
TEL(FAX) 03-5766-1121
・신주쿠점 우편번호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3-3-3 온다센트럴
빌딩 B1F
TEL(FAX)

03-5367-3830

・시부야점 우편번호 150-0002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3-6-1
다이이치야기빌딩 1F
TEL(FAX)
・아자부다이점

03-5778-3901

우편번호 106-0041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다이 1-11-3
아자부다이 다이이치빌딩 1F
TEL(FAX) 03-5573-8838

・이케부쿠로 파르코점 우편번호 171-8557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
쿠로 1-28-2 이케부쿠로파르코 7F
TEL(FAX)
・요코하마퀸즈

03-5795-1566

우편번호 220-001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
토미라이 2-3-2 이스트점
TEL

045-640-1077

FAX

045-640-1076

32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연

혁

1980

도쿄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에서 일본비즈니스라이센스스쿨 창업

1981
1982

주식회사 일본비즈니스라이센스스쿨 설립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국가자격 취득 강좌 개시
오사카지부 개설

1983
1985
1990

구마모토지부 개설
삿포로지부 개설
주식회사 일본교육크레딧서비스 설립

1991
1993

후쿠오카지부 개설
주식회사 브로스출판 설립
브로스앤컴퍼니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구칭 주식회사 일본비즈니스라이센스스쿨)
신주쿠지부 개설
브로스앤컴퍼니 부동산사업부 개설

1995

(도쿄 (3) 제73207호 사단법인 도쿄택지건물거래업협회 회원)
브로스출판에서 계간지 ‘파페’ 창간
도쿄리플렉솔로지스트아카데미 시즈오카지부 개설

1997
1998
2000

컬처큐브 시부야점·오사카점 개설
도쿄리플렉솔로지스트아카데미 시부야점 개설
도쿄(교바시)지부 개설

2001
2002

뉴욕메이크업아카데미 NY점(USA 뉴욕) 개설
뉴욕메이크업아카데미 일본점(에비스) 개설
아르베데파르 미나미아오야마점 오픈 수입잡화 등의 판매

2003
2004
2005

뉴욕메이크업아카데미 오사카점 개설
사쿠라자카가든 개설
아르베데파르 요코하마점 오픈

2006
2007
2008

아르베데파르 지유가오카점 오픈
도쿄순두부 아오야마점 오픈
도쿄순두부 신주쿠점 오픈
도쿄순두부 시부야점 오픈
도쿄순두부 아자부다이점 오픈

2007
10월
11월

아르베데파르 우라와점 오픈
도쿄순두부 이케부쿠로파르코점 오픈

3월

도쿄순두부 요코하마퀸즈이스트점 오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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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일람표
대표이사 사카이리 교이치
이

사 이토 가즈오

이

사 기쿠치 가즈오

이

사 요코제키 고조

감 사 역 하시모토 마사미

3. 도쿄순두부 사업부 거점일람표
도쿄순두부
URL

http://www.tokyo-sundubu.net/

・사무실 우편번호 171-0022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1-25-9
이마이 빌딩 6F
TEL

03-5957-7711

FAX

03-5957-7712

・아오야마점 우편번호 107-0061 도쿄도 미나토구 기타아오야마 3-12-1
O24빌딩 B1F
EL(FAX) 03-5766-1121
・신주쿠점

우편번호 160-0022 도쿄도 신주쿠 구신주쿠 3-3-3
온다센트럴빌딩 B1F
TEL(FAX)

・시부야점

03-5367-3830

우편번호 150-0002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3-6-1
다이이치야기빌딩 1F
TEL(FAX) 03-5778-3901

・아자부다이점 우편번호 106-0041 도쿄도 미나토구 아자부다이 1-11-3
아자부다이 다이이치빌딩 1F
TEL(FAX) 03-5573-8838
・이케부쿠로 파르코점

우편번호 171-8557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 1-28-2 이케부쿠로파르코 7F
TEL(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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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795-1566

・요코하마퀸즈

우편번호 220-001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시구
미나토미라이 2-3-2 이스트점
TEL

045-640-1077

FAX

045-640-1076

4. 최근 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지 첨부 자료와 같음

5. 매출·출점 상황·가맹점·직영점별
1) 전점 매출액 추이표

2006년

￥100, 305, 932

2007년

￥280, 867, 900

2) 점포수 추이표

2006년

직영점 4점포 FC점 0점포

2007년

직영점 5점포 FC점 0점포

6. 가맹점 점포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의 점포 수
- 0건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점포 수
- 0건
최근 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점포
수 및 갱신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점포 수
- 0건

7. 소송건수
최근 5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내에 프랜차이지 또는 프랜차이지였던 자로
부터 제기된 소송 건수 및 당사가 제기한 소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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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프랜차이즈 계약 요점
1. 계약 명칭
도쿄순두부 프랜차이즈 계약서

2. 매출액·수지 예측에 관한 설명
수지 예측은 가맹 희망자 자신이 한다. 단, 기존 직영 점포를 가맹점에
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과거 매출액 실적을 공개한다.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1) 가맹금·가맹보증금
1. 금전의 액수
가맹금……… 3,000,000엔(세금 별도)
가맹보증금… 1,000,000엔
연수비……… 300,000엔(세금 별도)
2. 금전의 성질
가맹금……… 프랜차이즈권을 획득하는 권리금
가맹보증금… 가맹 계약에 의거한 당사와의 계속적 거래를 위한 보증금
연수비……… 개점 전의 직영점 실습(3명까지, 접객, 조리, 점포운영 등)
단, 연수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불시기·지불방법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지불한다.
4. 해당 금액의 반환 유무 및 조건
가맹금 및 연수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프랜
차이즈 계약이 종료해 채권채무를 청산한 후, 잔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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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설비 등의 구입 대금 및 점포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비용(보증금 포함)
1. 금전의 액수
(금액은 점포별로 다르다. 점포 임대차 계약에 드는 보증금 등, 기타 비
용 포함)
a. 기존 직영점을 프랜차이즈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 산출 기준에 따
른 양도 대금.
b. 당사가 승인한 기존 프랜차이즈점의 양도를 받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양도 대금.(금액은 점포별로 다르다.)
c. 신점포의 개점 시부터 프랜차이즈의 영업을 행할 경우에는 점포 내
외장 공사, 간판공사, 주방기기, 집기 비품 등 및 점포 임대차 계약
에 드는 보증금 등, 기타 비용의 대금.
(금액은 점포별로 다르다. 당사 지정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2. 금전의 성질
영업권을 포함한 각 자산의 구입대금
3. 지불시기·지불방법
a. 기존 직영점을 가맹점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 전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b. 기존 가맹점의 양도를 받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시기, 지
불 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c. 신점포의 개점 시부터 영업을 행할 경우에는 점포 내외장 공사, 간판
공사, 주방기기, 집기비품 등을 개점일 익월 15일까지 지불한다. 또,
점포 임대차 계약에 드는 보증금 등, 기타비용 대금은 그 점포 임대
차 계약에 따른 시기·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4. 해당 금전의 반환의 유무 및 조건
가맹 계약 종료 시에, 해당 점포를 당사 또는 당사가 승인한 다른 가
맹점에 양도할 경우의 양도 대금은 양도인이 직접 수취한다.

4. 매출금 등의 송금의무 유무(오픈 어카운트 제도)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입주자 등의 출점
형태에서 점포 부동산 계약처가 매출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계약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및 장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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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점에 대한 금전의 대부 및 대부 알선 등
가맹점에 대한 금전의 대부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 가맹점이 금융기관으
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의 채무 보증을 하지 않는다.

6. 가맹점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사항
1) 가맹점에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의 종류
· 도쿄순두부의 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주재료 및 부자재
· 집기 비품, 점포 설비, 점포 간판 외
2) 상품의 공급 조건
납품 장소는 원칙적으로 점포로 한다.
3) 배송일, 시간, 횟수에 관한 사항.
각 지역, 배송경로 별로 다르다. 대체로 발주일 +1∼3일 납품, 배송경로
는 고정되어 있다.
4) 매입처 권장 제도
조미료, 쌀, 기타 사용 재료 등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자로부
터 구입해야 한다.
5) 발주방법
WEB 상에서 발주
6) 매매대금의 결제방법
매매대금의 지불은 매월 말일 마감 익월 20일 지불로 한다.
7) 반품
납품 시에 가맹점이 이의 없이 수령한 상품(식재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품할 수 없다.
8) 재고관리 등
재고관리는 가맹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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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매방법
가맹점은 당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조리하고, 당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판매가격 포함) 판매해야 한다.
10) 상품 판매가격
체인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가 기본상품구성 및 메뉴를
가맹점에 제시하므로, 가맹점은 이를 존중한 상품구성 및 메뉴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판매한다.
11)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 판매
가맹점은 당사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
고 당사가 지정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7.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
1) 가맹 시의 연수 등의 실시의 유무
개점 전에 당사가 지정한 실습을 직영점에서 실시한다.
2) 가맹 시에 이루어지는 연수의 내용
직영점 실습… 접객, 조리, 점포 운영 등
3) 가맹점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 지도의 방법 및 그 횟수
감독자(supervisor)가 가맹점 점포를 매월 1회 방문하고, 경영 관리, 상
품 가공 기술, 판매촉진 등 점포 운영의 전반에 걸친 지도·기술원조를
실시한다. 2회째 이후의 방문을 희망할 경우, 별도로 가맹점이 파견원의
교통비(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시키는 상표·상호·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1) 사용시키는 상표·상호, 기타 표시
가맹점은 당사가 정한 점포 명칭, 하기 등록상표, 로고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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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표시의 사용에 관한 조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기재된 점포에서,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재계약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2) 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
을 경우에는 1년간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이와 같다.
3) 계약 해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으로부터의, 6개월 전까지의 서면에 의한 해약 요구에 의해 계약
을 해제한다. 또, 가맹점이 이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
로서 가맹점과의 가맹 계약을 해제한다.
① 당사가 요청한 방식에 따른 성의 있는 점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② 점포 경영이, 당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한
당사의 개선 지도에도 따르지 않을 때
③ 당사의 승낙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점포 운영을 하지 않을 때
④ 당사 또는 당사의 권장업자 등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⑤ 지불 책임이 있는 어음, 수표가 부도 처분되었을 경우, 기타 지불을
정지했을 때
⑥ 다른 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체납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민사재생,
회사정리, 특별청산,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을 받은 경우, 내지는 스스
로 그 신청을 했을 때
⑦ 그밖에 채무 이행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당사가 인정했을 때
⑧ 당사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를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삼자에
게 유용했을 때
⑨ 당사 또는 도쿄순두부의 신용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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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당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에 대해 허위 보고를 했을 때
⑪ 분파 행동에 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계획했을 때
⑫ 당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졌을 때
⑬ 그 밖에, 본 계약의 각 조항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을 때
4)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액수 또는 산정방법 및 기타 의무
내용 등
① 계약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액수 및 산정방법에 따른 특
약은 없다.
② 가맹점으로부터의 중도 해약 요구일 경우에는 100만 엔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③ 상기 ①∼⑬을 위반해 당사에 의해 계약 해제를 당했을 경우에는,
100만 엔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⑤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6’에 기재

10.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1) 로열티
매월 총매출액의 3%
2) 선전판촉비
1.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매월 3만엔(정액)
2. 금전의 성질
도쿄순두부 전체로서의 광고선전비의 각 점포별 부담금
3) ASP 시스템 사용료
1.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매월 2만 엔(정액)
2. 금전의 성질
수발주·매출관리·그룹웨어의 시스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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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1. 지불시기
해당 월의 익월 20일
2. 지불방법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지불

11. 점포의 영업시간, 영업일, 휴업일에 관한 의무 등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단, 상업시설의 입주자로서 출점한 경우에는 각
상업시설 등의 휴업에 맞춰 휴업한다. 영업시간은 가맹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영업권역(Territory)의 유무
로케이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업권역은 설정하고 있지 않다. 계
약주소 외에서의 출점, 택배, 출장판매는 할 수 없다.

13. 경업(競業) 금지 의무의 유무
계약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은 동종 또는 유사 사업을 행할 수
없다.

14. 수비의무의 유무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의 경영 노하우 및
영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가맹점은 당사 기준에 정하는 점포 내외장, 설비, 건물, 디자인을 사용
할 의무를 진다.

16. 계약 위반 시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계약 위반에 의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가 입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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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유무 내용 등
보상 제도는 없다.

18. 가맹점에 부과하는 기타 의무
1. 점포 입지는 당사의 지도에 따라 결정한다.
2. 당사가 지정하는 POS 시스템을 사용한다.
3. 매월 월차 손익계산서,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4. 당사가 정하는 보건위생기준을 달성한다.
5. 도쿄순두부의 업무에 전념한다.
6. 점포에 대해,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종류의 손해보험에 가
입한다.
7. 영업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인허가 등을 취득한다.
8. 영업에 필요한 종업원 등의 준비를 한다.
년

월

일

설명자
나_______________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기 모든 항목을 설명했
으며, 가맹 희망자___________________께서는 이를 이해하셨습니다.
설명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印
가맹 희망자
나______________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기 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자_________________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가입 희망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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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과 개설
중소소매상업진흥법 및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시행규칙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기본 방침에 대해

클리닝

화이트큐빈

작성일
2007년 1월 1일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정회원

주식회사 니혼사와야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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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의 안내
주식회사 니혼사와야카그룹
FC 본부(본부 사무국)

(도쿄 사무국)

우편번호 861-8010

우편번호 101-0035

주소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간

다곤야초 14

지요다 고토부키빌딩 9F

가미나베 2-1-100
소속부문 본부 사무국

소속 부문 도쿄 사무국

성명 아오키 유조

성명 바바 마사하루

TEL (096) 389-5400

TEL (03) 5294-3883

FAX (096) 389-5453

FAX (03) 5294-3884

홈페이지 주소 http://www.white-ex.co.jp
본 자료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에 가맹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사단
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의 요청에 따라,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이하
소진법이라 한다) 및 ‘중소소매상업진흥법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기본 방침에 대해’
(이하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바탕으로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
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는 이 안내뿐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읽
고, 제삼자에게 상의하는 등, 충분히 시간을 들인 후 판단해 주십시오. 만
약 불분명한 점이나, 다음의 안내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확인하고 싶
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
한 주의점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우편번호 105-000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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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6-2
TEL (03)5777-8701
본 안내는 2008년 6월 30일에 작성되어,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경제산업
성 상무정보정책국 유통정책과에 제출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책임 하에 작성한 것으로, 내용에 대해 제출처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맹 시에 조사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가맹하시
려는 분께서 사전에 직접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와야카 시스템’에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번에, 당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을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
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사와야카 시스템’이라는 이름 하에, 신속하고 질 높은 클리닝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 체인의 클리닝 공장에서는 영업점(공장직영 또는 중개위탁방식(서브프
랜차이지))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창구로 하여, 30년 이상에 걸쳐 독
자적으로 개발한 경영 노하우, 운영 시스템, 고객 서비스 등을 적용하고 있
으며, 당사의 독자적인 통일된 이미지에 의해 고객께서는 안심하고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체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성’입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반복
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어느 점포를 이용해도 동일한 상품,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와야카 시스템’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프랜차이
즈 계약 등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
터 ‘사와야카 시스템’과는 다른 독자적인 경영기법을 중시하시고,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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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카 시스템’의 노하우, 시스템, 이미지 등에 얽매이지 않은 경영을 희망하
시는 분들께는 ‘사와야카 시스템’에 대한 가맹을 권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사와야카 시스템’의 특징은 ‘대비와 교류’라는 기본이념입니
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가맹자가
정보 및 데이터를 결집하고, 이것을 당사가 노하우, 상품(기술) 개발 등의
바탕으로 삼아 투자를 행하고, 본부로서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연수
및 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가맹 회원은 본부가 제공하는 이들 시스템
을 바르게 활용해 경영을 하고, 가일층의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 역할을 명확히 한 후,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와야카 시스템’의 경영 성공의 열쇠입니다.
‘사와야카 시스템’의 경영을 하시는 가맹자의 성공이 당사의 성장의 원
동력이므로, 당사의 경영 노력은 가맹 회원의 경영 지원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맹회원과 당사는 공존공영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일본

365

목

차

페이지
수

항목

프랜차이즈 계약의 안내
‘사와야카 시스템’에 가맹을 희망하
시는 분께
제Ⅰ부 ㈜니혼사와야카그룹과 ‘사와야카
시스템’에 대해
1. 당사의 경영이념

법(중소소매상
업진흥법) 및
규칙(중소소매
상업진흥법 시
행규칙)

2
3
7

2. 본부의 개요
사명·소재지·자본금·설립·사업내
용·기타 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사
업의 개시 주요 주주·주요 거래은행·
종업원 수·본부의 자회사의 명칭 및 사
업의 종류·소속단체·연혁 등

8

3. 회사조직도

10

4. 임원 일람

11

규칙 제10조
제1호

11

규칙 제10조
4호

11

규칙 제10조
6호, 11조 6호
가.

5. 최근 3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6. 매출·출점 상황(최근 3사업년도
가맹점 수의 추이)
7. 가맹점의 점포에 관한 사항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자의 점포
수(공장 수)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점포수(공장 수)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
수(공장 수) 및 갱신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수(공장 수)

12

8. 소송건수

12

제Ⅱ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 계약의 명칭 등

13

2. 매출·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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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원회 가이
드라인

규칙제10조제호
규칙제10조제호
규칙제10조제호
규칙제10조제호

규칙 제11조
제6호 나.
규칙 제11조
제6호 다.
규칙 제11조
제6호 라.
규칙
제10조제7호

2-(2)-나.

2-(3)-①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성질,
③지불시기, ④지불방법,
⑤해당 금전의 반환의 유무 및 조건

13

4. 오픈 어카운트 등의 송금

14

5. 오픈 어카운트 등의 여신이율

14

6.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관
한 사항
① 가맹자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
의 종류,
②상품 등의 공급조건,
③배송일·시간·횟수에 관한 사항,
④매입처 권장 제도, ⑤발주방법,
⑥매매대금의 결제방법, ⑦반품,
⑧재고관리 등, ⑨판매방법,
⑩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⑪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판매에
대해

법 11조 1호,
규칙 11조 1호
가.∼마.

규칙 제10조
13호
규칙 제10조
14호·15호

2-(2)-가.
③

3-나.-②
2-(2)-가.
⑤

14

법 11조 2호,
규칙 11조 2호
가., 나.

2-(2)-가.
①
3-(1)-가.
3-나.-(3)

7. 경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16

법 11조 3호,
규칙 11조 3호
가.∼다.

2-(2)-가.
②

8. 사용시키는 상표·상호·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18

법 11조 4호,
규칙 11조 4호
가. 나.

9.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②계약의 갱신의 조건 및
절차
③계약 해제의 조건 및 절차
④계약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등

19

법 11조 5호,
규칙 11조 5호
가∼다

2-(2)-가.
⑦나.④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에 관한 사항

20

규칙 10조
12호, 11조 7호

2-(2)-가.
④
일본

367

①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기타
징수하는 금전

가.∼라.
규칙 제10조
제8호
규칙 제10조
제9호

11. 점포(공장)의 영업시간·영업일·휴업일

20

12. 상권의 유무

21

13. 경업금지의무의 유무

21

규칙 제10조
제10호

14. 수비의무의 유무

21

규칙 제10조
제11호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21

규칙 제10조
제16호

16.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21

규칙 제10조
제17호

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유무 내용 등

21

2-(2)-가.
⑧
3-(1)-가.

2-(2)-가.
⑥

후기 1.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 확인서
후기 2.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용어에 대해
당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클리닝 공장의 경영이 그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서에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말하는
‘점포’라는 표현은 당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클리닝 공장’에
해당되며, 클리닝 중개소인 ‘화이트큐빈 영업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닙니다. (화이트큐빈 영업점은 공장의 직영 또는 당사 프랜차이즈 시스
템의 서브프랜차이지입니다)
본서에서는 가급적 ‘점포(공장)’로 병기해 작성했습니다만, 법정 항목에 대
해서는 ‘점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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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니혼사와야카그룹과 ‘사와야카 시스템’에 대해
1. 당사의 경영이념
(1)오늘부터 100년, 내일부터도 100년, 미래에 영원히 계속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백년대계’를 모토로 가맹자 상호간의‘대비와 교류’
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사와야카 그룹 슬로건
- 우리는 빠르고, 저렴하고, 아름다운 클리닝 ‘애정으로 완성시키는 화
이트큐빈’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리는 항상 사와야카 그룹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지구사회로부터 사
랑 받도록 노력합니다.
- 우리는 꿈과 희망을 향해, 사원이 하나가 되어 무한한 미래에 도전합니다.
- 우리들 사와야카 그룹의 동지는 ‘대비와 교류’를 도모합니다.
- 목표 달성의 비결은 결의와 실행에 있다!

2. 본부의 개요 (2007년 1월 1일 현재)
(1) 사명

주식회사 니혼사와야카그룹

(2) 본점 소재지

우편번호 861-8010
주소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가미나베 2-1-100
TEL (096) 389-5400 FAX (096)389-5453

(3) 자본금

4660만 엔

(4) 설립

1986년 8월 21일

(5) 사업내용

클리닝 서비스의 프랜차이즈 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6) 기타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없음

(7) 사업의 개시

1977년

(8) 주요 주주

나카조노 가네히로

52.5%

프랜차이지 외(120명)

47.5%

(9) 주요 거래은행 나가사키은행 구마모토지점
(10) 종업원수

12명(고용보험 가입자수)

(11) 본부의 자회사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 등 없음
(12) 소속단체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정회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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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확실하게’를 슬로건으로, 데일리 클리닝
서비스를 개시
볼런터리 체인(Voluntary Chain) ‘니혼사와야카그룹’, 회원 18명으로
1977년
구마모토에 탄생
체인본부 창업
1984년
가맹공장이 100공장을 돌파
클리닝 업계 최초의 CI(Corporate Identity) 전략을 도입
1986년
‘애정으로 완성시키는 클리닝 화이트큐빈’ 탄생
사진의 DPE 서비스를 실시하는 호프컬러부회가 출범
1 9 8 6 년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
8월
체인본부법인 ‘주식회사 니혼사와야카그룹’을 설립
1986년
프랜차이즈 1호점 (구마모토 시마자키 공장) 계약
9월
1987년
사와야카 시스템 오리지널 <하트 세제>를 개발, 공급 개시
1988년
홋카이도에 프랜차이즈 공장 개설
1989년
오키나와현에 프랜차이즈 공장 개설(모든 광역자치단체 진출 완료)
경영 후계자의 조직으로서 와카바회 출범(‘96년에 ‘청년부’로 명칭 변경)
1990년
대한민국에 프랜차이즈 공장 개설
1991년
프랜차이지가 구마모토현에 ‘융단 전문 클리닝 공장’ 개설
1992년
프랜차이즈 공장 300공장 돌파
전점 매출액 552억엔(전년대비 16% 증가)
1993년
타이완에 프랜차이즈 공장 개설
1994년
서브 프랜차이즈 점포(화이트큐빈 영업점) 10000점 달성
싱가포르에 ASEAN 구역을 관할하는 FC본부 설립(합작)
1995년
(사단법인)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에 정회원으로서 가입
B회원 프랜차이즈 계약 제도 출범
1996년
마스코트 캐릭터 ‘센타쿠야군’ 제정
그룹 설립 20주년을 맞음
‘도리이유키’ 디자인에 의한 유니폼 도입
1997년
가나가와현 ‘화이트큐빈 고마오카 공장’이 클리닝 업계 최초로
ISO9002 인증 취득
1998년
화이트큐빈 영업점 14000점 돌파
연수센터 ‘구마모토주쿠’ 개설
1999년
인도네시아에 프랜차이즈 공장 개설
중국에 프랜차이즈 공장 개설
2000년
2001년
영업점을 위한 정보지 ‘다쿠창다요리’ 발간 개시
2003년
제2차 CI ‘브랜딩 프로젝트’ 개시
2004년
‘데이오더 시스템’, ‘사와야카 세정’을 개발
그룹 탄생 30주년을 맞이함(11/23)
2006년
화이트큐빈ᆞ하트마크 버전업 디자인 발표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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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조직도 (2007년 1월 1일 현재)

4. 임원 일람 (2007년 1월 1일 현재)
대표이사 사장

나카조노 가네히로

이

사

쓰시마 유지

이

사

야노 쓰토무

이

사

미야케 도시히코

역

우에다 노보루

감

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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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지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 매출·출점 상황: 가맹점·직영점별
(1) 매출액
(단위: 백만엔)
직영점
0
0
0
0
0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가맹점
52,398
52,468
51,233
50,008
51,045

합계
52,398
52,468
51,233
50,008
51,045

(2) 점포수
직영공장

가맹공장

합계

프랜차이
지수

2002년도

0

387

387

126명

2003년도

0

377

377

126명

2004년도

0

359

359

127명

2005년도

0

353

353

122명

2006년도

0

350

350

124명

상기 숫자는 공장의 수로, 화이트큐빈 영업점수가 아닙니다.

7. 가맹점의 점포에 관한 사항(당사

시스템에서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년도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2004년도

2

2005년도

1

2006년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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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년도

계약을 도중에 종료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2004년도

1

2005년도

0

2006년도

0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및 갱신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년도

갱신된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갱신되지 않은 가맹자의 점포(공장)수

2004년도

95

0

2005년도

5

0

2006년도

119

0

8. 소송건수
최근 5년간의 각 사업년도 내에 가맹자 또는 가맹자였던 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건수 및 당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수
년도

가맹자 또는 가맹자였던 자
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건수

2002년도

0

당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수

8

2003년도

0

0

2004년도

0

0

2005년도

0

0

2006년도

0

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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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 계약의 명칭 등
‘니혼사와야카그룹 프랜차이즈 계약서’

2. 매출·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당사에서는 가맹자의 출점 예정 구역에서의 해당 시장 규모에 대해서만
총무청 통계국의 통계 데이터에 의해 산출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별 공장 및 영업점포별 매출 예측은 하지 않습니
다. 가맹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시장 규모와 기존점 실적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점포의 매출, 수익을 예측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설치공장의 규모(상권(테리토리) 인구)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종별

가맹점

상권인구

A회원

600만 명

166,000명

B회원

300만 명

83,000명

C회원

200만 명

41,500명

② 성질
가맹금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약 시에 일시에 공개하는 노하우
(b) 서비스 마크의 사용권
(c) 소정 연수 및 지도
(d) 소정 지도원의 파견
(e) 공장, 점포의 설치 컨설팅
(f) 가맹 각사의 실적 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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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불시기
가입금,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④ 지불방법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⑤ 해당 금전의 반환의 유무 및 조건
가맹금은 중도해약, 계약만료 어느 경우이든, 또 어떠한 이유가 있든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오픈 어카운트, 매출금 등의 송금
‘사와야카 시스템’에서는 오픈 어카운트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오픈 어카운트, 금전의 대부·대부 알선 등의 여신이율
‘사와야카 시스템’에서는 금전의 대부·대부 알선 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注) ‘사와야카 시스템’의 사업은 물품 판매가 아니라 서비스(역무)제
공입니다. 따라서 본부가 자재를 제공 또는 알선하고, 가맹자는 그 자재
를 사용해 클리닝 서비스라는 역무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하의 법정 항
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목적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표기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자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의 종류
당사가 가맹점에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서비스 제공 자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

클리닝 기계 설비 세트, 매장 간판, 차량

자재

세제, 포장자재 등

집기비품

레지스터, 카운터, 랙, 기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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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유니폼, 태그, 전표류

보험

클리닝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이들 상품구성표는 계약 체결 후 수시로 제공합니다’
② 상품 등의 공급조건
상품별 거래규정을 따릅니다.
③ 배송일·시간·횟수에 관한 사항
상품별 거래규정을 따릅니다.
④ 매입처 권장 제도
프랜차이지의 상품 및 물품류 매입 시에는, 프랜차이저가 권장하는
매입처를 통해 프랜차이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⑤ 발주방법
상품별 거래규정을 따릅니다.
⑥ 매매대금의 결제방법
원칙적으로 월말 마감으로 청구하므로, 익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은
행계좌로 입금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 상기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⑦ 반품
상품별 거래규정을 따릅니다.
⑧ 재고관리 등
자재의 재고관리는 가맹점에서 책임지고 실시합니다.
⑨ 판매방법 (서비스 제공방법으로서 표기합니다)
가맹회원이 갖는 상권(테리토리) 내에 복수의 서비스 창구(클리닝 중
개소(서브 프랜차이지))를 설치해, 그 거점 및 직접 고객으로부터 집
하를 하고, 공장에서 클리닝 처리를 한 후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⑩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비스 가격으로서 표기합니다) 시장경쟁력
이 있는 가격설정을 지도합니다만, 가격의 통제 및 강요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⑪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판매에 대해 (서비스 제공 역무로서
표기합니다)
클리닝 공장에는 클리닝사(師)를 두어야 하며, 인가가 필요합니다. 또
공장의 규모에 따라 기타 신고 및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점은 보건소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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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① 가맹 시의 연수 등 실시의 유무
공장 가동 전에 당사가 지정하는 연수 장소에서 최소한 1개월의 공장실
지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를 위한 비용과 숙박비용은 무료이지만,
연수장소까지의 왕복교통비와 식비는 가맹자가 부담합니다.
② 가맹 시에 실시되는 연수의 내용
가. 오너 연수
오너 연수는 다음 내용에 대해 강의와 실기지도에 의해 본부
연수센터에서 실시합니다.
(a) 당사의 이념, 연혁, 현황, 조직
(b) 사와야카 시스템 개요
(c) 상품(서비스) 지식
(d) 가공방법
(e) 공장, 점포 운영방법
(f) 품질관리
(g) 점포개척방법
(h) 판매촉진
(i) 서무, 회계업무
(j) 노무관리
(k) 기타 경영에 필요한 지식
나. 공장장 연수
공장장 연수는 다음 내용에 대해 강의와 실기지도를 통해 본부가
지정한 연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 당사의 이념, 연혁, 현황, 조직
(b) 사와야카 시스템 개요
(c) 상품(서비스) 지식

⒟ 가공방법
(e) 공장, 점포 운영방법
(f) 품질관리
(g) 생산관리
(h) 기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지식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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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맹점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지도의 방법 및 그 실시횟수
가. 본부 주재의 연구회
오너

연 2회

상급 관리자

연 1회

공장장

연 1회

나. 상설연수센터
표준 커리큘럼과 특별 커리큘럼에 대해, 본인의 희망 또는 본부의
지명에 의해 참가합니다.
다. 본부로부터의 경영 데이터 분석
매월 1회
라. 개별 지도
본부가 담당 경영지도원을 임명하며, 의뢰가 있을 경우 그 때마다
부탁해서 지도합니다.
마. 지부회
가맹자는 지구별 지부회에 소속해 참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2개월마다 개최하고 있는 정보교환회입니다.
바. 기타
정례회 이외에도 수시 연구회나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사용시키는 상표·상호·기타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사용하게 하는 상표, 상호, 기타 표시

등록번호

등록번호

4081495

3170227

등록번호

등록번호

4103129

32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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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번호

4103130

3043976
등록번호
3043977

등록번호

등록번호

4116297

3149244

② 해당 표시의 사용에 대한 조건
가. 상기의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는 해당 체인점의 경영을 목적으
로 하는 것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즉시 이들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의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 내지 말소하는 동시에, 본부가 판
매한 점두 사인은 알루미늄 틀을 포함해 철거해야 합니다.

9.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5년입니다.
②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쌍방 모두 계약 갱
신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기간만료 후 3년간 연장되
며, 이후 마찬가지로 3년마다 자동 연장됩니다.
③ 계약 해제의 조건 및 절차
가.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계약기간 또는 갱신기 간
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나.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 프랜차이
지에게 30일 이내의 개선기간을 두고 그것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여전히 시
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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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열티, 납품대금, 설비대금 등의 지불 지연
(b) 계약서, 규약, 규정에 정하는 의무 위반
(c) 기타, ‘사와야카 시스템’ 가맹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 민사재생법·부도처분·압류·가처분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기타
의무의 내용 등
가. 프랜차이저의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
고, 간판 등의 표시물, 매뉴얼 등 본부로부터 대여받은 것 일체를
본부에 반납합니다.
나.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행위에 의해, 및 해약 전후에 프랜차이저
의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에 의해 프랜차이저가 입은 손
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 지불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가. 로열티 매출액의 0.3%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가맹자가 본부의 시스템에 따라 실시
한 매출액의 총액을 가리킵니다)
나. 광고분담금
공동광고 실시 지구에 속할 경우에는 각 지구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불합니다.
② 금전의 성질
가. 로열티는 다음의 대가로서 지불합니다.
(a) 노하우·시스템의 계속적 사용료
(b) 프랜차이저가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지도, 기술 원조
(c) 각종 연락업무 등에 드는 비용
나. 광고분담금은 가맹자가 속한 지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의 광고,
행사 등 판매촉진비 및 광고선전의 비용에 충당합니다.

38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③ 지불시기
가. 로열티는 매월 말일 마감하는 매출액에 따라 산출하고, 익월 말일
까지 본부에 지불합니다.
나. 광고분담금은 실시 지구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불합니다.
④ 지불방법
가. 로열티는 본부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나. 광고분담금은 실시 지구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릅니다.

11. 점포의 영업시간·영업일·휴업일
이하는 하나의 사례로, 각 공장은 가맹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설정합니다.
가동시간

7:00~18:00

휴업일

일요일

12. 상권(테리토리)의 유무
공장의 규모(처리능력별)에 영업 상권이 있습니다.
(3. ①을 참조해 주십시오)
가맹자는 설정된 상권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와야카 시스템’의 마케
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상권 외에서의 마케팅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13. 경업(競業)금지의무의 유
가맹 시에 ‘사와야카 시스템’과 경쟁하는 사업을 스스로 또는 제삼자
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데 본부가 그것을 승낙하고 계약한 경우, 또는 본
부가 서면에 의한 승낙을 부여한 경우 이외의 계약기간 중의 경업은 금
지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는 없습니다.

14. 수비의무의 유무
‘사와야카 시스템’에 가맹함으로써 알게 된, 본부가 비밀로서 공개한
정보는, 계약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에 관계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 됩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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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가. 본 체인의 점포 이미지 통일, 노하우의 실현을 위해, 공장 및 영업
점의 레이아웃, 내외장(디자인, 컬러 등), 설비, 기구, 비품은 표준
내외장 사양에 따라 공사 또는 설치합니다.
나. 점두 사인 등은 본부로부터 구입해 사용합니다.
다. 그 공사대금, 비품구입대금은 가맹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6.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의 위약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가. 계약 위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위약금으로서 1공장당
금 500만 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 계약 종료 후의 서비스 마크 철거 의무, 간판 알루미늄 틀 철거 의
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으로서 1공장 당 금 800만 엔을 지불해
야 합니다.
다. 본부가 지정하는 경영지표(실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유무 내용 등
‘사와야카 시스템에 가입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
해, 당사는 일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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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 리스트’ 설명확인서
페이
지수

항목
프랜차이즈 계약의 안내

2

‘사와야카 시스템’에 가맹을 희망
하시는 분께

3

제Ⅰ부 ㈜니혼사와야카그룹과 ‘사
와 야카 시스템’에 대해
1. 당사의 경영이념
2. 본부의 개요
·사명·소재지·자본금·설립·
사업 내용·기타 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사업의 개시·주
요 주주·주요 거래 은행·종업
원 수·본부의 자회사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소속단체·연
혁 등
3. 회사조직도
최근 3사업년도의
및 손익계산서

확인 인
설명자

가맹희망자

7

8

10

4. 임원 일람
5.

확인
연월일

11
대차대조표

11

6.매출·출점상황(최근3사업년
도 가맹점수의 추이)

11

7. 가맹점의 점포에 관한 사항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가
맹자의 점포수(공장 수)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해제된 계약과 관련된 점
포수(공장 수)
· 최근 3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내에 갱신된 계약과 관련된 가
맹자의 점포수(공장 수) 및 갱
신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 가
맹자의 점포수(공장 수)

12

8. 소송건수

12

제Ⅱ부 프랜차이즈 계약의 요점

1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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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명칭 등
2. 매출·수익 예측에 대한 설명

13

3. 가맹 시에 가맹점이 지불하는 금
전에 관한 사항
①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
성질, ③지불시기, ④지불방법, ⑤
해당 금전의 반환의 유무 및 조건

13

4. 오픈 어카운트 등의 송금

14

5. 오픈 어카운트 등의 여신이율

14

6.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조건
에 관한 사항
①가맹자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상품의 종류, ②상품 등의 공급조건,
③배송일·시간·횟수에 관한 사항,
④매입처 권장 제도, ⑤발주 방법,
⑥매매대금의 결제방법, ⑦ 반품,
⑧재고관리 등, ⑨판매방법, ⑩상
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⑪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판매에 대해

14

7. 경영의 지도에 관한 사항

16

8. 사용시키는 상표·상호·기타 표
시에 관한 사항

18

9. 계 약 기 간 , 계약의 갱신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②계약의 갱신의 조건
및 절차
③계약 해제의 조건 및 절차
④계약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등

19

10. 가맹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①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②
기타 징수하는 금전

20

11. 점포(공장)의 영업시간·영업일·
휴업일

20

12. 상권의 유무

21

13. 경업금지의무의 유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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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비의무의 유무

21

15. 점포의 구조와 내·외장에 관한
특별의무

21

16.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의 위약
금,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21

17. 사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한 보
상의 유무 내용 등

21

후기1.‘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 확인서
후기 2.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함
에 있어서’ 중소기업청

년

월

일

설명자
나_______________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기 모든 항목을 설명했
으며, 가맹 희망자______________님께서는 이를 이해하셨습니다.

설명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印
가맹 희망자
나_______________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상기 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자_____________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가입 희망자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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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

록

Ⅴ. 부 록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상담 창구
1. 사단법인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JFA)
(우)105-0001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가 6번 2호 제 2 아키야마 빌딩
TEL: 03-5777-8701(대표) FAX: 03-5777-8711 HP: http://jfa.jfa-fc.or.jp/
1) 목적
본 협회는 적정한 franchise system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스템을
이용한 유통과 관계되는 기업의 경영 수준 향상과 유통의 합리화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경제 산업성이 인가한 일본에서 유일
한 franchiser(본부)에 의한 공적 조직임.
2) 연혁
프랜차이즈·시스템은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처음 시작했으며 체인 본
부의 업계 단체인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협회는 1972년 4월에 설립되어
2005년 3월의 정회원은 125개사, 준의원은 16개사임.
3) 역할
일본에서 유일한 프랜차이즈 공익 법인으로 프랜차이즈·비즈니스의 건
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4) 회원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연구회원, 찬조회원이 있으며 정회원과 준회
원은 모두 협회의 윤리 강령에 찬성하는 본부 사업자이며, 협회의 이사
회의 심사를 거쳐 입회가 승인된 기업 또는 기업의 부문임. 정회원은
일본 내에서 2년 이상의 실적을 가지는 가맹점을 원칙으로 1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본부임. 그 이외의 본부 사업자는 준회원임.
5) 사업
협회의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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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환경 정비

· 불만 상담 업무

· 업계의 조직화

· 홍보·PR활동

· 프랜차이즈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
· 교육·연수 활동

· 환경 문제에의 임해

· 국제 교류 활동

· 지역 활동

2. 중소기업청
〒100-8912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3－1 경제 산업성 별관
TEL: 81-3－3501－4667(중소기업 상담실)
HP: (http://www.chusho.meti.go.jp/)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책의 작성이나 중소기업
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경제 산업성 산
하)임.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①경영의 안정과 강화, ②IT혁명에의
대응, ③창업·벤처·경영 혁신, ④마케팅 진흥, ⑤기술, ⑥고용·인재,
등의 분야에서 보조금, 융자, 세제, 상담, 조언이나 연수 등을 통해 중소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메일
매거진으로 상세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상담 창구 일람]
기 관 명

전화번호

홋카이도 경제 산업국 산업부 유통 산업과

011-738-3236

토호쿠 경제 산업국 산업부 상업·유통 서비스 산업과

022-263-1194

관동 경제 산업국 산업부 유통·서비스 산업과

048-600-0341

중부 경제 산업국 산업부 유통·서비스 산업과

052-951-0597

킨키 경제 산업국 유통·서비스 산업과

06-6966-6025

중국 경제 산업국 산업부 유통·서비스 상업실

082-224-5653

시코쿠 경제 산업국 산업부 상업 진흥실

087-863-3518

큐슈 경제 산업국 산업부 유통·서비스 산업과

092-482-5454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경제 산업부 중소기업과

098-86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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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거래 위원회
〒100-8987 도쿄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1－1
TEL: 03-3581-5471(대표)
HP: (http://www.jftc.go.jp/)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한 법률인 독점 금지법을 운용하기 위해
서 설치된 기관임.
독점 금지법이란 트러스트·카르텔 등에 의한 경쟁의 제한이나 사업 활
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하여 기업 합병 등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을 방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정식명칭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함.
[상담 창구 일람]
기 관 명

전화번호

공정 거래 위원회 사무총국 기업 거래과

03-3581-3373

홋카이도 사무소 총무과

011-231-6300

토호쿠 사무소 총무과

022-225-7095

중부 사무소 총무과

052-961-9421

킨키 츄고쿠 시코쿠 사무소 총무과

06-6941-2173

킨키 츄고쿠 시코쿠 사무소 시코쿠 출장소 총무과

087-834-1441

킨키 츄고쿠 시코쿠 사무소 중국 출장소 거래과

082-228-1501

큐슈 사무소 총무과 경제 거래 지도관

092-431-5882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총무부 공정 거래실

098-863-2243

4. 상공회의소, 상공회
HP: 일본 상공회의소(http://www.jcci.or.jp)
전국 상공회 연합회（http://www.shokokai.or.jp/）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으로, 상공회는 상공회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상공업자가 만든 단체임. 기본적으로는 시, 특별 행정구에는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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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와 시골에는 상공회가 설치되어있음. 주된 사업으로는 지역의 중
소 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 세무, 경리, 경영, 노무, 거래 등에 관한
상담이나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부터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에게 상담이나 어드바이스를 실시하고 있음. 상담이나 지도는 무료이며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강연회나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고 창업에 필
요한 지식습득을 할 기회를 제공함. 또한, 무담보·무보증인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기도 하며 소기업의 경영 개선 자금
융자 제도의 알선도 하고 있음.

5. 지역 중소기업 지원 센터
HP: (http://www.chusho.meti.go.jp/shien_shindan/chiki_sien.html)
창업 예정자나 경영 혁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지역중소사업자
의 여러 가지 고민을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지원 거점으로 지역마
다 설치되어 있는 공적 기관임. 기업경영에 대해 충분한 지견을 가진 전
문 코디네이터가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코디네
이터가 창업에 대한 금융, 마케팅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 각종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은 분을 위해 고문 변호사 등에 의한 창구 전문 상담 사업도 실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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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투자 지원기관
<국내 지원기관>
기관명

지원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KOTRA

- 해외투자 관련정보제공
- 국내외 해외투자 절차 및
법률 상담
- 해외투자세미나 개최 및
조사단 파견

02-32147114

www.kotra.or.kr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투자 금융지원
- 해외투자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 해외투자세미나 개최

02-37796114

www.koreaexim.
go.kr

한국수출보험공사

-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 합작파트너
신용 조사

1588-3884

www.keic.or.kr

지식경제부

- 해외투자 지원정책 수립
- 애로사항 조사 분석, 대
책 수립

1577-0900

www.mke.go.kr

기획재정부

- 해외투자협정 및 협력
관계 구축
- 해외투자신고 수리, 사후
관리법규정 제정

02-21502114

www.mosf.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투자 상담 및 자금지원

02-7696700

www.sbc.or.kr

한국은행

-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신고
및 허가
- 해외간접투자신고 수리

02-7594114

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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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지원기관>
기관명

지원업무

연락처

홈페이지

일본정책투자은행 - 외국계 기업이 일본에서 tel)03-3244-1770
국제부
사업 전개 시 자금 융자 fax)03-3245-1938

www.dbj.go.jp

내각부 대일 직접
투자촉진 대책실

- 대일 직접 투자 종합안내 tel)03-3581-8950
fax)03-3581-4772
창구설치, 운영

www.investment
-japan.go.jp

내각부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 대책실

- 수입 및 대일투자관련
정부규제 등에 대한
고충처리

tel)03-3581-0384
fax)03-3581-9897

www5.cao.go.jp/
japan/oto_main_
i.html

JETRO
대일 투자과

- 대일투자에 대한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tel)03-3582-5571
-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fax)03-3505-1990
센터(JIBSC)를 설치하여
외국기업 지원

www.investjapa
n.org

법무성 입국
관리국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
터(도쿄)

03-3580-4111
- 전화나 방문을 통한 문의
에 일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영어,한국어, 03-3213-8523~7
중국어, 스페인어 등)로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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