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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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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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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며, 최근에는 고령화, 저출산, 소핵화 가족현상을 감안한 시장 진출
이 유망합니다.
우리기업의 중국 다음으로 많이 진출한 베트남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제
막 확대되는 시장으로 한국과 한류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한 진출이 필
요하며, 많이 진출한 외식업 외에 우리 문화를 아시아에 접목한 서비스업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진출시에 부딪치는 주요 애로는 해외시장
정보부족, 언어 및 문화적 장벽, 현지 파트너 발굴 어려움, 해외진출 전담
인력 부족 등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신뢰할 만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
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우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KOTRA는 지식경제부의 지원하에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주
요 4개국에 대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핵심가이드, 계약서 작성 가이드, 분쟁사례집 등 크게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가이드에서는 현지시장 정보는 물론, 관련 법
규와 제도 등 진출준비에 필요한 사항, 노무관리, 가맹점 모집 등 현지 운
영단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괄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쪼록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해외진출에 본 가이드가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가이드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KOTRA
LA,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및 호치민 KBC 그리고 본사 지식서비스사업팀,
아울러 자료를 집필하여 주신 현지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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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이해
(UNDERSTANDING THE U.S. FRANCHISE MARKET)
1.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지난 50년 동안 프랜차이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사업 방
식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대다수 미국 소비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일상생
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기업 확
장의 수단으로 프랜차이즈를 채택하였다. 이제 프랜차이즈는 기업의 한 형
태로 자리 잡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1-1

그림 1-2

민간 부문 경제 비율 // 직접 경제 매출액

민간 부문 경제 비율 // 직접 고용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8,809억 달러
미국 경제 매출액

1,100만 개
미국 민간부문 일

의 4.4%

자리의 8.1%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실무요약과 강조점(Executive
Summary & Highlights),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Economic Impact of
Franchised Business)Vol.2』(2008년 1월)1)

프랜차이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림 1-1과 1-2에 그 규모
와 범위가 잘 나타나 있다. 9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시설에서 생산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는 8,800억 달러 이상이며 1,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
가 창출 되었는데 이는 민간부문 전체 고용의 8%를 넘는 수치이다.2) 미국
경제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은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고, 외국 기업들, 특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익숙하고 그 역량이 입증된 세계의 기업들에게 미국
은 가장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이 되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1) 본 책자에서 출처가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로 되어 있는 수치와 데이터는 모두 IFA로부터 재인쇄 및
재편집 허가를 얻었음.
2) 2008년 발표된 PriceWaterhouseCoopers의 보고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 Volume II: 2005
년도 실적』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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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
들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전략적으로나 법적
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충족시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프랜차이즈는 미
국 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연방법과 주법을 함께 지켜
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이미 성숙하고 발달한 업종이기 때
문에 소매나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3대 요소인 1) 브랜드 2) 운영 시스템 3)
본사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미국 법이 규제하는 각종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고객을 최대한 유치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쟁 우위(competitive edge)를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처음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제, 즉 다양한 관습과 기업 관행, 소비자 수용도, 현장의 경쟁,
경제 환경 등의 과제를 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새로 직면
할 과제를 푸는데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레
드망고(Red Mango)나 뚜레주르(Tous Les Jours), 파리바게뜨(Paris Baquette),
교촌(Kyochon), 모닝글로리(Morning Glory)를 비롯하여 이미 많은 유명한 한
국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여러 형태로 미국 시장
에 적응했으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란 듯이 점포 정면에 진열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이미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출시하였고, 일부는 출시
계획을 짜고 있으며, 또 일부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짜는 대신 기업 활
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고 있다.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은 매우 흥미 있고
역동적인 것이어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결심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 책자는 이러한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에게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과 시장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본 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과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
에 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프랜
차이즈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실무와 법률 면에서 마주치게 되는 제
반 현안도 취급하고자 한다.
1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2.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WHAT IS A “FRANCHISE”?)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으로 ‘한쪽 기업이 자사의 상호와 영업 방식을 사
용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합의된 수수료를 받는 양 회사 간의 업
무협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기업 활
동을 하려면 특정 법률 요건을 부과하는 준거법(Applicable Laws)을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법에서 사용되고 또한 정의되는 “프랜차이즈”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1. “프랜차이즈”의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 of a “Franchise”)
미국의 대다수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States’ Franchise
Laws)에 따르면 기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가 아래의 3대 요건을 충족
하면 “프랜차이즈”가 성립된다.
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표나 서비스마크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권리
를 받는 경우(The buyer receives the right to use the seller’s
trademark or service mark to engage in a business)
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간접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The buyer
pays a direct or indirect fee to the seller)
다. 매수인이 공동 마케팅 계획을 받는 경우(The buyer receives a
common marketing plan)
프랜차이즈 사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주 정부는 대부분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를 유사하게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1970년 최초
로 주 정부 자체의 프랜차이즈 법을 제정하였으며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 법(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제31005조는 “프랜차이즈”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2인 이상이 아래와 같이 체
결하는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이나 합의를 뜻한다(“Franchise” means a
contract or agreement, either expressed or implied, whether oral or
written, between two or more persons b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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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실질적 역할로 이루어
진 마케팅 계획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판매, 유통하는
사업의 운영권을 부여 받는다(A franchisee is granted the right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offering, selling or distributing goods or
services under a marketing plan or system prescribed in
substantial part by a franchisor).
나. 전술한 계획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행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
의 기업운영은 본사나 가맹업자를 나타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
표, 서비스마크, 상호, 로고, 광고 혹은 그 외 상거래 기호와 실질
적인 관련을 가진다(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e’s business
pursuant to such plan or system is substantially associated with
the franchisor’s trademark, service mark, trade name, logotype,
advertising or other commercial symbol designating the franchisor
or its affiliate).
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수
료를 지불해야 한다(The franchisee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 franchise fee).
2-2. “프랜차이즈”의 3대 요소(Three Elements of a “Franchise”).
미국 프랜차이즈법의 핵심에는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내리는데 필요
한 3가지 공통 요소, 즉 매도인의 상표(Seller’s Trademark), 기업 운영에
대한 매도인의 통제나 권한 행사(Seller’s Exercise of Control or
Authority) 그리고 매도인에 대한 수수료의 지불(Payment of fees to Seller)
이 들어 있다. 어떤 회사의 사업이 프랜차이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3대 요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가. 매도인의 상표권(Seller’s Trademark)3)
“프랜차이즈”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
다. 매도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상표 이용 권리를 매수인에게 허
용할 경우 프랜차이즈의 첫 번째 요소가 성립한다. 상표가 미국 특허청
3) 본 책자에서 사용하는 “상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가 사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와 서비
스마크, 상호, 로고, 상거래 기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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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그러나 인허된 상표가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상표의 지
위와 해당 미등록 상표의 이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프랜차이즈 예정 가
맹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나. 공동 마케팅 계획(A Common Marketing Plan)
두 번째 요소는 매수인의 사업 운영 전부나 일부에 대한 매도인의 통제
또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매도인이 지시하는 “공동 마
케팅 계획”(Common Marketing Plan)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본 요소의 핵
심적 의미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도인의 통제권이 사업 전체에 행사될 필요는 없
다. 이 통제권은 매수인 영업의 일부에 적용되면 된다. 매도인이 햄버거 뒤
집는 법이나 아이스크림을 대접하는 방법을 매수인에게 알려주거나 혹은
매수인에게 의무 매장(Mandatory Point of Sale)의 자재를 공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동 마케팅이 계획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4)
다. 프랜차이즈 수수료(Franchise Fee)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프랜차이즈 수수료(Fee)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이다. 수수료의 형태는 일시불(Lump Sum Payment)이나 지속적인
수수료(Continuing Fee)로 할 수 있다. 교육비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구입 대금도 수수료로 간주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 구매가 선택적
(Optional)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수수료의 대가로 받는 서비스나 상품이
영업을 개시 또는 운영하는데 사실상 필요하다면, 이러한 경우에 프랜차이
즈 수수료의 요소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위에서 논한 3가지 요소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
국 법의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로 간주된다. 기업이 프랜차이즈로 간주되면
프랜차이즈 활동에 부과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회사와 프랜차이즈 제안 사업에 관한 특정 정보가
담긴 공개자료(Disclosure Document)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주(Registration

4)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아래의 사업관계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공동 마케팅 계획”의 존재
를 나타낸다고 간주한다: 재판매 가격의 규정이나 제한; 광고 이용에 관한 제한 부과; 디스플레이 랙
(Display racks)의 요구; 경영 기법에 관한 상세한 지시 및 자문 제공; 독점적 영업지역 할당; 외관의 통
일성(Uniformity)이나 특수성(Distinctiveness) 의 규정; 운영매뉴얼(Operation Manual) 사용; “영업 비
밀”(Trade Secret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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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에서의 프랜차이즈 활동을 하기위하여는 해당주 정부 당국에 프랜차
이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회사
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프
랜차이즈 사업 활동을 벌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라. 일반적인 오해(Common Misperception)
한국 기업도 이런 실수에서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자사의 사업이 “프
랜차이즈”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프랜차이즈가 성립된다고 잘못 이해하는 한국 기업이 많이 있
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실수나 오해에 근거해서 자기 회사의 사업 방식을
단순한 “라이선스(License)”나 “운영협정(Operating Arrangement)”으로
명칭하고 라이선스 계약이나 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대다수 기업은 자사의
사업 방식이 관련 미국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경
우가 있다.5)
기업이 법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사의
사업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를 구성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
면, 자사의 사업 방식이 미국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구
성하는데도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일부 기업은 프랜
차이즈의 규제가 엄격하고 다양한 법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복잡하고 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률 요건을 무시하기도 한
다. 일부 기업은 재무 정보를 비롯하여 특정 기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요건(Requirement)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밖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등록(Franchise Registration)을 준비 및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아까
워하는 기업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업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 해당 미국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안과 판매는 연
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하고 있다. 연방법은 프랜차이
즈 사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에 덧붙여 특정 주 정부의 법률에서
는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활동(Franchise Activity)을 영
5) 이러한 오해나 오인은 흔히 이른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브로커(Business Broker)나 프랜차이
즈 컨설턴트”(Franchise Consultants)에 의해 조성되거나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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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기에 앞서 자사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Franchise Registration Requirement)을 준수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저야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프
랜차이즈 가맹업자(Franchisee)의 유치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한국 프랜차
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 내 프랜차이
즈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요건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프랜차이즈 사업의 유형(TYPES OF FRANCHISING)
프랜차이즈를 다양한 일반 유형(Types)으로 분류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
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요식업(Food), 소매(Retail), 서비스(Services) 등 3개
프랜차이즈 유형을 인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프랜차이즈는 상품-유통
(Product-distribution)

프랜차이즈와

사업형(Business-format)프랜차이즈의

양대 유형으로 분류한다. 미국 최대 업종 단체인 국제프랜차이즈협회(The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각 프랜차이즈 유
형을 비즈니스 라인(Business Lines)으로 분류한다.6) 이들 2개 프랜차이즈
유형의 차이점은 상품-유통의 다양성 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
는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s)에게 상표(Trademark)와 로고(Logo)를 허
가(License)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업 경영을 위한 전체 시스템은
제공하지 않는다.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사업 시스템의 제공에 있다.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미국에서 훨씬 더 대중화된 프랜차이즈 유형이며, 일
반적으로 소매(Retail) 프랜차이즈를 논의할 때 참조하는 프랜차이즈 유형
이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 집중으로 논의될 것이다.
3-1. 상품-유통 프랜차이즈(Product-Distribution Franchising)

“전통적 프랜차이즈”(Traditional Franchising)라고도 알려진 상품-유통
프랜차이즈는 미국 프랜차이즈 역사의 초기 단계에 사용되었던 주요한 형
태(Format)이다. 이런 프랜차이즈는 공급자-판매자 관계(Supplier-dealer
relationship)와 가장 흡사한 협정(Arrangements)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6) 1960년 설립된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 www.franchise.org)는 미국과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급업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최대 산업협회이다. 각 프랜차이즈 유형에
따른 비즈니스 라인의 식별은 본 절 후반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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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품-유통 프랜차이즈는 현재 대부분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주유소,
음료 제조업자로 구성된다.
상품-유통 프랜차이즈(Product-distribution Franchising)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가 제조하는 상품(Product)이다. 프랜
차이즈 본사(Franchisor)는 일반적으로 자사 프랜차이즈 가맹자(Franchisee)
에게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자(Manufacturer)이다. 상품-유
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은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 판매 이전에 조제(Pre-sale Preparation)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맹
점에서 소다수를 제조하여 병에 넣는 코카콜라 제조업자(Coca-Cola
bottler)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일부 판매 후 추가서비스(Additional
Post-sale Service)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정기적인 정비 프로그램
(Periodic Maintenance Program)을 제공하는 포드 자동차의 딜러와 같은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유형의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프랜차이즈 상품에
집중하여 영업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와의 사업을 들어내어 홍보하
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계속해
서 이러한 상품을 자사 유통망(Distribution Chain) 안에서 소비자나 기타
기업에 다시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
즈 가맹점의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 인상 폭(Markup)에서 나오기 때
문에, 상품-유통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매
에 대한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ies)를 받지 않는다.
상품-유통 프랜차이즈(Product-distribution Franchises)는 전형적인 공급자판매업자 관계(Supplier-dealer Relationship)와 흡사하다. 제품 유통 프랜차이
즈와 공급자-판매업자의 차이점은 관계의 강도(Degree of the Relationship)
에 있다. 상품-유통 프랜차이즈 안에서 프랜차이즈가맹점은 독점적이나 반독
점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데 반해, 공급자-판매업자
는 다양한 공급자나 제조업자로부터 여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판매업자가 공급업자로부터 받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받는다.
가.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라인
(Business Lines in Product-Distribution Franchising)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품-유통 프랜차이즈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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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i) 자동차 판매 대리점(Automobile Dealership) (ii)
주유소(Gasoline Service Station) (iii) 음료 제조업자(Beverage Bottler) 등, 3개
비즈니스 라인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7) 하지만 불행히도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품-유통 프랜차이즈는 전통적이고
단순한 공급자-판매업자 형식(Supplier-dealer Format) 때문에 눈에 띄는 성
장을 기록하지 못했다.
3-2. 사업형 프랜차이즈(Business-Format Franchising)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발전했다. 이 형식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대부분 이끌어 왔었다. 사업
형 프랜차이즈 제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호와 로
고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상품이나 서비
스를 전달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괄(Complete Package)
수령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이 업계의 성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사업형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공급되는 전체 시스
템은 마케팅 전략과 계획, 운영 매뉴얼과 표준, 품질관리, 지속적인 지원 및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건물의 건설 감독이나 적절한 장
비의 주문, 간판의 부착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업 시스템 패키지를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효과적으로 재현할 경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
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 토대로 작용한다.
사업형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초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라고도 하는 확정급(Fixed Fee)을 지불한다. 프랜차
이즈 본사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수익에서 고정 비율로 계산되는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도 받는다. 사업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
즈 본사가 전체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위해 사용하는 광고나 마케팅 자금
(Marketing Fund)에 매출이나 수익의 일부를 출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운영의 통제 및 감독에 동의한다.
가.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라인
(Business Lines in Business-Format Franchising)
7) 음료 제조업자 카테고리는 탄산음료 및 생수 제조, 맥주 도매, 맥주, 와인, 주류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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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 프랜차이즈는 현재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기업을 아우르고 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사업형 프랜차이즈를 10개
비즈니스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Automotive) 본 비즈니스 라인은 자동차 부품과 공급처, 타이
어 딜러, 자동차 장비 렌탈 및 리스, 자동차 수리 및 정비를 포함한다.
◦ 상업 및 주거 서비스(Commercial and Residential Services) 본 비
즈니스 라인은 건설과 개발, 일반 시공, 대형 건설, 전문 건설업
자, 시설 지원 서비스, 건물 및 주택 서비스, 폐기물 관리와 정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 퀵 서비스 레스토랑(Quick Service Restaurants) 본 라인에는 제한
적 서비스 음식점, 카페테리아, 패스트푸드 식당, 음료 바, 아이
스크림 점, 피자 배달점, 캐리아웃 샌드위치 점포, 즉석 도넛, 쿠
키, 베이글, 캐리아웃 서비스 점포가 포함된다.
◦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Table/Full Service Restaurants) 본 라
인에는 정식 풀 서비스 식당이 포함된다.
◦ 소매 음식(Retail Food) 본 라인에는 식음료점과 편의점, 푸드 서
비스 계약업자, 출장요리업체, 소매 베이커리가 포함된다.
◦ 숙박(Lodging) 본 라인은 호텔과 모텔, 기타 숙소를 포함한다.
◦ 부동산(Real Estate) 본 라인은 부동산과 셀프 스토리지 장치, 기타 부
동산 임대와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 기타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 소매 상품 및 서비스(Retail Products and Services) 본 라인은 가
구와 가정 용품점, 가전제품 점, 건설자재 및 정원 장비 및 용품 판매
업자, 건강 및 퍼스널 케어 점포, 의류 및 일반 상품 점포, 화훼 및
선물 상점, 소비재 렌탈, 사진 서비스, 도서 및 음반점을 포함한다.
◦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s) 본 라인은 인쇄와 기업 운송,
창고 및 보관, 데이터 처리 서비스, 보험중개업, 사무실 관리 서
비스, 직업안내소, 조사 및 보안 서비스, 세무 관련 서비스, 중장
비 리스를 포함한다.
◦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 본 라인은 교육 서비스와 건강관
리, 오락 및 휴양, 개인 및 세탁 서비스, 수의 서비스, 대출 브로
커, 신용 중대 및 관련 활동, 개인 운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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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SIZE OF THE
U.S. FRANCHISE MARKET AND ITS IMPACT ON THE U.S. ECONOMY)
프랜차이즈는 미국의 모든 비즈니스 라인과 모든 주에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Major source of jobs)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 되었다. 미국 프
랜차이즈 시장의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치로 쉽게 알 수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가 2005년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실태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프랜차이즈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종합 연구(“2005 PWC-IFA Study”) 결과는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규모
와 프랜차이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함을 보여주고 있다.8)
4-1.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규모(Size of the U.S. Franchise Market)

2008년 발표된 2005 PWC-IFA Study에 따르면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프
랜차이즈 시설은 909,253개가 넘었다.9) 프랜차이즈 시설은 1,100만 개 일자
리를 제공하고, 지불급료 총액은 2,786억 달러, 직접 경제 생산량은 8,80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민간 부문 전체 지불급료 총액의 5.3%, 미국 전체 민
간부분 경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4-1은 2개 유형의 프랜차
이즈 시설 일자리와 지불급료 총액, 생산량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10)
그림 4-1
사업형 및 상품-유통 프랜차이즈 회사와 고용, 지불급료총액. 매출액, 2005

회사

사업형 프랜차이즈
773,436

상품-유통 프랜차이즈
135,817

고용

9,017,267

2,011,938

8) 회계컨설팅기업 Price Waterhouse Coopers가 발표한 본 연구의 제목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제적 영
향력, 제 II권: 2005년도 결과”로 2008년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영
향력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9) 2009 PWC Study에 따르면, 2009년도 사업형 프랜차이즈 시설만 해도 854,000개를 넘는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이 수치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2009년도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시설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PWC Study는 “시설” 용어를 “사업을 영
위하거나 산업 조업이 수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프랜차이즈가맹점 소유의 단일한 물리적 장소”로,
“고용이나 일자리”는 "비상근이나 상근직 종업원, 자영업자로 충원되는 직위”, “지불급료총액”은
“임금 및 급료뿐 아니라 수수료와 휴가, 병가 수당, 부가 급여, 기타 형태를 비롯하여 모든 보수 형태”,
“생산량”은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영수 액이나 수익으로 측정하는 매출”로 정의한다.

미국

23

지불급료총액(10억 달러)
매출액(10억 달러)

사업형 프랜차이즈
206.9
665.3

상품-유통 프랜차이즈
71.7
215.6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및 PriceWaterhouseCoopers,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EconomicImpactofFranchisedBusiness)Vol.2,2005년도
결과』(2008년 1월 29일)

4-2.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보급률(Prevalence of Business-Format Franchising)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시설과 일자
리, 지불급료총액, 생산량의 수치 면에서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의 15%에 비해 전체 프랜
차이즈 시설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또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체 고용 인
구 가운데 상품-유통 프랜차이즈가 18%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약 82%로
구성된다.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지불급료총액뿐 아니라 생산량 면에서도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지속적인 대중화를 토대로 볼
때 2개 유형의 프랜차이즈 관계에 존재하는 이 같은 불균형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지배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이 된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그림 4-1의
데이터에 대해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와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각 비즈니스 라
인으로 상세한 분류를 제공하는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비즈니스 라인 별 프랜차이즈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력, 2005
비즈니스 라인
자동차
상업 및 주거서비스

지불급료총액
(10억 달러)
사업형 프랜차이즈
175,858
5.2
일자리

매출액
(10억 달러)

회사

25.3

35,616

314,345

12.1

32.9

54,495

퀵서비스 레스토랑

3,153,207

34.2

152.1

167,578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

1,045,522

13.5

50.4

42,285

779,360
569,604

14.0
12.3

47.0
48.0

61,039
30,014

식품 소매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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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라인
부동산
소매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개인 서비스
합계
자동차 및 트럭 판매업자
주유소
음료 병입
합계
합계

지불급료총액
(10억 달러)
사업형 프랜차이즈
155,359
6.0
538,410
11.6
1,347,750
60.9
937,853
37.1
9,017,267
206.9
상품-유통 프랜차이즈
1,507,616
63.2
480,239
7.9
24,084
0.7
2,011,939
71.7
전체 프랜차이즈 기업
11,029,206
278.6
일자리

매출액
(10억 달러)

회사

26.3
36.5
150.7
96.1
665.3

33,900
78,621
193,063
76,824
773,436

162.3
40.0
13.3
215.6

61,974
70,990
2,853
135,817

880.9

909,253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실무요약과 강조점(Executive Summary
& Highlights),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Economic Impact of Franchised Business)
Vol.2』(2008년 1월)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형 프랜차이즈에서 다른 단일 비즈니스 라
인에 비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량을 창출한 것은 퀵서비스 레
스토랑(Quick Service Restaurants)으로 전체 사업형 프랜차이즈 일자리 가운데
35%며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s)가 전체 사업형 프랜차이즈 일자리
가운데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는 기타 비즈니스 라인에
비해 많은 시설을 차지하고 많은 급료총액을 지급했다.
2005 PWC-IFA Study는 또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시설 대 특정 비즈
니스 라인 전체 시설의 비율 면에서 퀵서비스 레스토랑 (56.3%), 숙박
(25.3%),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 (13.3%), 소매 음식(16.9%)에 출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위 4대 라인은 또 프랜차이즈 기업 내 일자
리(나 지불급료총액) 대비 특정 비즈니스 라인 종사 기업 전체의 일자리나
지불급료총액의 비율을 비교할 때도 상위를 기록했다.
프랜차이즈 시설 소유권 비율에 대해 2005 PWC-IFA Study는 사업형 프
랜차이즈의 전체 시설 가운데 약 73%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소유이고
27%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유한다고 적시하였다. 프랜차이즈가맹점 보유
시설은 모든 비즈니스 라인에서 기업 소유 시설을 압도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유 시설이 제공한 일자리는 사업형 프랜차이즈 전체
일자리의 67%와 지불급료총액의 74%, 그리고 생산량 72%를 차지하여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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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즈 본사 소유 시설을 웃돌았다.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진출하는 사업 분야의 수도 날로 늘고 있다. 그림
4-3은 국제프랜차이즈협회가 발표 및 유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프랜
차이즈 활동이 활발한 사업 분야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11)
그림 4-3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
광고/다이렉트 메일
생활 지원
회계/세무 서비스
자동차 상품 및 서비스
자동차 및 트럭 렌탈
배터리: 소매/상업
음료
경영
컨설팅
서점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 브로커
야영장
화학약품 및 관련 제품
아동 서비스
수표 교환/금융 서비스 센터
의류 및 제화
상업 조명
컴퓨터/전자제품/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구매 대행 서비스
화장품
건설: 자재, 서비스 및 리모델링
편의점
데이팅 서비스
약국
교육 상품 및 서비스
고용 서비스
환경 서비스
장비 인대 및 융자
자산 플랜
행사 기획
금융 서비스
피트니스

법률보조 서비스
페이롤 서비스
방역 서비스
식품: 구운 식품/도넛/패스트리
애완동물 서비스
식품: 캔디/팝콘/간식
사진 및 용품
식품: Carribean
운동장
식품: 아이스크림/요구르트
고압 세척 및 복구
식품: 음식 준비
인쇄/복사 서비스
식품: 피자
취업 전 검진 서비스
식품: 식당
출판물
식품: 전문점
렌탈: 장비 및 용품
골프 장비. 상품 및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장비 및 용품
프랜차이즈 컨설팅
부동산 서비스
미용실 및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운동/스포츠
잡무 서비스
오락/상품
건강 보조기구 및 서비스
재활용: 제품 및 서비스
가전기기: 판매, 렌탈 및 수리
소매점: 전문점
가정용품: 소매, 판매 및 렌탈
보안 시스템
가정 검사/라돈 검출
노인 간호
호텔 및 모텔
간판 제품 및 서비스
보험
노인 생활 공동체
수위 서비스
보관
장신구
태닝 센터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잔디, 정원 및 농업 유지보수, 청소 전기통신 서비스
공구 및 철물
및 위생
수송 서비스
가정부 및 개인 서비스
여행사
해양 서비스
자동판매
MedSpa
비디오/오디오 판매 및 렌탈
금속
비타민 및 미네랄 판매점
광학 보조기구 및 서비스
수질 관리
기타
결혼식 기획
포장 준비/배송/우편 서비스
체중 조절
도장 서비스
야생생물 관리
꽃집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www.franchise.org)
11) 그림4-3은 국제프랜차이즈협회가 유지하고 있는 사업형 프랜차이즈 내 사업 분야의 전체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본 사업 분야 목록은 프랜차이즈가 현재 진출하지 않은 추가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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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랜차이즈협회와 Price WaterhouseCoopers는 2005 PWC-IFA Study
의 후속작업으로 2009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형 프랜차이즈 성장
예상에 관한 보고서(“2009 PWC-IFA Study”)를 발표했다.12) 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2005년
773,456곳에서 2008년 864,784곳), 고용(2005년 9,017,267명에서 2008년
9,785,000명), 생산량(2005년 6,653억 달러에서 2008년 9,392억 달러) 수치
면에서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체
카테고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4
프랜차이즈 사업 경기 전망, 2006-2009

회사
고용(천 명)
매출액(10억 달러)

2006
808,275
9,473
742.5

연
2007
847,246
9,805
816.0

도
2008
864,784
9,785
839.2

2009
854,511
9,578
835.0

연간 변동 비율
2007/2008
2008/2009
2.1%
-1.2%
-0.2%
-2.1%
2.8%
-0.5%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및 PriceWaterhouseCoopers,『프랜차이즈 사업 전망 보고서(Franchise
Business Outlook Report)Vol.2』(2009년 1월)

4-3. 사업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라인의 성장 추세
(Growth Trends in Business-Format Franchising Business Lines)

2005년도 2005 PWC-IFA Study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부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경제의 다른 대다수 부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은 18% 이상 확대되어 신설 시설은 140,000
이상 추가되고 일자리는 120만 개 이상을 새로 창출하였다. 사업형 프랜차
이즈의 비즈니스 라인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 성장을 누렸다. 이런 성장세
를 다른 식으로 표시하면 프랜차이즈 기업은 2005년 컴퓨터나 자동차, 트
럭, 항공기, 통신장비, 일차 금속, 목재 상품, 기기와 같은 내구재 전체 제조
사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 프랜차이즈의 이 같은 성장세
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2009 PWC-IFA Study에 따
12) Price Waterhouse Coopers는 2009년 1월 2006-2009년도 사업형 프랜차이즈 성장 예상을 보고하는 프
랜차이즈 사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성장에 대한 업계의 주된
관심을 반영하여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에 관한 정보는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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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성장세는 2005년 이후 둔화되고 비즈니스 라인
은 대부분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회사 수의 증가 동향(Trends in Number of Establishments)
그림 4-5는 2006-2009년 기간 동안 10개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라인에 대한 프랜차이즈 회사 수의 예상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0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라인 가운데 9개는 2008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 수가
계속 늘어나며 부동산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
다. 2008년과 2009년에는 10개 가운데 퀵서비스 레스토랑과 테이블/풀 서비
스 레스토랑 단 2개만 회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5
비즈니스 라인 별 프랜차이즈 시설, 2006-2009
비즈니스 라인

회

사

연간 변동 비율

2006

2007

2008

2009

2007/2008

2008/2009

자동차

36,341

35,695

37,126

36,563

4.0%

-1.5%

상업 및 주거서비스

56,742

60,268

61,632

59,461

2.3%

-3.5%

퀵서비스 레스토랑

171,183

177,499

179,366

182,136

1.1%

1.5%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

44,058

45,836

46,033

46,650

0.4%

1.3%

소매 음식

63,392

65,377

67,584

66,228

3.4%

-2.0%

숙박

30,858

31,003

33,056

32,202

6.6%

-2.6%

부동산

37,564

40,577

38,965

37,735

-4.0%

-3.2%

소매 제품 및 서비스

79,450

82,104

84,434

82,681

2.8%

-2.1%

비즈니스 서비스

207,807

219,638

223,377

217,861

1.7%

-2.5%

80,879

89,248

93,211

92,994

4.4%

-0.2%

808,275

847,246

864,784

854,511

2.1%

-1.2%

개인 서비스
합계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및 PriceWaterhouseCoopers, 『프랜차이즈 사업 전망 보고서』
(2009년 1월)

현행 경기침체의 여파는 특정 비즈니스 라인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에 따르면 부동산 프랜차이
즈 기업의 회사 수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0%와 3.2% 순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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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동산 프랜차이즈 시설 수는 2006년도 수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9년 회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즈니스 라
인은 상업 및 주거 서비스, 숙박, 비즈니스 서비스, 소매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이다. 전체적으로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시설 수는 2009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고용 동향(Trends in Franchise Employment)
2006-2009년 10개 비즈니스 라인에 예상되는 프랜차이즈 고용은 그림
4-6에 표시되었다. 대다수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2007년까지 고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업 및 주거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 고용을 제외하고 전체 비즈니스 라인의 고용이 감소
되었다. 2009년에는 퀵 서비스 레스토랑과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을 제
외한 전체 비즈니스 라인의 고용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6
비즈니스 라인 별 프랜차이즈고용, 2006-2009
비즈니스 라인

고
2006

2007

용 (천 명)
2008

2009

연간 변동 비율
2007/2008 2008/2009

자동차

183

195

189

178

-3.0%

-5.8%

상업 및 주거서비스

343

339

340

326

0.3%

-4.1%

3,308

3,372

3,347

3,361

-0.7%

0.4%

1,083

1,093

1,079

1,081

-1.3%

0.2%

829
615
159

901
666
164

880
695
160

829
661
153

-2.3%
4.4%
-2.3%

-5.8%
-4.9%
-4.2%

567

611

595

561

-2.5%

-5.8%

1,387
999
9,473

1,423
1,043
9,805

1,420
1,079
9,785

1,365
1,063
9,578

-0.2%
3.4%
-0.2%

-3.9%
-1.5%
-2.1%

퀵서비스 레스토랑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
소매 식품
숙박
부동산
소매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개인 서비스
합계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및 PriceWaterhouseCoopers, 『프랜차이즈 사업 전망 보고서』
(2009년 1월)

2009년에는 자동차와 소매 음식, 소매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라인의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비즈니스 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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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및 비상근직 일자리 수는 6% 가까이 감소가 예상된다. 고용 감소폭이
4%에서 5%로 예상되는 기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라인은 숙박과 부산, 상
업 및 주거 서비스다. 전체적으로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2009년 고용이
2.1% 감소가 예상된다.
다. 프랜차이즈 매출액 동향(Trends in Franchise Output)
그림 4-7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개 비즈니스 라인에 예상되는 프랜
차이즈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도 대다수 비즈니스 라인은 부동산만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2008년 매출액이 가
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3개 비즈니스 라인은 개인 서비스, 숙박, 자동차였다.
그림 4-7
비즈니스 라인 별 프랜차이즈 매출액, 2006-2009
비즈니스 라인s

매출액(10억 달러)
2006

2007

2008

연간 변동 비율
2009

2007/2008

2008/2009

자동차

29.8

34.7

36.1

36.0

4.2%

-0.4%

상업 및 주거서비스

38.5

41.7

43.2

42.6

3.6%

-1.3%

퀵서비스 레스토랑

169.8

184.0

185.5

190.0

0.8%

2.4%

55.6

59.7

59.8

61.1

0.2%

2.2%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
소매 식품

55.6

64.9

67.0

66.7

3.1%

-0.4%

숙박

54.7

62.0

65.8

63.6

6.1%

-3.2%

부동산

26.0

26.0

25.2

24.7

-2.9%

-2.1%

소매 제품 및 서비스

42.3

48.6

49.9

49.6

2.7%

-0.7%

161.7

173.7

178.0

173.1

2.5%

-2.8%

비즈니스 서비스
개인 서비스

108.6

120.8

128.6

127.7

6.5%

-0.8%

합계

742.5

816.0

839.2

835.0

2.8%

-0.5%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및 PriceWaterhouseCoopers, 『프랜차이즈 사업 전망 보고서』
(2009년 1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10개 비즈니스 라인 가운데 8개의 매출액 감소
가 예상된다. 2009년 생산량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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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라인은 숙박과 비즈니스 서비스, 부동산이다. 이에 비해 퀵서비스 레스
토랑과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연간 매출액은 2009년 0.5% 감소가 예상된다.
4-4. 미국 경제에 미치는 프랜차이즈의 간접 영향
(Indirect Impact of Franchising on U.S. Economy)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효과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직접 관계된 활동에 국
한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활동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넘어 추가
적인 경제 활동이 창출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하여 2005 PWC-IFA
Study는 프랜차이즈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는 2005년 2.3조 달러, 즉
미국 경제의 11%로 측정된다고 적시하였다. 여기에는 2천만 개 이상의 일
자리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체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의 15%가 넘는 수치이
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생산량도 2001년 1.5조 달러에서 2005년 2.3조 달러
로 증가했는데, 이는 연간 평균 성장률 10.9%에 해당한다.
4-5. 현행 경기침체의 영향(Impact of Current Economic Downturn)

대다수 업종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미국 경제는 2009년에도 고전이 예상되지만, 프랜차이즈 업
계 지도자들은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의
2008년도 프랜차이즈 업계 지도자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 지도자
들은 향후 수년간 도전과 기회를 모두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현
황에 따라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는 예산을 긴축하고 간접비를 삭감하고,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부분 마케팅 노
력을 강화하고 다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
차이즈 사업모델의 기본적인 장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기업가 정신을
지적하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불구하고, 현재 미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
어, 한때 노른자위의 입지로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부지로 인수할 수 있는 “취사선택”의 자리가 되었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어느 때보다 적격 후보에게 유리한 임대 조건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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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실직하여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욕이 높
은 숙련 직 근로자와 풍부한 자원도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전례 없는
시장상황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을 고려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5. 미국 내 해외 기반 프랜차이즈 사업자
(FOREIGN-BASED FRANCHISORS IN THE U.S.)
미국 기반 프랜차이즈 사업은 수년간 세계 각국에 자체 브랜드와 프랜차
이즈 개념을 “수출”하여 막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상위권 프랜차
이즈 본부는 지금도 세계 각국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
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완만한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국
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해외 기반 프랜차이즈 기업은 미국 시장에
자사 브랜드와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5-1. 미국 내 해외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명부가 없음
(No Official Listing of Foreign Franchisors Operating in U.S.)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프랜차이즈의 공식 명단이나 해당
외국 프랜차이즈 수치나 유형에 관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제프랜차이즈협회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프랜차이즈
의 명단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외국 기업은 쉽게 “외국
프랜차이즈”(Foreign Franchise)라고 알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시민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프랜차
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외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널리
공인된 소수의 상호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
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활동을 개시하였거나 계획
하고 있는 외국 프랜차이즈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부 눈에 띄는 외국 기반 프랜차이즈는 각 사업 카테고리에서 높은 성장세와
인지도를 향유하였다. 미국 프랜차이즈에서 오랜 동안 활동하며 성공을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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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있는가 하면 최근 진출하여 초기 성공을 구가하며 장차 미국
과 해외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주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다. 본
절은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창설 및 개발하여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는 일부 프랜차이즈를 소개한다.
5-2. 주요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자(비식품 서비스)
(Notable Foreign Franchisors (Non-Food Services))
가. 구몬의 수학과 독서교실 (Kumon13) Math & Reading Centers)

아동 서비스, 특히 아동 교육 서비스 프랜차이즈는 미국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프
랜차이즈는 구몬(Kumon)으로 일본에서 개발 창설된 프랜차이즈다. 한국에
서도 유명한 구몬은 세계 최대 교육 시스템 프랜차이즈로 전 세계 약
25,000개의 구몬 센터가 있다.
구몬은 취학 연령 아동에게 수학 및 읽기 강화 프로그램과 방문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몬은 1974년 미국에 진출하였으며 미국 전역에
1,500개가 넘는 구몬 프랜차이즈 판매점으로 성장하였다. 구몬의 성장은 미
국 공립교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뿐 아니라 일류 학교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입학 경쟁이 자극제가 되었다.
구몬 마케팅 전략의 기초는 양질의 보충 교육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13) Kumon® 은 일본 주식회사 Kumon Institute of Education Co., Ltd.의 등록상표다. 본 프랜차이즈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kum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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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다. 구몬은 프랜차이즈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구몬 프랜차이즈를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고안하
여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로 구몬은 “저가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에서 4
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2008년도 “방문교육 서비스” 프랜차이즈 부문
에서 1위를 차지했다.14) 구몬은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30대 프랜
차이즈에 선정되었다.
구몬의 프랜차이즈는 미국 전역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본사는 미국과 캐나
다, 멕시코를 위시하여 북미 프랜차이즈 운영 일체를 감독한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구몬의 주요 경영진은 대부분 일본 본사에서 파견한다는 것이다.15)
미국 구몬 프랜차이즈의 경험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
다. 구몬은 본국에서 성공을 구가한 사업 개념이 있었다. 또 (i)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ii) 일반적으로 10년이 넘어가
는 기타 프랜차이즈 기한 대신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예정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고안하였
다. 구몬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으며, 모든 지표를 감안할 때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대표 주자라는 지위를 계속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제호텔그룹(IHG: International Hotels Group)16)

14) Entrepreneur Magazine’s Franchise 500의 프랜차이즈 순위. “저비용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는 프랜
차이즈 가맹점의 초기 투자비가 5만 달러 이하인 프랜차이즈를 말한다.
15) Kumon의 경영진에 대한 정보는 BusinessWeek.com (2009)에서 입수하였다.
16) IHG®는 영국 PLC,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dml 등록 상표다. 프랜차이즈 관련 상세 정보는
www.ichotelsgro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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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IHG는 세계 최대 호텔 사업자다. 회사의 호텔 브랜드로는 인
터컨티넨탈 호텔이나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과 같은 유명 호텔
과 서비스 브랜드가 있다. IHG는 현재 미국에 2,6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가 있고 해외에는 도합 4,300개가 넘는 호텔이 있다. IHG는 먼저 출자 자
산이 소액에 불과한 호텔 프랜차이즈와 경영 기업이다.
IHG 운영 시스템의 토대는 모든 사업 카테고리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임인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중심에 있다. IHG는 적
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수요를 촉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영업을 강화한다. IHG는 전 세계 호텔망을 활용하고 브랜드 인지
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글로벌 콜 센터 12곳, 현지 언어 웹사이트 13곳, 판
매인력 8,000명과 기타 마케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IHG는 또 대다
수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특히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반감을 보이는
융자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IHG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대부기관을 연결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업의
융자 수요를 전담하는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IHG가 프랜차이
즈 가맹자에 제공하는 원조와 지원이 프랜차이즈에 성공하고 호텔과 서비
스업 부문에서 1위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 카트리지 월드(Cartridge World)17)

Cartridge World는 프린터 카트리지 리필과 재활용의 세계적인 선도 기
17) Cartridge World® 는 호주 주식회사 Cartridge World Pty Ltd의 등록 상표다. 프랜차이즈 관련 상세 정
보는 www.cartridgeworldus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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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호주에서 설립되었으며 카트리지를 재활용하고, 카트리지와 프린터
액세서리 신제품을 판매하고 잉크젯과 레이저, 팩스, 복사기를 위한 원 스
톱 숍(One Stop Shop)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미국 주요 대도시 지역에 1,00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하
였다. 미국과 전 세계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Cartridge
World의 해외사업본부를 캘리포니아로 이전하였다.
Cartridge World는 프린터 카트리지 리필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소개하며
모든 서비스는 프랜차이즈 점포 차원에서 제공된다. 프린터 카트리지 교체 비
용 부담에 대한 경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덧붙여, Cartridge World는 일
반 사용 기간의 평균 3배에서 8배까지 카트리지를 리필 및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특별한 인정도 받고 있다. 이것은 매
년 기업과 학교, 단체, 소비자가 사용하는 프린터 카트리지 수백만 대가 매립
지로 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비용 절감과 청정 환경에 관한 Cartridge
World의 마케팅 메시지는 미국 소비자에게 충분히 수용되는 메시지다.
Cartridge World 프랜차이즈는 또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연수 프로그램
(Training Program)으로도 유명하다. Cartridge World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근무하지만 훈련 프로그램을 거치면 사전 기술 지식
이 없어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맹점은 또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각종 광고 자료를 비롯하여 광범위
한 비디오 라이브러리와 마케팅 지원도 받고 있다. Cartridge World가 제공
하는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
고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사업 모델의 비용 절감과 재활용 측면에 덧붙
여 프랜차이즈 가맹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Cartridge World의 책임감에 주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여러 현안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간과되는 요소이다. 이런 오류는 특히 개발과 판매, 마케팅 문제에 주력하
는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타난다. Cartridge World와 같이 연수 프
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전문성과 역량, 전
문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사전 공조를
통해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
공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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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요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자(식품 서비스)
(Notable Foreign Franchisors (Food Services))
가. El Pollo Loco18)

스페인어로 “미친 치킨”이라는 뜻의 El Pollo Loco는 닭고기 구이와 멕
시코 요리를 판매한다. 프랜차이즈는 1975년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치킨
노점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4년만인 1979년에는 멕시코에 85개 점포로
성장하였다. El Pollo Loco는 1980년 스페인계 집단 거주지역인 로스앤젤레
스에 1호점을 개장하였으며, 1983년 미국 기업이 미국 운영권을 인수하였
다. 현재 미국에는 약 450개 El Pollo Loco 식당이 있으며 대부분 캘리포니
아와 인접 주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은 El Pollo Loco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숙지해
야 한다. El Pollo Loco는 미국 진출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스페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았다. 브랜드는 당시 미국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알려
지지 않았지만 El Pollo Loco는 로스앤젤레스 스페인 지역사회의 강력한
“기반” 고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El Pollo Loco는 미국에서 초기에
성공을 구가하며 강력한 성장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한식이나 한식 개념의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
에 재미교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 진출하였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적절한 계획을 입안할 경우 초기에 비교적 안정
적으로 미국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18) El Pollo Loco® 는 미국 주식회사 El Pollo Loco, Inc.의 등록상표다. 프랜차이즈 관련 상세 정보는
www.elpolloloc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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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ollo Campero19)

미국 치킨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는 Pollo
Campero(스페인어로 “촌닭”이라는 뜻이다)가 있다. 1971년 과테말라에서
시작된 Pollo Campero의 라틴식 치킨은 중미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2년 마침내 미국에 진출했을 때 Pollo Campero는 이미 중미지역에서 유
명한 브랜드가 되었다.
El Pollo Loco와 유사하게 Pollo Campero는 로스앤젤레스에 1호점을 개장
하였으며 개장 첫 주에 업계 매출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번에도 Pollo
Campero가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로스앤젤레스 스페인 지역사회에
서 이미 유명하였고 점포의 위치가 그 유명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
동체 중심지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Pollo Campero는 현재 5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며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인접 주에 자리 잡고 있다.
Pollo Campero는 초기 성공에 기반하여 미국 전역 월마트 센터에 Pollo
Campero 점포를 개장하기 위하여 2008년 월마트 슈퍼센터에 1호점을 개장
하였다. 월마트와의 이 같은 점포 개발 프로그램은 Pollo Campero가 조만
간 이 시장의 대표주자가 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다. Yoshinoya20)

19) Pollo Campero® 는 과테말라 주식회사 Campero International Ltd.,의 등록상표다. 프랜차이즈 관련 상
세 정보는 www.camper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Yoshinoya® 는 일본계 주식회사 Yoshinoya Holdings Co., Ltd.의 등록상표다. 프랜차이즈 관련 상세 정
보는 www.yoshinoyaameri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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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야(Yoshinoya)는 아시아계 퀵서비스 레스토랑 비즈니스 라인에서는
최대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이 카테고리에서 인기를 이어가는 상위 아
시아권에 속한다. 요시노야의 역사는 100년 전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모
회사는 현재 세계 전역에 요시노야 분점 1,300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0년 전 1호점을 개장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와 인접한 애리조
나, 네바다 주에 100개 점포가 집중해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요시노야
점포가 50개 이상 몰려 있다. 현재 점포를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요시노야는 밥그릇에 육류와 야채를 담은 일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에게 친숙한 유명한 상표 “비프 보울(Beef Bowl)”도 소유하
고 있다. 건강에 유익한 간단한 메뉴 포맷과 경쟁력 있는 적정 가격은 지
속적인 사세 확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국풍의 요리, 특히 아시
아 요리 시장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식 밥그릇 개념을
수용하는 미국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한식 콘셉트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다는 확증으로 볼 수 있다.
라. Red Mango21)

21) Red Mango®는 미국 주식회사 Red Mango, Inc.의 등록상표다. 프랜차이즈 관련 상세 정보는
www.redmangous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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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망고(Red Mango)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 상당히 친숙한 프랜차
이즈다. 레드 망고는 미국 본토 프랜차이즈 핑크베리(Pinkberry)와 함께 한
국식 냉동 요구르트와 함께 미국 냉동 요구르트 시장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레드 망고는 200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하였다. 2년 만에 전국 60
곳으로 성장하였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집중되었다. 레드 망고는 2008
년 투자자들로부터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으며 향후 5년 안에 미
국 내에 550개 점포를 개장할 계획이다.
레드 망고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레드 망고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제품을 판매하며 건강을 의식하여
이런 제품을 높게 평가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
응한다. 두 번째로 레드 망고는 단순히 냉동 요구르트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점포의 독특한 디자인과 분위기를 통해 “레드 망고 체험”(Red Mango
Experience)을 판매한다. 세 번째로, 레드 망고 경영진은 확장 계획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레드 망고에게 제품과 서비스,
독특한 매장 체험은 강력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원과 함께 레드 망고
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다.
5-4. 주요 해외 프랜차이즈의 “특이성” 요소
(“Uniquness” Element in Notable Foreign Franchises)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본 절에서 논의한 대표적인 외국 프랜차이즈
에 공통된 요인은 “특이성” 요소이다. 미국 시장에서 특이하고 독특한
프랜차이즈 개념은 흔히 드물거나 전례 없는 경쟁 우위를 구가한다. 이러
한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개념은 시장에 진출할 때 강력한 경쟁사가 없
었으며 경쟁 체제가 전무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에 새 시장을 개
척하고 있다. 구몬은 방과 후 방문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했다. El Pollo Loco는 프라이드치킨 프랜차이즈가 지배하며 경
쟁에 치열한 치킨 카테고리에서 치킨 구이라는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을 조
성하였다. 최근에는 Cartridge Exchange가 프린터 카트리지 리필 및 재활
용 사업에서 프랜차이즈를 최초로 제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드 망고
는 핑크베리와 함께 시큼한 한국식 냉동 요구르트를 미국 대중에게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특이성”의 요소를 전략적으로 적용한다면 한국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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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나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독특
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5. 선호 사업 카테고리(Preferred Business Category)
- 퀵 서비스 레스토랑(QSR: Quick Service Restaurants)22)

앞에서 소개한 대표적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엄선된 표본은 미국
의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활동하는 사업 분야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요식업에서부터 교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 그룹
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 내 외
국계 프랜차이즈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계 프랜차이
즈가 선호하는 구체적인 사업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미국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QSR은 단연 가장 대중화된 비즈니스라
인으로 미국 대다수 소비자에게 친숙한 분야이다. 이것은 총 고용 및 생산
량 예상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형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라인을 선도하는
QSR을 나타내는 그림 5-1에 나타나 있다. QSR은 비즈니스 서비스 다음으
로 시설 수 2위에 랭크되었다. QSR은 2009년에도 전체 3개 분야에서 흑자
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양대 비즈니스 라인에 속한다. 실제로, QSR
Magazine은 최근 미국 10대 QSR의 2008년도 수익은 지난 20년 간 최대 수
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23)
그림 5-1
비즈니스 라인 프랜차이즈 사업 경기 전망, 2009
회사
비즈니스 라인
자동차

수치

고용(천 명)

전년 동기
대비

36,563

-1.5%

상업 및 주거서비스

59,461

퀵서비스 레스토랑

182,136

수치

매출액(1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8

-5.8%

-3.5%

326

1.5%

3,361

금액

전년 동
기 대비

36.0

-0.4%

-4.1%

42.6

-1.3%

0.4%

190.0

2.4%

22) 퀵 서비스 레스토랑(“QSR”)은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이나 “퀵 캐주얼 식당”이라고 하며 스낵이나
디저트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와 메뉴항목, 테이블 서비스 최소화 등이 특징인 식당 유형을 말한다.
23) QSRMagazine,2009년8월호. 미국 QSR 업계 최고의 잡지다. QSRMagazine은 QSR을 버거와 샌드위치, 피자/
하스타, 스낵, 치킨, 멕시코요리, 해물요리, 아시아계 요리 등 8개 사업부문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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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즈니스 라인

수치

고용(천 명)

전년 동기
대비

수치

매출액(1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금액

전년 동
기 대비

테이블/풀 서비스
레스토랑

46,650

1.3%

1,081

0.2%

61.1

2.2%

소매 음식

66,228

-2.0%

829

-5.8%

66.7

-0.4%

숙박

32,202

-2.6%

661

-4.9%

63.6

-3.2%

부동산

37,735

-3.2%

153

-4.2%

24.7

-2.1%

소매 제품 및 서비스

82,681

-2.1%

561

-5.8%

49.6

-0.7%

217,861

-2.5%

1,365

-3.9%

173.1

-2.8%

개인 서비스

92,994

-0.2%

1,063

-1.5%

127.7

-0.8%

합계

854,551

-1.2%

9,578

-2.1%

835.0

-0.5%

비즈니스 서비스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및 PriceWaterhouseCoopers, 『프랜차이즈 사업 전망 보고서
(FranchiseBusinessOutlookReport)』(2009년 1월)

QSR은 이를 배경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위시하여 미국 내 대다
수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선호하는 사업 카테고리가 되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특이성”의 요소는 다른 사업 카테
고리에 비해 QSR 개념에서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 개념이 특이할수록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더욱이 미국의 소비자 기반은
문화와 인종이 다양하고 외국 음식에 대한 반감이 없다. 새로 진출하는 외국
QSR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 주요 도시 전역에 형성된 자국 민족 공동체
에 이들을 환영하는 현명한 고객 기반도 있다. 이 때문에 QSR은 외국계 프
랜차이즈에게 가장 대중화된 비즈니스 라인의 지위를 구가하고 있다. QSR
시장의 규모와 크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5-3은 QSR Magazine이
최근 발행한 2008년도 미국 50대 QSR 체인점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24)

24) As reported by QSR Magazine’s Top 50,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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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50대 QSR

순위

체인점

1

McDonald’s*

2

미국 시스템
점포당 미국
전체 매출
평균 연 매출
08 (백만 달러) 08 (천 달러)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점포 08

회사 소유
점포 08

점포 합계
08

30,025.0

2,293.0

11,968

1,990

13,958

Subway*

9,600.0

445.0

21,881

0

21,881

3

Burger King

9,348.0

1,260.0

6,528

984

7,512

4

Starbucks Coffee*

8,750.0

985.0

4,329

7,238

11,567

5

Wendy’s

8,013.4

1,450.0

5,224

1,406

6,630

6

Taco Bell

6,700.0

1,241.0

4,259

1,329

5,588

7

Pizza Hut

5,500.0

854.0

6,535

1,029

7,564

7

Dunkin’ Donuts*

5,500.0

865.0

6,395

0

6,395

9

KFC

5,200.0

967.0

4,297

956

5,253

10

Sonic

3,811.2

1,125.0

2,791

684

3,475

11

Arby’s

3,371.8

1,436.0

2,580

1,176

3,756

12

Jack In The Box

3,080.0

1,439.0

812

1,346

2,158

13

Domino’s*

3,054.6

595.0

4,558

489

5,047

14

Chick-fil-A*

2,962.3

2,034.0

1,423

0

1,423

15

Panera Bread

2,68.0

2,002.0

761

562

1,323

16

Dairy Queen*

2,519.0

530.0

4,514

70

4,584

17

Papa John’s

2,034.0

750.0

2,200

592

2,792

18

Hardee’s*

1,680.0

956.0

1,175

583

1,758

19

Quiznos Subs

1,660.0

375.0

4,378

3

4,381

20

Popeyes*

1,593.0

1,007.0

1,527

55

1,582

21

Carl’s Jr.*

1,405.0

1,385.0

648

408

1,056

22

Chipotle

1,330.0

1,760.0

0

837

837

23

Panda Express

1,195.0

1,090.0

21

1,174

1,195

24

Whataburger

1,173.0

1,645.0

171

542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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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체인점

미국 시스템
점포당 미국
전체 매출
평균 연 매출
08 (백만 달러) 08 (천 달러)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점포 08

회사 소유
점포 08

점포 합계
08

25

Church’s Chicken

1,150.0

712.0

1,393

232

1,625

26

Little Caesars*

1,055.0

455.0

1,950

550

2,500

27

Long John Silver’s

800.0

670.0

1,022

0

1,022

28

Steak n Shake*

700.0

1,390.0

75

415

490

29

Zaxby’s

664.0

1,557.0

378

83

461

30

Checkers /Rally’s

658.0

793.0

576

251

827

31

Boston Market

648.3

1,142.0

0

541

541

32

Culver’s

643.5

1,681.0

385

9

394

33

El Pollo Loco

626.9

1,672.0

247

166

413

34

Bojangles’

607.9

1,590.2

275

154

429

35

Papa Murphy’s

585.0

554.8

1,056

63

1,119

36

CiCi’s Pizza

579.9

949.0

618

20

638

37

White Castle*

567.9

1,378.0

0

415

415

38

Del Taco

563.2

1,100.0

228

285

513

39

Baskin Robbins*

560.0

213.0

2,692

0

2,692

40

Sbarro*

500.0

638.0

290

485

775

41

Jimmy John’s*

496.6

698.0

788

20

808

42

Captain D’s

476.4

871.0

259

289

548

43

Jason’s Deli

467.1

2,290.0

90

114

204

44

Qdoba*

447.5

1,034.0

343

111

454

45

Jamba Juice+

443.7

678.4

218

511

729

46

Cold Stone Creamery

430.6

336.0

1,255

27

1,282

47

Krystal

428.8

1,120.0

151

232

383

48

In-N-Out Burger*

420.0

1,940.0

0

230

230

49

Einstein/Noah’s
Bagels*

392.8

919.0

149

347

496

50

Tim Hortons

345.4

930.0

501

19

520

* QSR이나 Technomic, Inc가 추정하는 수치 포함.
+ 개장한 지 만 2년이 되는 점포에 제공되는 점포당 미국 평균 연 매출
출처: QSR Magazine의 상위 50개, QSR Magazine(2009년 8월)
QSR 50 목록은 QSR Magazine의허가하에재인쇄하였으며여백고려사항을위하여일부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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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획
(STRATEGIC PLANNING FOR MARKET ENTRY)
1.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한국 기업이 미국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기본 개념과 프랜차이즈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기획에 착수
할 수 있다. 기획 작업은 시장 조사와 실사, 규제 및 구조의 이해, 미국 프랜
차이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소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시장 진출
준비에는 다양한 유형의 프랜차이즈 방식에 대한 검토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강력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2. 프랜차이즈 사업 시장 환경(MARKET ENVIRONMENT FOR FRANCHISING)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지 여부
를 결정할 때, 시장의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고 사업에 수반
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위
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2부는 한국 프랜차이
즈 사업자가 전략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시장 요소를 설명한다.
2-1. 시장 조사(Market Research)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려는 어떤 사업자에게도 시장 조사는
필요한 전략이자 마케팅 기획의 필수요소이다. 양질의 정보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업은 중심이 확고하고 목표가 명
확해 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사업의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한국 사
업자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이
생존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시장 조사는 특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대량 정보를 감안할 때
반드시 정교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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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는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를 기초 정보로 쓸 수도 있다. 이 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시
장 조사 보고서에 관한 각종 간행물과 참고 자료도 제공해주고 이외에 예
비 조사에서 목표 시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랜차이즈 회원
사업자와 시스템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협회는 일 년 내내 각
종 회의와 박람회, 대회도 후원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하여 귀
중한 최신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의 각급
정부기관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사업의 후보 지역과 장소를 선정하는데 유용한 인구밀
도와 유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Franchise

덧붙여
Update

Entrepreneur

Magazine(www.entrepreneur.com)과

Magazine(www.franchise-update.com),

Franchise

Times Magazine(www.franchisetimes.com) 등, 안정된 기반의 프랜차
이즈 업계 간행물은 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에 대해 유용한 시장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QSR Magazine (www.qsrmagazine.com)과 같이 업
계 전문지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는 특정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다. 아울러,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나 『포춘』
(Fortune), 『포브스』(Forbes),『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와 지방 신
문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반적인
추이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미국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식 조사와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많이 있다. 시장 조
사는 전문 시장 조사 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면 효과적이며 제안된 프랜차
이즈 사업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업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쉽고 어느 지역에 마케팅을 집중해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도 있
다. 전문 시장 조사 기업과의 협력해서 일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시간 집약적이라는 것이 약점이다. 시장 조사 기업의
지원을 구할 때는 외부 조사 컨설턴트를 고용하기 전에 먼저 프랜차이즈
내부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뿐 아니라 목표시장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전략 기획 단계에서 내려야 하는 결정은 관련 정보를 확보
하는 것과 시장 조사 비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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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 조사 전문기업(Market Research Firms)
미국에는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자 뿐 아니라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컨설팅과 마케팅 기업도 다양하
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타당성 조사나 신설 회사가 프랜차이즈 사
업을 출범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컨설팅 일체를 제공하는 턴키 기반 작
업을 비롯하여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턴키 프로젝트 요금은 일반
적으로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다. 타당성 조사와 같은 협의의 작업
은 15,000 달러에서 3만 달러가 소요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장 컨설팅 기업을 아래에 소개한다.
◦ Francorp(www.francorp.com)
미국 유수의 프랜차이즈 컨설팅 기업 Francorp는 종합적인 전략 기획과
법무 서비스, 운영, 마케팅, 훈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외에 8개
국에 사무소를 유지하며 전 세계 프랜차이즈 관련 세미나를 후원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신설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상담
- 전략 기획 및 사업계획 입안
- 시장조사 및 경쟁력 분석
- 프로토 타입 개발 컨설팅
- 프랜차이즈 문서 작성 서비스
- 주 정부 제출물 및 등록서류
- 운영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
- 프랜차이즈 판매 브로슈어
- 프랜차이즈 인터넷 마케팅
- 웹 시스템 개발, 지도, 컨설팅
- 미디어 활용 계획 예산
- 프랜차이즈 판매 DVD
- 훈련 DVD
- 프랜차이즈 판매 훈련
- 프랜차이즈 관리 훈련
- 이행 컨설팅
- 일반 컨설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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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업계 조사 서비스
- 법률 문서 변경
- 등록 업데이트 및 갱신
- 운영 매뉴얼 작성, 검토, 개정 서비스
- 프랜차이즈 판매 훈련
- 프랜차이즈 관리 훈련
- 프랜차이즈 판매 DVD
- 훈련 DVD
-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검토
- 웹 시스템 개발, 지도, 컨설팅
- 프랜차이즈 인터넷 마케팅
- 리드 창출 서비스
- 판매 전략 비평 및 훈련
- 프랜차이즈 판매 브로슈어
- 프랜차이즈 광고 및 매체 활용 계획
- 시장 조사 서비스
- 특별 프로젝트
- 전문가 증언
- 일반 컨설팅
◦ ZeeProbe(www.zeeprobe.com)
ZeeProbe도 프랜차이즈 사업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업자로 고객 및 프
랜차이즈 시장 조사와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프랜차이즈 시장 조사, 프랜차
이즈 소비자 통찰력, 프랜차이즈 실적 및 재무 정보, 프랜차이즈 개념 연구
및 마스터 프랜차이즈 시장 조사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 분
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 소비자에 대한 통찰력
- 시장 및 소비자 정보
- 재무 및 실적 정보
- 고객 만족도 조사
- 종업원 만족도 조사
5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 종합 프랜차이즈 솔루션
- 시장 조사
- 프랜차이즈 실적 검토
◦ National Franchise Associates(www.nationalfranchise.com)
National Franchise Associates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사업 개발 기업이
다. 유형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공공 및 민간 창업 회사와 기존 업체에 종
합 프랜차이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형 컨설팅 기업에 비해
경쟁력 있는 수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종
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사업 및 프랜차이즈 계획
타당성 조사
전략적 성장 계획
- 법률 문서 작성
프랜차이즈 운영 및 훈련 매뉴얼
개장 전 절차 매뉴얼
일일 시스템 및 절차 매뉴얼
판매 및 마케팅 매뉴얼
직원 인사 관련 매뉴얼
회계 및 부기 매뉴얼
기존 매뉴얼 개정 및 업데이트
훈련 매뉴얼
- 광고 및 홍보
각종 마케팅 브로슈어
“틈새” 마케팅 계획
프랜차이즈 판매 마케팅 캠페인
로고 및 이미지 개발
홍보 캠페인
마케팅 캠페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자용 자료
- 프랜차이즈 판매
목표 전망
프랜차이즈 마케팅 계획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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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전략
프랜차이즈 판매 훈련
판매직 채용 및 훈련
- 경영진 지원
◦ FRANdata(www.frandata.com)
FRANdata는 미국 최대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업자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방대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프랜차이
즈 정보와 분석 출처로 인정받고 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예비 프랜차이즈 사업자부터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이르기
까지 전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쟁사 정보와 벤치마킹, 프랜
차이즈 가맹자 마케팅, 일반 조사 수요 지원
- 예비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다양한 개념을 평가하고 자
체 시스템의 실적 역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
- 현안을 분석하고 법률 및 컨설팅 조직에 대해 마케팅 및 업무
수행 지원을 제공
- 금융 기관에 위험 평가와 시장 접근 제공
-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표적 마케팅과 조사, 평가 지원 제공.
2-2. 시장 진입 장벽(Barriers to Entry)

규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꾀하는 외국계 프
랜차이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방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말해도 된다. 그러
나 프랜차이즈 사업은 미국 연방 및 주법에 따라 규제가 엄격한 분야로, 기
업은 프랜차이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법률적 요건과 절차상의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 공개자료 작성과 프랜차이즈 등록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출범에 수반되는 법적 절차는 타국에 비해 상당히 복
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
작하려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부
과되는 법적 요건은 미국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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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프랜차이즈 창설과 기업지배구조에 적용되는 법률도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적어도 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기업이 미
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구체적인 방해나 장벽은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무수한 시장 장
벽(Market Barrier)과 성장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새로 출범시키려면 자본과 인력, 조직 면에서 실질적인 재력이 필요하다. 회사
는 본사의 필수 인력 재배치와 신규 인력의 고용, 프랜차이즈를 지원할 공급/유
통망 확보 등을 비롯하여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재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본과 다른 재력 요건은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
즈 사업자에게 커다란 장벽이 된다. 실제 자본의 부족은 대다수 외국계 프랜차
이즈 기업이 미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차이도 한국 기업에 견고한 시장 장벽으로 등장한다. 기업은 자
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미국이 적절히 이행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충성도와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Localization)와 차별화(Differentiation) 노력도 기울여야 한
다. 아울러 한국 기업은 “외국계 프랜차이즈”(Foreign Franchise)로 간주
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미국 소비자와 프랜차이즈 가맹 예정자들
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미국법의 다양한 법률 및 규제 요건과 관련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미국에서 사업 운영에 충분한 자본과 기타 자원을 할당하여 시장
에서 성공할 최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 기업 관
행의 차이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진입 장벽은 결코 난공불락으로 생각해
서는 안 된다. 적절한 기획과 근면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장 진입 장벽과
관련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자원과 인재를 찾을 수 있다. 시장
장벽의 반대편에는 시장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2-3.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현장 실사(Franchisor’s Due Diligence)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대중화시킨 기본적인 원칙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직
접적인 확장 노력과 함께 관련된 특유의 자본 비용 없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고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프랜차이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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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성공이 입증된 사업 모델
일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초기 및 지속적 훈련과 지원 서
비스 때문에 실패할 위험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체를 소유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점포는 일관된 품질과 합리적
인 가격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이 타당한 선택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
야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요건이 된다. 주요 결정 항목에 관한 객
관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 희망 기업이 올바
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가. 강력한 사업 개념(A Strong Business Concept)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 희망자는 성공이 입증된 프랜차이즈 사업 개념을
찾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은 수익성과 사업 개념을 이용한 사업 운
영 기간, 사업 운영 규모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
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양호하고 타당성 있는
개념을 소비자와 인구 동향 및 선호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개념 제안이 미국에 성공할 것인지 객관
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숙련된 프랜차이즈 시장 컨설턴트와 협력하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개념 및 사업 모델을 미국 시장에
제대로 소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얻을 수 있다.
나. 교육가능성(Teachability)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요소는 사업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
는 방법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성공을 위
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특정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의 기술 또는 사업
경험이 없다는 가정 하에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방식을 프랜차이즈 가맹자
에게 쉽게 교육할수록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성
공을 거둘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에서 프랜차
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 시스템이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이해하
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능률화, 간소화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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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력한 브랜드(A Strong Brand)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를 운
영할 라이선스를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교부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브랜드
는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의 필수요소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
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내놓기는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창업 프랜차이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쳐 효과적인 마케팅과 개발을 통해 브랜드의 강점과 소비자 충성도를 구
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최소
한 상표권(Trademark)과 저작권(Copyright)을 비롯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미국 해당 정부 관청에 등록하여 이를 확보 및 보호해야
한다.25)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을 감안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실제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이 절
차를 시작해야 한다. 지적 재산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
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브랜드 포트폴리오
(Brand Portfolio)를 계속 확대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강력한 경영진(A Strong Management Team)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험과 전
문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마케팅과 판매, 훈련,
운영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기존 인력이 미국 프랜차이즈 관행에 친숙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본사에서 파
견된 기존 직원의 경험과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인력이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인사 균형의 유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한 필
수요소가 될 것이다.
마. 차별화와 현지화(Differentiation and Localization)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특한 개념을 선보일 수 있는 한국 프랜차
이즈 사업자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를 만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는
25) 특허와 상표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은 미국특허상표청(U.S.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다. 미국 저
작권청(U.S.Copyright Office)은 저작권 담당 기관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데는 일반
적으로 12-18개월(특허는 24개월 이상), 저작권을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데는 4-6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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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면서 좋은 것”을 찾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고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 목표 시장을 파악하고 사업
개념을 기존의 경쟁과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또 미국 소비
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개념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검
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시장 기반을 대상으로 삼거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실
행하는 등, 사업 개념을 조정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차별
화와 현지화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와 협
력해서 일하면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컨설
턴트들은 특정 목표 시장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
자와의 협력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바. 기본형 점포(A Prototype Store)
사업형 프랜차이즈 제도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결요건은 기
본형(Prototype) 점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
형 점포의 위치는 사실상 모든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을 테스트하고,
장비 및 디자인 결정을 내리고, 경영과 마케팅 기법을 시험하고, 업종의 정
체성과 신용을 확립하고, 재정 타당성을 입증하는 곳이다. 기본형 점포 운영
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시스템을 강화 및 개선하고 미국의 새로운 기
업 문화와 관행을 익힐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 여부에 관한 결
정은 이런 기본형 점포의 성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기본형 점포가 성공
하고 수익성이 유지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해도 된다.
사. 충분한 투자(Sufficient Capitalization).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시간
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충분한 자본이 없으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
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 국내 프랜차
이즈 사업자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충분
한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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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랜차이즈 규제 환경(REGULATORY ENVIRONMENT FOR FRANCHISING)
3-1. 미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Policy on Foreign Investment in U.S.)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서로
충분히 입증된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국적 중립적”이다. 즉, 외
국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고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연방 및 주
정부가 특정 산업에 부과하는 극소수의 제한을 제외하면 미국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나 소유 기존 미국 법인의 인수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26).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특혜를 향유한다. 세제를 제
외하고 자본의 본국 송환이나 수익, 배당금, 이자, 기타 소득의 해외 송금,
로열티 및 수수료 이체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요컨대 미국 프랜
차이즈 활동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었으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기본
정책을 변경할 움직임이나 동향은 없다.
3-2. 프랜차이즈 정책(Policy on Franchising)

프랜차이즈 사업에 준용되는 미국의 규제 제도는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관행에 피해
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은 프랜차
이즈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교섭력과 자원, 정교
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관련 연방법
뿐 아니라 주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관계
에 관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에게 힘을 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프랜차이즈 정책의 성격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과
흡사하다. 본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듯이 프랜차이즈에 관한 현행 규제 환
경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무하고 “구매자 위험부
담”(Caveat Emptor)(매수인이 주의하라)이 업계의 일반 법칙이던 프랜차이
즈 초기에서 크게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26) 연방 정부가 외국계 투자자의 진출을 제한하는 주요 분야는 항공과 전기통신, 해운, 발전, 은행, 보험,
부동산, 광물 리스가 포함된다. 국가 안보나 주요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제약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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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랜차이즈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Laws Applicable to Franchising Activities)

프랜차이즈 규제 환경의 핵심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되는 법
률 체계와 구조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 내 프랜차이즈 모집과 판매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의 규제도 받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무
역위원회(FTC)가 1979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예비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에 관련하여 규정
된 정보를 상세히 명문화한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무역 규제
규정(이하 “FTC 규정”)을 채택하였다.27) 뿐만 아니라 많은 주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회사가 각 기관에 프랜차이즈 상품을 제출하거나 등록해야 하
는 요건을 비롯하여 주 경계 안에서 프랜차이즈의 모집 및 판매에 대해 자
체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등록 주”).28)
가. 연방무역위원회 규정(FTC Rule: Federal Trade Commission Rule)
FTC 규정은 미국 연방 규제 제도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프랜차이즈 사
업자의 거래 관행에 대해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기본적인 법적 보호
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FTC 규정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의 “광고나 모
집, 라이선싱, 계약, 판매, 기타 판촉”에 관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주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 공시 자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
하거나 프랜차이즈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사
업 계열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14 업무일 이전에 예비 프랜차이
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 수입 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실제 매출이나 소득, 수익 또는
이에 대한 예상에 관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
는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에 관련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
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7) FTC 규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관에 관한 주요 사실의 공시를
의무화하지만, 프랜차이즈 판매와 관련하여 FTC 서류 등록이나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등록 요건
은 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한다.
28) 프랜차이즈 등록을 의무화하는 주는 “등록 주”로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이 여
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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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제공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체결해야 하
는 기타 관련 계약서와 함께 표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환불: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에 상술하는 환불에 관
한 약관에 따라 보증금과 계약금(Initial payment)을 환불해야 한다.
◦ 상반되는 주장: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판촉 자료나 구두로 프랜차
이즈 공시 서류에 포함된 정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FTC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집 프랜차이즈와 임원,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공시 서류를 전
체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필수 공시 주제는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소송 이력, 과거 및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연락처 정보, 프랜차이즈에 수반되는 독점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
하는 지원, 프랜차이즈 매입 및 창업비용. FTC 규정과 주 정부 프랜차이즈
공시법의 조화를 주된 목표로 한 FTC 규정의 최근 개정은 2008년 발효되
었다.
단, FTC 규정에는 사적 소추권(Private right of action)이 없다. 이것은 프랜
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FTC 규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9) FTC는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요건을 위반한 프랜
차이즈 사업자를 상대로 단속 조치(Enforcement Action)를 취하할 수 있다. 규
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에는 재산 몰수(Asset Impoundments)나 정지
명령(Cease-and

Desist

Orders),

금지명령(Injunctions),

동의명령(Consent

Orders), 피해 가맹자에 대한 강제 복권이나 복원(Mandated Rescissions or
Restitution), 민사 벌금 부과(Imposition of Civil Fines) 등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제 장치가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연방
법(Federal Law)과 각 주법(State Law)의 상호 관계에 있다. 미국 법체계에
따라 연방법은 주법과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입법기관은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해서 FTC 규정은 FTC 규정에 부합한 주
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리고 있으며 또 주법이 FTC 규정이 부과하
는 것보다 엄격한 보호 장치를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9) 이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계약 위반이나 신의 및 공정 거래 위반, 허위진술 및 사기, 등과 같이 기타 해당 근거에 따
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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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FTC 규정이 주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런 규제구
조를 토대로 등록 주(Registration State)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각 주 정부
에 프랜차이즈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하는 책임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나. 프랜차이즈 관련 주법(State Franchise Law)
등록 주(Registration State)란 프랜차이즈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한
주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법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의 공시(Disclosure)와
등록에 관한 법률(Registration Law)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관계 관련 법률
을 포함한다. 프랜차이즈 공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프랜차
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반
되는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주 프랜차이즈 공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특정 내용을 명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등록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한편, 주
프랜차이즈 관계 관련 법률은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
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프랜
차이즈 관계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와의 관계에서 해지(Terminations)와 갱
신(Renewals),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s)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자의 행동기준(Standard of Conduct)을 제공한다.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Act)에 따라 프랜차이즈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자 공시 자료
(Franchisor Disclosures)를 규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
(California Franchise Relation Act)에 따라 해지(Termination)와 같은 프랜
차이즈 관계의 기타 측면을 감독하고 있다.
1970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미국 최초의 프랜차이
즈 공시법이다. 이 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를 모집 및 판매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
며, 통합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에 필요한 공시 항목에 부합하는 공시 요건
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14일 이전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 협회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간섭을 금지하는 독특하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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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 제31001조에 반영한
대로 공시법의 목적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의 선언은 이 법의 목표에 대
해서 통찰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자체 프랜차이즈 법률을 제정한 대다수
등록 주(Registration States)에 적용되고 있다.
법률은 이에 프랜차이즈의 판매 확산은 비교적 생소한 사업 형태로 캘리
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뿐 아니라 사업의 관점에서도 무수한 문제
를 초래하였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그 대리인
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맹자 관계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
맹자의 계약 내용,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종전 사업 경험에 관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이 법의 목표는 모집 프랜차이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각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랜차이
즈 판매가 사기로 이어지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의 판매를 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
이즈 가맹자의 사업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동 법의 목표이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은 1980년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자의
관계를 관장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프랜차이즈 관계법은 프랜차이즈 계약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합
당한 사유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해지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 프랜차이즈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통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은 갱신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운영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수반된 계약으로 인하거나 그에 관한 클레임과 관
련하여 캘리포니아 주를 벗어나 이동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재판지 규정을 무효로 하고 있다.
◦ 뉴욕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은 1981년 발효된 뉴욕 프랜차이즈 법(New York
Franchise Act)이다. 이 법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주의 프랜차이즈 법과 유
사하다. 그러나 뉴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특히 재산 횡령이나 부당한 전
환, 유용을 수반하는 진술 및 유죄 판결과 관계된 경우에는 소송이력에 대한
광의의 공시 요건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FTC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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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타 주의 프랜차이즈 법의 14 역일에 반해 10 영업일 이전에 예비 프랜
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 프랜차이즈 법은 FTC 규정이나 대다수 주 프랜차이즈
법이 준수하는 3요소 정의에 반하여 “프랜차이즈”를 독특하게 정의하고
있다. 뉴욕 주의 “프랜차이즈” 정의는 (i) 수수료와 (ii) 프랜차이즈 사업
자가 상세히 규정하는 마케팅 계획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 사용권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하여 뉴욕 주의 “프랜차이즈” 정의는 FTC 규정이
나 대다수 주 프랜차이즈법보다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의의 불
명확한 성격은 뉴욕 프랜차이즈 법에 따라 대규모 “회색” 지대(Gray
Area)를 조성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뉴욕 주 프랜차이즈법의 특징은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다. 대다수 주 프랜차이즈 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주에서 운영되
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만 적용되지만, 뉴욕은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물리적
으로 뉴욕 주에 소재하는 프랜차이즈의 모집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 유일의
주에 속한다. 뉴욕 주 프랜차이즈 법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프랜차이
즈 업체가 뉴욕 주 외부에 소재하더라도 모집이 뉴욕에서 시작되었다면 해당
프랜차이즈 모집에 적용된다고 해석되었다. 사실 이와 같이 뉴욕 주 프랜차
이즈 법의 범위 확대는 기업이 뉴욕에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다.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s)
프랜차이즈 방식과 유사하게 사업을 확대하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사업기회이다. 사
업기회란 구매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임대
를 말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부지 물색을 보장 또는 지원하거
나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FTC에 따라 사업기회가 되기 위해서
는 아래의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기회를 구매하는 사람(Licensee)은 면허수여자
(Licensor)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보급하거나 판매해야 한다.
◦면허수여자(Licensor)는 소매 점포의 확보를 지원하거나 면허취득자
(Licensee) 가 보급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면허취득자(Licensee)가 벤처 사업을 개시한 후 6개월 이전이나 이내
에 당사자 양측 간에 500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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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여자(Licensor)와 면허취득자(Licensee) 관계의 약관은 일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벤처 사업기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판매 대리점(Distributorship) : 일반적으로 타인의 제품을 중개(Offer)하거
나 판매(Sell)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자사의 상호의 일부로 제조사의 상
호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독립 대리점(Independent Agent)을 말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 대리점은 회사의 상품 판매로 제한되거나 다양한
기업의 제품 라인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 도매업자(Rack Jobber) : 여러 점포에서 도매업자가 제공하는 선반
유통 시스템(Distribution System of Racks)을 통한 타사 제품의
판매를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나 구매자는 전략적 위치
에 소재한 점포 선반을 통해 다양한 점포에 물품을 판매하기 위
해 면허수여자(Licensor)와 계약을 체결한다. 면허수여자는 위탁
(Consignment Basis)을 원칙으로 선반(Racks)이 배치되는 장소를
다수 확보한다. 대리점은 재고를 유지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상
품을 이동시키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리점은 점포 관리자
(Store Manager)에게 상품 판매 수량을 적시하는 재고 관리 장부
(Inventory Control Sheet) 사본을 제공하고 선반이 소재하는 점포
나 업체는 판매 대리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

자동판매기

설치구역(Vending

machine

routes)

:

면허취득자

(Licensee)는 판매할 제품 뿐 아니라 판매기계(Vending Machine)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업 기회는 대체로 거액의 투
자가 필요하다. 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장소 소유권자
(Location Owner)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한다.
◦ 딜러(Dealer) : 판매 대리점과 유사하되 판매 대리점은 다양한 딜러를
상대로 하는 한편, 딜러는 통상적으로 소매업자나 고객을 상대로 한다.
사업기회법에 따라 판매자는 예비 구매자에게 특정 사전-판매 (Pre-sale)
공시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회를 규제
및 등록하는 주는 26개 가량이다. 프랜차이즈 등록 주와 달리 균일한 사업
기회 공시 양식과 같은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기회 규정과 등록 요
건은 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이들 주는 대부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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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를 막론하고 판매 후 수 일 정도에 구매자가 변심할 경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철회 기간”(Cooling Off Period)도 두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업기회용 공시 보고서로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공무원이 해당
공시 보고서를 검토한다. 공시 내용을 재량에 맡기고 사업기회법은 사업기
회를 모집하는 파트너가 예비 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공시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만 명기하는 주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FTC 규정과 주
프랜차이즈법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는 사업기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사업기회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다수 사업기회 프로그램에서 판
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
차이즈 사업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상표명을 사용하며, 프랜차이즈 사
업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사업기회는 면허수여
자(Licensor)의 지속적 지원을 수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표명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허수여자의 운영 지침과 무관하다.

4. 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MARKET ENTRY CONSIDERATIONS)
4-1. 프랜차이즈 활동이 집중된 지역(Regions with Most Franchise Activities)

2005년도 PriceWaterhouseCoopers Study에서 보고한 대로 미국에서 프랜
차이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상위 주는 그림 4-1에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대중화된 주는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프랜
차이즈 고용과 시설, 생산량 등, 전 부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캘리포
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미국 2위 및 6위 도시 뿐 아니라
미국 50대 도시 가운데 8개가 모두 이곳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할 뿐 아니라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지리, 다인종 및 다문화 인구는 해외 프랜
차이즈가 출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고
용과 시설, 생산량 면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캘리포니아의 뒤를 잇고
있다. 뉴욕과 일리노이, 오하이오 주도 대도시 지역이 넓고 소수민족이 많
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활동이 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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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고용, 시설 및 매출액으로 본 상위 프랜차이즈 주
순위

프랜차이즈회사
(단위: 백만 달러)

프랜차이즈 기업 고용

프랜차이즈 기업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1

California (1,162,888)

California (97,191)

California (105,731.6)

2

Texas (861,548)

Texas (71,219)

Texas (68,785.6)

3

Florida (728,200)

Florida (61,649)

Florida (56,159.3)

4

Illinois (503,355)

New York (40,579)

Illinois (43,041.7)

5

Ohio (473,421)

Illinois (39,116)

New York (40,346.6)

출처: 국제프랜차이즈협회(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및 PriceWaterhouseCoopers,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Economic Impact of Franchised Business) Vol.2,
2005년도 결과』(2008년 1월 29일)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댈러스, 마이애미와 같이 민족 구성이 다양한 대도
시 지역은 해외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특정 해외 프랜차이즈 개념에 친숙하고 진출을
환영하는 동포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 재미동포 인구(Korean Population in the U.S.)
한인이 대상 고객에 포함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한인이 프랜차
이즈의 성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 각지 한국 교
포 인구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장소 선정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가 한국 프랜차이즈 창업 도시로 가장 인
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재미동포가 최대 규모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업 및 주거 지역이 발달하였다. 미국 한인 규모로 2위
를 차지하는 뉴욕과 인근 지역도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선호하는 지역
이다. 그림 4-2는 한인 규모가 큰 10대 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
각 주 한인 규모 순위
주
California

한인 수*
622,100

주

요

도

시

Los Angeles, San Francisco, San Diego, San J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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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인 수*

New York
Texas
Washington
New Jersey
Illinois
Virginia
Georgia
Maryland
Pennsylvania

187,500
148,000
132,579
122,000
117,280
100,355
95,300
73,964
52,000

주

요

도

시

New York
Dallas, Houston, Austin
Seattle
Newark
Chicago
Arlington (includes Washington D.C.)
Atlanta
Baltimore
Philadelphia

*한인 수치에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을 비롯한 기타 거주자를 포함하였다.
출처: 한국 외교통상부 발표 공식 기록에서 수집

신참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미국 대도시 한인 사회는 안정적으로
고객 기반을 마련해주고 비교적 안전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출시할 수 있
는 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한인으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사
업 규모에 덧붙여, 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신개념을 도입하고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프랜차이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험장을
제공한다.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두 개 언어가 가능하고 양국의 문화를 이
해하며 한국 기업과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 및 고객 사이에서 효과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양 있고 믿을 만한 젊은 노동력도 제공한다. 한
인 사회 안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유능하고 현명한
대규모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나 세제상의 요건은 주 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나 세금, 노동법, 규정 등의 항목은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각
주 및 대도시의 차이점과 이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
문을 구해야 한다.
4-2. 노동 시장(Labor Market)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이민, 세계화는 미국 노동력의 규모와 구성에 엄
청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구 구성과 노동 시장 참여율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 시장에는 노인과 여성, 소수 인종 및 민족이 늘어났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하여 노동 시장의 지형 변화는 대부분 스페인계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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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계로 확인된 근로자는 약 2천만 명으로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14%
를 차지한다. 스페인계 근로자 2천만 명 가운데 24.2%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포함되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0) 프랜차이즈 사업,
특히 QSR 카테고리 프랜차이즈 사업은 스페인계 노동력이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빠르게 숙지
하고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관리직을 채용하는 등, 스페인계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인사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은 호의적이지
않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토
대로 2007년 3월 실업률은 4.4%였다. 이 시기 이후 실업률은 거의 매달 증
가하여 2009년 9월 실업률은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2월 불황
이 시작된 이래 미국 실업자 수는 현 1,510만 명으로 760만 명이 증가했으
며 실업률은 9.8%로 2배로 뛰었다고 보고되고 있다.31)
그림 4-3
2000-2009 미국의 실업률
(월별 실업률 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월
4.0
4.2
5.7
5.8
5.7
5.2
4.7
4.6
4.9
7.6

2월
4.1
4.2
5.7
5.9
5.6
5.4
4.8
4.5
4.8
8.1

3월
4.0
4.3
5.7
5.9
5.8
5.2
4.7
4.4
5.1
8.5

4월
3.8
4.4
5.9
6.0
5.6
5.2
4.7
4.5
5.0
8.9

5월
4.0
4.3
5.8
6.1
5.6
5.1
4.7
4.5
5.5
9.4

6월
4.0
4.5
5.8
6.3
5.6
5.1
4.6
4.6
5.6
9.5

7월
4.0
4.6
5.8
6.2
5.5
5.0
4.7
4.7
5.8
9.4

8월
4.1
4.9
5.7
6.1
5.4
4.9
4.7
4.7
6.2
9.7

9월
3.9
5.0
5.7
6.1
5.4
5.0
4.5
4.7
6.2
9.8

10월
3.9
5.3
5.7
6.0
5.5
5.0
4.4
4.8
6.6

11월
3.9
5.5
5.9
5.8
5.4
5.0
4.5
4.7
6.8

12월
3.9
5.7
6.0
5.7
5.4
4.8
4.4
4.9
7.2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략 계획에는 기
업이 노동 시장의 현황을 이해하고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불황은 미국 전역에서 유능한 근로자의 공급을 증가
30) 2008년도 미 노동통계국 데이터.
31) 국내 데이터는 2008년도 미 노동통계국에서 검색하였다. 전국 실업률과 각 주 당국이 발표한 뉴욕주
(2009년 9월 8.9%)와 캘리포니아주(12.2%)의 실업률을 비교한다

미국

67

시켰다. 현재 이 같은 노동 시장의 나선형 하강은 단시간에 역전될 가능성
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고 근면한 대규모 노동력이 전 업
종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현재 미
국 노동시장 상황이 필수 노동력 물색 면에서 대단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프랜차이즈 기업 고유의 직능으로 인해서 해당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본사 차원에서 운영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서도 주요 분야에 전문가를 배
정한다. 창업 단계와 성장 단계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영진은 여러 가지 역할
과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이 성장하면 경영진은 역할을 위임하고
경영 전문가를 영입하기 시작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의 대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는 프랜차이즈 조직의 주요 직위와 해당 업무 설명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직위

최고경영책임자(CEO)

업무
-

조직과 조직 자원의 리더십과 방향,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한다.
장단기 재무 계획을 비롯하여 전략적 목표를 개발 및 실행한다.
경영진과 기타 주요 직위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를 정한다.
사훈과 임무, 전략, 연간 목적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향과 지
도력을 제시한다.
-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최고재무책임자(CFO)

- 전반적인 재무 계획과 프로그램, 정책의 입안과 실행, 관리를
담당한다.
- 재무 직능과 영업 자본을 지시하고 장단기 투자를 시행한다.
- 대부 기관이나 주주, 금융업계와의 관계를 감독한다.
- 재정 문제를 이사회와 효과적으로 조율한다. 인수와 분리매각,
자본 구조 결정에 대한 재무 지시를 내린다.
- 감사관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 최고 재무책임자는 CEO나 COO에게 보고한다.

최고운영책임자(COO)

- 조직의 통합 운영 활동을 지시 및 관리한다.
- 조직이 재무건전성과 운영효율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운영 통제
와 관리 및 보고 절차를 마련한다.
- 조직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직원 채용을 설계, 수립, 유지한다.
- 일반적으로 CE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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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Finance Dept.)

재무담당이사
(Director of Finance)

- 조직 회계 직능을 감독한다.
- 계획 및 예산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한 동
향 분석과 해석, 재무 및 경영 보고서 및 절차 작성, 연구결과
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발표를 담당한다.
- 회계 관리자 1인 이상이나 기타 사내 회계사를 관리한다.
- 회계학이나 금융 분야 학위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8-10년의 경력과 CPA나 CMA, CFP 인증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CF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회계 관리자
(Accounting Manager)

- 재무정보 수집 및 보고를 비롯하여 일반 회계 기록과 회계 시스
템 운영을 감독한다.
- 투자 계획안의 효과나 현금, 전체 재무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회계 데이터를 입안한다.
- 납세신고서 작성을 감독하고 세무 규정의 준수를 지휘한다.
- 회계 직능과 데이터 처리를 공조한다.
- 표준 회계 절차의 준수를 확인하고 회계 및 바우처 파일(Voucher
Files)의 유지를 감독한다.
- 기타 전문 회계 담당 직원을 관리한다.
- 일반적으로 학위와 5-7년의 관련 경험이 요구된다.

사내 회계사
(Staff Accountant)

- 회계 시스템을 분석하여 신규 회계나 회계 구조의 개정, 신형
장부, 보고 시스템 개정, 회계사용의 변경, 신규 회계 분류나 정
의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한다.
금융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복잡한 회
계 문제에 해법을 권고한다.
- 납세신고서 작성과 같이 1개 이상의 회계 분야 전문가로 할 수 있다.
- 하급 회계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회계 분야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요구된다.
- CPA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 운영 부서(Field Operation Dept.)
- 회사가 명기한 지원 의무에 따라 신설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

현장 운영 담당 부사장
(Vice President of
Field Operations)

-

맹자와 직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개발 및 관리를 담
당한다.
위에서 설명한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전체 현장 운영 예산을 담당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제3자
판매업체를 관리한다.
브랜드업계의 종합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력 10년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CEO나 CO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최고 현장 운영 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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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운영 부서(Field Operation Dept.)
- 회사가 명기한 지원 의무에 따라 신설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
맹자와 직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관리를 담당한다.
- 위에서 설명한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 전체 현장 운영 예산을 담당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제 3자
판매업체를 관리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을
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10년의 현장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현장 운영 담당 부사장, 소규모 조직의 경우 CEO
나 CO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현장 운영 관리자
(Manager of Field
Operations)

- 회사가 명기한 지원 의무에 따라 신설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
맹자와 직원의 지원을 담당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3-5년의 현장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현장 운영 관리자나 현장 운영 담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현장전문가
(Field Operation
Professional)

프랜차이즈개발부서(Franchise Development Dept.)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
부사장
(Vice President of
Franchise Development)

- 회사 프랜차이즈 점포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격이 있고 능숙하며,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프랜차이즈 업체
를 식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 전체 개발 예산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3자 판매업체 관리
를 담당한다.
- 일반적으로 CE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개발 담당 이사"가 될 수 있다.
- 프랜차이즈 개발 부문의 최고 직위다.
- 회사 프랜차이즈 점포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의 관리를 담당한다.
-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격이 있고 능숙하며,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개발 관리자
(Manager of Franchise
Development)

를 식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는 개발 전문가
를 1인 이상 관리할 수 있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 부사장, 소규모 조직의 경우
CEO에 대한 직접 보고를 맡는다.
- 일반적으로 5-10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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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개발부서(Franchise Development Dept.)

프랜차이즈 개발 전문가
(Franchise Development
Professional)

- 수석 프랜차이즈 개발 관리자가 개발한 전략과 계획을 실행한다.
-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격이 있고 능숙하며, 브랜드의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프랜차이즈 업체
를 식별, 유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갖춘다.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 부사장, 소규모 조직의 경우
CEO에 대한 직접 보고를 맡는다.
- 일반적으로 2-5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법무부서(Legal Dept.)

법률고문
(General Counsel)

법률 보조
(Paralegal)

-

조직과 조직 자원의 리더십과 방향,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한다.
장단기 재무 계획을 비롯하여 전략적 목표를 개발 및 실행한다.
경영진과 기타 주요 직위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를 정한다.
사훈과 임무, 전략, 연간 목적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향과 지
도력을 제시한다.
-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 회사가 정한 부지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부지의 물색 및 확보를
담당한다.
- 프랜차이즈의 부지 선택 과정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규정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성공적인 신규 점포 개점 여부의
확인을 담당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률고문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마케팅 부서 (Marketing Dept.)

마케팅 담당 부사장
(Vice President of
Marketing)

마케팅 관리자
(Marketing Manager)

- 제품 및/혹은 서비스 마케팅과 판촉의 지휘와 감독을 담당한다.
- 마케팅 및 관련 전문가(예: 시장 조사, 광고, 통신)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
획과 전략을 개발한다.
- 사업개발 및 전략기획을 담당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CEO나 CO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 마케팅 부문 최고 직급이다.
-

전국, 지역, 지방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
위에 기술한 활동을 맡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전체 마케팅 예산과 활동 관련 제3자 판매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7-10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마케팅 담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거나, 소규모
조직의 경우 CEO에게 직접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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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부서 (Marketing Dept.)

마케팅 담당자
(Marketing Associate)

- 조직의 활동과 서비스, 제품 판촉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 계획을
지원한다.
- 광고와 브로슈어, 카탈로그, 다이렉트 메일 자료를 비롯한 판촉
문헌 개발을 지원한다.
- 회의에서 제품 및 서비스 전시물을 기획 및 관리한다.
- 매출과 우편물, 광고 사업의 통계 실적 분석에 참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학위와 2-4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마케팅 관리자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연수부서(Training Dept.)

프랜차이즈 가맹자
연수담당 부사장
(Vice President,
Franchisee Training)

- 회사가 명기한 훈련 의무에 따라 신설 및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직원을 연수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위에 기술한 활동을 맡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전체 훈련 예
산과 활동 관련 제3자 판매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CEO나 CO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연수 부문 최고
직급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자
훈련 업무 관리자
(Manager of
Franchise Training
Operations)

- 회사가 명기한 훈련 의무에 따라 신설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
자와 직원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의 관리를 담당한다.
- 위에 기술한 활동을 맡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 전체 훈련 예산과 활동 관련 제 3자 판매업체 관리할 수 있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5-7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훈련 담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거
나, 소규모 조직의 경우 CEO나 COO에 직접 보고한다.

트레이너
(Trainer)

- 회사가 명기한 연수 의무에 따라 신임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입자와
직원의 연수를 담당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2-5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연수 업무 관리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자
훈련 담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인사 부서(Human Resources Dept.)

인사 관리자
(Human Resources
Manager)

- 보수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및 활동 일체를 개발, 실행, 지시, 공조한다.
- 보수 및 복리후생 담당 직원을 관리한다.
- 시장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 및 목표를 지원하는 보
수 및 복리후생 정책과 절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프로그램 및 정책이 예산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위 경영
진에 통지한다.
- 이사회 보상위원회와 특정 계획 위원회 및 자문 그룹에 연락담
당자를 제공할 수 있다.
- HRIS 활동을 감독 및 지휘한다.
- 일반적으로 학위와 7-10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CEBS, CCP, SPHR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CEO, COO, 법률고문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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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서(Human Resources Dept.)

인사 담당자
(Human Resources
Generalist)

- 보수 분석 담당자를 감독한다. 업무 분석과 업무 평가, 가격책정
및 실적 검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보수 정책과 절
차,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한다.
- 경쟁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 보상 부서나 과를 감독한다.
- 일반적으로 학위와 5-7년의 관련 경력이 요구된다.
- CCP 지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HR 관리자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준법 부서(Compliance Dept.)

준법 관리자
(Manager of
Compliance)

준법 전문가
(Compliance
Professional)

- 프랜차이즈 가입자와 직원이 계약상의 의무 일체를 준수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의 관리를 담당한다.
- 위에 기술한 활동을 맡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전체 준법 예
산을 담당한다.
-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제3자 판매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5-10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준법 담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거나, 소규모 조
직의 경우 CEO에게 직접 보고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직원이 계약상의 의무 일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2-5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준법 관리자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현장 선택과 개장 전 활동(Site Selection and Pre-opening Activities)

부지 선택과 개장 전
활동 관리자
(Manager of Site
Selection and
Pre-opening
Activities)

- 회사가 정한 부지 선택 기준에 따라 부지를 물색 및 확보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의 관리를 담당한다.
- 부지 선택 과정에서 프랜차이즈를 감독하는 프로그램과 프랜차
이즈 가맹자의 규정 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담당한다.
-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성공적인 신규 점포 개점을 보장하
는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위에 기술한 활동을 맡는 전문가 팀을 관리한다.
- 전체 부지 선택과 개장 전 예산과 활동 관련 제 3자 판매업체
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5-10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부지 선택 담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거나, 소규
모 조직의 경우 CEO나 COO에 직접 보고한다.

부지 선택 및 개장 전
활동 전문가
(Site Selection &
Pre-opening Activities
Professional)

- 회사가 정한 부지 선택 기준에 따라 부지의 물색 및 확보를 담당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부지선택 과정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가
맹자의 규정 지침 준수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성공적인 신규 점포 개점 여부의
확인을 담당한다.
- 브랜드업계에 대한 종합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타인에게 지식
을 이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3-5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부지 선택 및 개장 전 활동 관리자나 부지 선택 담
당 부사장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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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담당이사
(Director of
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 분석가
(System Analyst)

네트워크 엔지니어
(Network Engineer)

웹 개발자
(Web Developer)

-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그룹과 2대 이상의 서버나 호스트를
비롯하여 네트워크화 된 전산 플랫폼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파일과 제어 절차를 유지한다.
- 시스템 보안과 데이터의 완결성을 담당한다.
- 암호를 할당하고 리소스 이용을 감시한다. 필요 시 시스템을 백
업한다.
- 복잡한 사업 보고서를 작성 및 출력하고 빈번한 정보 및 지원
의뢰에 응대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뿐 아니라 판
매업체가 공급하고 사내에서 개발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나 고유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될 수 있다.
- 정보 시스템이나 데이터 처리 부서가 없는 조직 전체의 컴퓨터
운영을 담당하거나 IT 부서와 독립된 전사적 컴퓨터 운영을 담
당할 수 있다.
- 학위가 필요하며 현 사용자 전용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경력이 2-5년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CEO나 COO에 대한 보고를 맡는다.
- 복잡한 업무 및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한다.
-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사용자 수요를 분석하고, 복잡한 규격
을 제공한다.
- 컨설턴트나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기술 지도와 교섭을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시스템 아키텍처나 기업용 애플리케이
션의 기술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 정보 시스템 학위와 5-8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 허브와 루트, 다이얼 업 액세스, 케이블 및 파일 서버를 포함하는
근거리통신망과 광역통신망을 1개 이상을 설계, 구성 및 지원한다.
- 내 외부 시스템 접속과 설계, 운영도 관리한다.
- LAN과 WAN 전반에 걸쳐 윈도우 XP와 1개 이상의 UNIX 버전
을 포함하는 각종 운영 시스템의 인터넷 통신망을 관리한다.
- 네트워크 성능과 안정성을 감시한다.
- 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 네트워크 관리 툴을 이용하여 기능과 보안을 테스트 및 확인한다.
- TCP/IP 구성과 문제해결 기술을 이용하여 인트라넷과 엑스트라
넷을 포함하는 인프라를 개발 및 유지한다.
-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분야 학위와 네트워크 및 시
스템 공학 경력 3-5년이 요구된다.
- 조직 웹사이트를 설계 및 개발한다.
- 웹 기반 양방향 기능을 맞춤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
이를 구축하고,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구현한다.
- HTML과 CGI, 웹 브라우저 경력, 서버 및 운영 시스템의 기술
지식, 데이터베이스 쿼리 언어의 실무 지식, 한 개 이상의 저작
툴 개발 기술, JAVA, Perl, .NET, Coldfusion, PHP와 같은 언어
1개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능
력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학위와 1-2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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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기업비용의 중요성 때문에 주된 검토 및 관심 분야에 속한다. 미
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데이터 및 정보 제공업자 FRANdata는 최근 프
랜차이즈 조직의 주요 직급에 대한 연봉 보수에 관한 종합 조사 결과를
2010년도 프랜차이즈 보수 보고서로 발표했다. 아래 표는 FRANdata의 결
과를 2010년도 프랜차이즈 보수 보고서에 발표된 각종 프랜차이즈 조직 직
능에 대한 비교 급여를 표시한다.

주요 직위

기본 연봉(달러)

최고경영책임자(CEO)

288,750

최고재무책임자(CFO)

178,888
192,650

최고운영책임자(COO)
주요 직위

기본 연봉(달러)

재무부서

주요 직위

기본 연봉(달러)

훈련 부서

재무 담당 이사
회계 관리자
사내 회계사
현장 운영 부서

92,305
70,078
45,305

현장 운영
현장 운영
현장 운영
프랜차이즈

133,050
86,490
68,783

담당 부사장
관리자
전문가
개발 부서

N/A
73,890
52,415

인사 부서
인사 관리자
인사 담당자

77,099
55,745

준법 부서

프랜차이즈 개발 담당 부사장
프랜차이즈 개발 관리자
프랜차이즈 개발 전문가
법무부서

124,321
77,956
62,447

법률 고문
법률 보조

181,854
49,896

준법 관리자
준법 전문가

76,119
50,096

부지 선택 및 개장 전 활동

마케팅 부서
마케팅 담당 부사장
마케팅 관리자
마케팅 담당자

프랜차이즈 담당 부사장
프랜차이즈 훈련 업무 관리자
트레이너

127,485
67,917
42.969

부지 선택 및 개장 전 활동 관리자
부지 선택 및 개장 전 활동 전문가
정보기술

79,101
68,546

정보기술 담당 이사
시스템 분석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웹 개발자

111,562
83,433
72,958
71,392

4-3. 물류/유통(Logistics/Distribution)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재료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프랜차
이즈 본사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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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적시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 특히 요
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장소에 핵심 제품과 재료를 적시에
배송해야 한다. 실제로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책임에 속한다. 보급
을 적절히 조달 및 실행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당한 손실
을 입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 가맹점의 관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프라와
자원, 경험이 풍부하여 필요한 유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유통
회사를 물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본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는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통 회사가 창고, 재고관리, 배송 서
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유통 회사와 체결한다. 유통 항목의
주문 절차의 배송 일정, 가격, 유통 서비스에 중요한 기타 약관이 계약에
포함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각 프랜차이즈 장소에 대한 물품 배송은 프랜
차이즈 가맹점이 발주하는 주문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유통
회사는 특정 지역에 대한 배송 노선과 일정을 유지하며, 프랜차이즈 장소
에 대한 유통 회사의 배송은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물류와 유통은 고도로 발전된 분야이다. 특히 공급
품목 수가 100개를 훨씬 넘는 요식업에서 유통은 특히 중요하다. 미국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요구하는 유통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전국 및 지역 유통 회사가 많이 있다.32)
미국의 최대 외식업 물류업자와 공급업자는 아래와 같다.
가. SYSCO(www.sysco.com)
SYSCO는 북미 최대 외식업자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180개가 넘는 물류센
터를 통해 고객 약 4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업원 47,000명
규모로 2008년도 매출은 370억 달러에 달했다. 핵심 물류 대상업는 식당과
학교, 호텔, 보건의료기관, 기타 외식업 고객에게 식품 및 비식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체인점 공급을 전담하는 부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 SYSCO
는 전국 브랜드 제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특산물
32) 예를 들어, Sysco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요식업 유통업자로 손꼽힌다. 이 회사는 냉
동식품부터 신선 및 냉동 육류, 해산물, 신선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을 유통한다. 또한 일회용
냅킨과 접시, 컵, 식기류, 조리기구, 식당 및 주방 장비, 청소용품 등, 비식품 품목도 공급한다. 식당과 병
원, 호텔, 모델뿐 아니라 지역 및 전국 체인점을 비롯하여 40만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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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류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주방기기와 물품을 보급하
고 있다.
나. U.S. Foodservice(www.usfoodservice.com)
U.S. Foodservice는 SYSCO에 이어 미국 2위의 외식업체로 70여 개 유통시
설에서 고객 약 25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업원 26,000명 규모
로 2008년도에는 19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식당과 호텔, 학교, 기타 외식
사업자에게 통조림과 건조식품, 육류, 냉동식품, 해산물 등 다양한 식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기타 비식품 가운데 주방 기기와 청소용품도 보급하고 있다.
U.S. Foodservice는 전국 브랜드 제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모두 보급하고
있다.
다. Reyes Holdings LLC(www.reyesholdings.com)
Reyes Holdings는 미국과 캐나다, 남미 지역을 선도하는 식음료 도매업자
이다. The Martin-Brower Company는 맥도날드 식당 체인점에 식품뿐 아니
라 비식품도 공급하고 있다. Reinhart FoodService 역시 20개 이상의 지역
에서 활동하는 상위 외식업체에 속한다. 종업원 10,000명에 2008년도 매출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라. Gordon Food Service,Inc.(www.gfs.com)
Gordon Food Service는 미국과 캐나다에 15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북미의 대표 외식업 공급업자다. 미국 15개 주와 캐나다 전역 고객
45,000명에게 16,000종이 넘는 식품 및 비식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전국
브랜드 뿐 아니라 자체 브랜드 상품까지 포함). 학교와 식당,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중서부 5개 주와 플로리다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120
개가 넘는 GFS Marketplace 도매점을 통해 식품과 용품도 판매하고 있다.
마. Services Group of America, Inc.(www.servicesgroupofamerica.com)
Services Group of America도 대표적인 외식업체로 손꼽힌다. 9개 물류 시
설을 통해 주로 서부에 소재한 15개 주에 소재한 외식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식자재 및 비식품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Amerifresh(신선 농산물), Ameristar
Meats, Systems Services of America(체인점)와 같은 전문 자회사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Event Services of America를 통해 이벤트 기획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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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Development Services of America는 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을 관리한
다. 직원은 약 4,200명이며 2008년도에는 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바. Dawn Food Products, Inc.(www.dawnfoods.com)
Dawn Food Products는 케이크나 머핀, 쿠키, 도넛, 아티산 브레드와 같
이 종합 반제 및 완제 곡물기반 제품뿐 아니라 베이스나 속, 향료, 냉동 반
죽, 당의, 재료, 제빵 부문 타 기업을 위한 혼합물을 비롯하여 제빵용 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식품 제조사나 외식업체, 제빵 기관, 식당 등이 고객이다.
소매용 베이커리 제품도 제조하고 있다. 2007년도 매출은 13억 7천만 달러
에 달했으며 종업원은 3,950여 명이다.
사. Ozburn-Hessey Logistics, LLC(www.ohl.com)
운송과 보관, 물류, 세관 중개, 화물 운송, 수출입 컨설팅 서비스를 비롯
하여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업체다. 2800만ft²(260만 m²)에
12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보관과 물류, 주문처리, 국제 서비스 및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류와 소비재, 전자제품, 식음료, 제조, 제약업계
등이 고객이다. 2008년도 매출은 11억 달러, 종업원은 약 5,000명이다.
4-4. 프랜차이즈 소비자 선호도(Franchise Consumer Preferences)

국제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50%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같은 친밀감은 미국 소비자들이 일
상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만나는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를 판단하고, 거래
하며, 기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미국 소비자 시장은 프랜차이즈에
특별한 선호도나 기대감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장 환경을 평가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 균일성(Uniformity)
“균일성”은 미국 소비자가 프랜차이즈에 기대하는 일관된 특성이다.
프랜차이즈는 “친밀감(Sense of the Familiar)”을 전달하고 균일성은 소비
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다.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소비자
가 예측가능성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 때문에 모든 프랜
차이즈 점포들이 위치나 문화는 다르지만 표준화된 외관이나 품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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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나. 매장 체험(In-store Experience)
소비자에게 “매장 체험”을 제공하는 것도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공통된 주제(Common Theme)다. 프랜차이즈 장소에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
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 장소의 설계 요소와 전체적
인 분위기도 중시한다. 소비자는 매장 체험의 질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
할 의사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선호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장소에 기업 모델을 최대한 보완하는 특정 디자
인 철학을 창조한다.
다. 즉각적 만족(Instant Gratification)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언제나 “즉각적 만족”을 원한다.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영업을
능률화하고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법을 익혔다. 미국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품과 서비스, 가격,
메뉴, 신속한 서비스 면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
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즉각적 만족의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는 프랜
차이즈 사업자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다.
라. 기술 의존(Reliance on Technology)
미국 소비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 사용을 비롯한 기술을 크게 중
시한다. 고객뿐 아니라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상
의 용도로 상당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낸다. 창업 기업에 관심이 있는 고객
은 온라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프랜차이즈 사
업자는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재미와 흥미, 전문성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점포에 무료 무선인
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늘고 있다.
마.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미국 소비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관심
을 기울이고 건강이나 환경, 가족, 등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그 시스템은 규모를 불문
하고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지역사회 참여 문화를 확립하고 식수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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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날 후원, 지역 고등학교 농구팀 후원 등과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혜택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핵심 가치에 대한 책임감을
입증함으로써 고객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뿐 아니라 종업원으로부터 즉각
적인 인정과 수용,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4-5. 환경/녹색 문제(Environment/Green Issues)

최근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녹색운동의 동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떤 면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수익
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기업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실
행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노력을 후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친환경 전략”은 재활용 노력과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절전 장비 설치, 친환경 재료 사용을 수반할 수 있다. 친환경 제품과
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공급자와 판매업
체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러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에서는 환경보존 노력을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투자하는 추가 비용은
장기적으로 절전 등의 의해 상쇄된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은 대부분 환경문제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 소비자라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기
업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녹색운동(Green Movement) 참가는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전략계획에 당연히 포함시
켜야 할 분야이다. 물론 이 같은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식수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
학교 “청소의 날” 행사를 후원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창의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고객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뿐 아니라 종업
원의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6. 장소의 유형(Types of Location)

사업 장소를 선택할 때는 크게 소매형(Retail)과 상업형(Commercial), 공
업형(Industrial) 등 3개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은 기본 포맷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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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프랜차이즈 개념을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용
도 지역과 창의적 공간 응용도 가능하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각 장
소 유형에 대해 미국에서의 사업에 활용할 실무 지식을 갖춰야 한다.
가. 소매형(Retail): 소매형 공간은 그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며 단독
건물이나 복합 쇼핑몰, 복합 상가 건물, 다목적 시설에 위치할
수 있다. 소매형 공간은 공항이나 기타 교통시설, 호텔 로비, 스
포츠 경기장, 임시 또는 특별 행사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소매
형 공간은 프랜차이즈 점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지만, 일반적으로
행정 및 기타 사무실이나 행정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임대료
는 소매형 공간이 제일 비싸다.
나. 상업형(Commercial): 상업형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이용
되며 소매형 공간보다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다. 상업형 공간은 시
내 업무 지구와 업무 단지에 있다. 상업 사무용 건물과 업무 단
지는 판매를 위해 멀리 걷거나 자동차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업
체를 위해서 전통적인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사무실 옵션은 복합사무실(Executive Suite)인데 이는 건
물주가 접수처, 비서 서비스, 기타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의 일환
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사무실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복합사무실
은 기업이 적절한 비용에 전문기업의 이미지를 지니게 하는데 도
움이 되며 대다수 상업용 사무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 공업형(Industrial): 공업형 공간은 창고 시설이나 공장을 포함한
다. 이곳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행정 사무실과 함께 전시장이
나 창고, 유통을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적합하다. 공
업형 공간은 전체 장소 중에 가장 경제적이며, 프랜차이즈 사
업자는 훈련장과 시험 주방, 제품 개발, 연구 및 개발, 기타 프
랜차이즈 관련 시설로 구성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단지를 구
축하기 위해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5.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BUILDING THE STRUCTURE OF THE FRANCHISE SYSTEM)
5-1. 프랜차이즈 방식 선택(Choosing the Franchis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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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을 추진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직접 프랜차
이즈와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가장 대중화된
방식이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의 결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성장 목표와
가용 자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유형, 모집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비
롯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가. 직접 프랜차이즈(Direct Franchising)
단일 단위 프랜차이즈(Single Unit Franchise)로도 알려져 있는 직접 프랜
차이즈 방식은 미국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설립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다. 이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 자회사를 통
해 단일 단위나 다중 단위, 지역 프랜차이즈에 대해 미국 프랜차이즈 가맹
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은 프랜차이즈 가
맹자의 선정과 감독, 지원에 대한 경영 통제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로열티, 장비 판매 등을 통해 얻는 수
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이 방식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판
매와 지원을 제공할 만한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시스
템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본이나 인력에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요구를 해결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를 먹
고 있다. 문화적 차이나 현지 관습 및 상업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
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과제도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방식은 (1) 기본 점포가 성공리에 발전하고 (2) 적정
수준과 자질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3) 초기 단기적으로 미국에 배치할
영업단위의 수가 소수이며 (4) 사업의 성격상 프랜차이즈 단위의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품이나 제
품 개발과 같은 특정 업무를 본사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미국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설립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 시장의 고유성과 고객의 동향을 파악할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현장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으로 무장해야 한다.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은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용한다. 구몬이
나 레드망고 같은 프랜차이즈는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직접 프랜차이
8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즈 계약을 체결한다. El Pollo Loco 도 직접 프랜차이즈를 체결하지만, 단
일 점포 프랜차이즈는 모집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3-4년 안에
최소 3개 점포를 개발해야 하는 다점포 프랜차이즈 형태로만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모집하고 있다. 직접 프랜차이즈는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에
서 가장 보편화된 프랜차이즈 유형이다.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
이것은 미국 기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가장 흔
히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방법에 따라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Master Franchisee)를 지명하고, 직접적으로
나 서브 프랜차이즈를 통해 개별 프랜차이즈 단위 또는 미국의 특정 지정
지역을 개척할 독점권(Exclusive Right)을 교부한다. 일반적으로 서브 프랜
차이즈 사업자(Sub-franchisor)라고도 알려져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
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준비하거나 승인하는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
(Sub-franchise Agreement) 형태를 이용하여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직
접 계약을 체결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직접
계약 관계(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를 맺지 않으며 직접 지원을 제
공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의무는 흔히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
자를 지원하는데 국한된다. 규정된 지역 내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프랜차이
즈 가맹자에 전달하는 프랜차이즈의 지원은 전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책임이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한정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
당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호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마스터 프
랜차이즈 가맹자의 사업 경험과 현지 시장과 기업 관행,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개발 일정
(Development Schedule)은 정해진 시한 안에 개발해야 할 점포 수를 정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Master Franchisee)가 주로 지불하는 상당한 액수
의 선불 “지역” 수수료(Territorial Fee)에 덧붙여,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
가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마스터 프
랜차이즈 가맹자 간에 분배한다33).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 방식을 이용하
33) 선불 지역 수수료(upfront territorial fee)는 브랜드의 강점, 프랜차이즈 체계, 프랜차이즈 시장 잠재력을
토대로 협상한다.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자(sub-franchisee)가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 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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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과 관련된 상당한 재정상의 위험 부담을 안지 않고
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자원과 사업 능력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프랜차이즈 방식에도 단점은 있다. 프랜차이즈 개발과 운영,
마케팅, 지원 조직과 경험을 갖춘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 중에서 적임
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시스
템을 개발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
공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실적 부진이나 완강한 마스터 프
랜차이즈 가맹자에 묶여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부
지, 운영방식 선정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지배권도 상실한
다. 이 때문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은 일반적으로 (1) 프랜차이즈 사업
자가 이미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하여 외국에 진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역할을 숙지하고 (2) 자본과 인력 등 미국 내 직접 프랜차
이즈에 투자할 자원에 대한 부담이 크고 (3) 경쟁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진출이 필요하며 (4) 문화적 차이가 크고 언어 장벽이 높아 현지 경영진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권장된다.
특정 마스터 프랜차이즈 상황(Master Franchise Situations)에서 예비 마스
터 프랜차이즈 가맹자(Prospective Master Franchisee)는 프랜차이즈 제안이
목표 시장에서 상업적 타당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상당한 액수의
지역 수수료 지불이나 특정 개발 일정을 약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자원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 기간 계약(Test Period Agreement)”이라고 알려진 증서를 이용하
여 당사자는 재정 또는 법적 책임 없이 한정된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시
범 기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프랜차이즈 점포 한 곳을 개장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전 지역을 포괄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전환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
역에 다른 점포를 프랜차이즈 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개장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모두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요 거래와 관련된 사업 및
계약상의 위험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대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master franchisee)는 어느 곳이나 일반적으로 60-80%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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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대표 프랜차이즈는 Pollo Campero
다. Pollo Campero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뉴 멕시
코, 네바다, 오리곤, 워싱턴 등, 서부 6개 주에 대해 Pollo Campero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로 활동할 수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캘리포니아 소재
주식회사 ADIR Restaurants Corp.에 교부하였다. ADIR Restaurants Corp.는
Pollo Campero 식당을 성공리에 발전시키고 이 가운데 일부는 자사 소유로
하고 일부는 프랜차이즈를 모집하였다.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Pollo Campero
의 미국 자회사가 현재 프랜차이즈 활동을 맡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
식을 채택하는 프랜차이즈로는 Cartridge World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스
터 프랜차이즈를 교부하는 지역은 규모가 좁다.
다. 지역 개발(Area Development)
이 프랜차이즈 방식은 직접 프랜차이즈 방식과 대단히 흡사하며 프랜차
이즈 사업자와 지역 개발업자(Area Developer)의 직접 계약 관계(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특징은 요구된 개발 일정
에 따라 합의된 점포 수를 개발할 수 있는 독점 지역(Exclusive Territory)을
개발업자에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역 개발업자는 대부분 서브 프랜차이
즈 권리(Right to sub-franchise)가 없다.
지역 개발 방식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 가맹자 수를 한정하는 한편 프랜차
이즈 활동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방식은 또
지역 개발업자가 이미 첫 상점 개점 이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숙지하기 때
문에 개장에 필요한 마케팅, 훈련, 기타 지원에 소요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비용도 절감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무수한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비해 “지역” 당 프랜차이즈 가맹자 한 곳과 거래하면 되기 때문
에 관리비와 기타 지속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지역 수수료와 유사하게 상당한 액수의 개발 수수료를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34)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역 개발업자가 개발 및
운용하는 점포가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를 전액 수령한다.
지역 개발 방식에도 단점이 있다. 특히 정해진 개발 일정이 지나치게 모
호한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의 지역 개발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달성할 수
없다. 그 결과 지역 개발권이 양도된 지역은 예상보다 개발이 지체되는 경
34) 지역 개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역 개발 계약에 따라 개발하는 점포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총액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수료 총액의 1/2은 지역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프랜차이즈
수수료 x 개발 점포 수), 잔금은 각 점포별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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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유능한 개발업자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
다. 적절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물색하는 것과 유사하게, 적격 지
역 개발업자를 선정하는 것 역시 미국에서 성공적인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라. 지역 대표(Area Representative)
미국에서 이용되는 방식으로는 지역 대표 프랜차이즈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프랜차이즈를 판매 및 서비스하는 지역 대
표를 지명하는 것이다. 지역 대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흡사하게
정해진 지역에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모집하고 해당 지역의 프랜차이
즈 가맹자를 지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별 프랜차
이즈 가맹자와 직접 계약한다는 점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과 다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선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부지 선정 지원과 초기 및 지속적 훈련, 공급업체와의 관계 취급과 같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해야 했던 서비스를 대부분 지역대표에
위임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지원을 직접적인 책임은 프랜차이즈 본사
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Franchisor’s Obligations)
를 지역 대표에게 “아웃소싱(Out-sourced)”하는 것이다. 지역 대표는 서
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역에서 창출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 가운
데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다.
이런 방식은 지역 대표의 형태로 현지 경영진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
면서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처럼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반
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판매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제3자를 지명할 위험을 지는 한편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
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지역 대표가 지역 개발권을 얻는 대가로 상당한
선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회피”(Walk
away)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역 대표 프랜차이즈 방식은 그 특수성 때문
에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2. 현지 파트너 선정(Selection of Local Partner)

해외 프랜차이즈의 성공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적절한 현지 파트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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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그것이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방식에 관계없이 자기의 철학적 내지 전략적 견해와 목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흔히 범하는 실
수는 권리에 부합하는 직무와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영업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개발권이나 기타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수 이전의 실사와 유사하게 현지 예비 파트너에 대해 적절한 실사가
있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가장 유망한 후보는 (1) 입증을
거친 재정 자원과 영업 성공 실적, (2) 현지 부동산 업계와의 관계와 경험,
(3)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4) 프랜차이즈 업계 일반과 프랜차이즈에 적용
되는 법률 및 법령 요건(Statutory Requirements)에 대한 실무 지식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자질은 현지 파트너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
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안내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후보의 업무 수행과 직업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후보의 소송(Lawsuits)이나 파산(Bankruptcies) 이력에 관한 배경 조사를 수
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시된 것이며 변
호사를 비롯한 기타 출처에서 확보할 수 있다. 현지 파트너는 위에서 논의
한 자질을 보유함은 물론 신용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시
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적절한 후보를 현지 파트너로
채용 및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5-3. 경영진 선정(Selection of Management Team)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지도력이며 그 본질은 관계의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시
스템의 리더로 가맹자의 성공을 책임지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지식과 경험을 가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관계를 체결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가맹자들에 대한 신뢰와 역량을 증명해야 하며, 이 때문에 경
영진 채용과 보유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출범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과제로 손꼽힌다.
전적으로 본국에서 파견되는 직원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해외 프랜차
이즈 본사도 있다. 본국 경영진이 전무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다. 다양한
접근방식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한 명확한 철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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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and Fast Rule)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시스
템과 관련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초기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책임자와 재무,
연수를 포함한 운영, 프랜차이즈 개발, 마케팅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다. 법
무나 연계 개발과 같은 기타 사업 분야는 미국 현지 운영의 규모나 범위가
사내 운영에 적합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아웃소싱에 맡기거나 본사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진은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철
학과 전략적 관점과 목표를 이해 및 공유한 다음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
과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 채용은 체계적이야 한다. 상세한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를
준비하고 신임 임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처음부터 기대감을 명확히 해야 한
다. 신임 임원은 다양한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추후 이를 달성하는 즉시
직무 기술서가 신속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야 한다. 창업 프랜
차이즈의 경영진과 관련한 고용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의 실수는
전체 조직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영진을 채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개인적인 소개나 광고 웹 기반 구
인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찾는 자격을 갖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경에는 인재 스카우트(Headhunters)나 취업 알선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사의 고용 수요를 전담하는 사내 상
근 채용 부서를 두고 있다. 채용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반적인 발
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5-4. 유통 시스템 구축(Building the Distribution System)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공급과 유통 시스템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용
하는 유통 시스템의 유형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프랜차이즈
본사가 구매에 관련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지배권의 범위, 프랜차이즈 본
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통해 구매 프로그
램에서 얼마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미
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활용되는 4대 기본 공급 및 유통 시스템은 1) 승
인된 공급업자-유통업자 2) 구매 협동조합 3) 공급자와 유통업자를 겸업하
는 프랜차이즈 본사 4) 제한 없는 공급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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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한 공급업자(Approved Vendors)-유통업자(Distributors)
승인한 공급업자-유통업자 모델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판매업체나 유통업자만
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자로부터 추
천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
이 모델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 제품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점포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된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협상
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능력을 활용
함으로써 대형 시스템의 구매력을 통한 혜택을 누린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
지로 판매업체는 특히 대기업 고객에게 “전력을 다 한다”(go to extra
miles). 따라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판매업체가 프랜차이즈 고객에게 제공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승인된 판매업체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나. 구매 협동조합(Purchasing Cooperatives)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위해 가격을 협상하는 승인된
판매업체-유통업자 모델과 달리 구매 협동조합 모델에서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있다. 구매 협동조합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이 많았지만, 소형 프랜차이즈 개념도 지역 협동조합을 형성
하여 구매 과정에 효율과 품질을 보장한다.
구매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협동조합이 가격 조건을 협상한 판매업체로부터 특정 제품이나 서
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한다. 승인된 판매업체 모델과 마찬가지
로 구매 협동조합은 협상력을 이용하여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비해 저
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협동조합은 대다수
시스템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승인하는 서비스 제품만 구매해야 한다.
이 모델을 적절히 운용하면 승인된 판매업체 모델의 대량 구매 이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구매 과정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
것은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판매업체 선정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대신하여 협상하는 가격과 관련하여 승인된 판매업체
모델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이나 현안을 모두 제거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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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협동조합이 구매하는 각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모델은 합리적인 규격을 작성, 합의, 준수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구매 협동조합이 강력한 협력을 권유한다.
다. 공급업자와 유통업자를 겸업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Franchisor as Supplier and Distributor)
일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물품 공급자이자 유통
업자인 경우가 있다. 이것은 특히 휘발유 프랜차이즈와 같이 단일 주요 제품
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관련 제품의 독점 공급원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주요 제품 일체를 프랜차이즈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한다.
라. 공급원 제한 금지(No Restrictions on the Supply Source)
마지막으로 공급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시스템도 있다. 그러나 제품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기준과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에는 승인된 판매
업체나 구매 협동조합 모델은 프랜차이즈 유통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유통 모델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구식인 경향이 있다.
공급원을 제한하지 않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판매업체나 구매 협
동조합 모델에 존재하는 규모나 효율의 경제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마. 공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
공급 시스템의 유형을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도의 성격을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로 공시해야 한다. 프랜차
이즈 사업자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구매 요구의 결과 수익이나 기타
물적 대가를 얻는 것과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제품 규
격을 발행하는 방식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존재하는 구매 또는 유통 협동
조합을 공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공급업자를 평가, 승인, 거부
하는 방식과 공급자 승인 기준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는지도 설
명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위해 가격 약관을
비롯한 구매 협정을 공급업자와 협상하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승인된 판매업체의 매출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가 있다. 이런 리베이트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제공하는 프랜차
이즈 공시 문서에 공시하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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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리베이트의 근거, 즉 매출 비율이나 정액제 여부를 공시해야 한
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공급 및 유통 시스템 감독과 관련된 비용 충당을
위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관점
에서 리베이트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제공되는 제품의 전체 비용을 인상
하기 때문에 공급업자 리베이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공급 시스템의 성격을 적절하게 공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6. 유망 프랜차이즈 카테고리(PROMISING FRANCHISE CATEGORIES)
프랜차이즈 업계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었
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요식업만 일부 성장을
누렸을 뿐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활동은 여전히 인기가 높고, 새로운 프랜
차이즈 개념과 사업 기회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
국 소비자의 추세와 선호도는 현재 프랜차이즈 활동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세
를 보이고 있는 일부 사업 카테고리를 적시하고 있다. 아래 논의는 이런 카
테고리에 대한 설명과 각 카테고리를 선도하는 브랜드의 개요를 담고 있다.
6-1. 노인 간호 서비스(Senior Care Services)

노인 간호 카테고리의 프랜차이즈 활동은 향후 20년간 상당한 성장세를 누
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 카테고리는 미국 노인
인구의 보호나 간호, 비의료 재택 서비스 공급을 수반한다. 미국의 장기 진료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모든 미국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11년 최초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된 후 2010년부터 2030
년 사이에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이 기간 동안 65-84세 인구는 80%, 85세 이
상은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년 재택간호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미국 노령 인구에
대한 서비스나 제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노인 간호는 다양하며 향후
수십 년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성장세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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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ome Instead Senior Care35)

이 분야를 선도하는 프랜차이즈로는 Home Instead Senior Care가 있다.
1994년 설립하여 1995년 프랜차이즈 활동을 개시하였다. 현재 미국 전역에
568개, 전 세계에 830개 프랜차이즈가 있다. Home Instead Senior Care 프랜
차이즈 가맹자는 육체적 요구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가정에 머물기 위해 지
원과 감독, 가사, 동행이 필요한 노인에게 파트타임과 풀타임, 입주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Home Instead Senior Care가 부과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35,500 달러
이며 수익을 토대로 로열티 5%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35,500 달러를 비롯하여 95,800 달러에서
105,000 달러 사이다. Home Instead Senior Care 프랜차이즈 초기 계약 기
한은 10년이며 갱신 가능하다.
6-2. 아동 서비스(Children’s Services)

아동 서비스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도 미국 프랜차이즈 활동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부터 피트니스, 보육에 이
르기까지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수는 2008년 크
게 성장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아동 수는 올해 7,420만 명에서 2020년
8,040만 명으로 근 6백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 관련 사업 기회
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대상 기업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방문교육 서비스부터 아동 스포츠 리그, 아
동용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아동 관련 서비스 공급 업체는 성장
과 성공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 부모는 교육 및 사교육 서비스를 비롯하여 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을
소개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 카테고리의 성장은 이
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테고리는 아동을 상대로 하기 때문
에 부모는 전문적이고 명성이 있는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경향
35) Home Instead Senior Care ®는 Home Instead, Inc.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homeinstead.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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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 예산과 함께 갈수록 악화되는 공립학교 제도의 문제점,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해 방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실 규모가 증가하고 대학 입학을 위해 학업 성적을 중시하게 되자 아동
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문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가 제2의 언
어인 영어 학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대규모 이민 집단도 방문교육 서비
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에 못지않은 관심사가 아동 비만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요한 아
동 문제가 되었다. 학교 예산 감축과 엄격한 시험 요건은 아동의 체육 교
육 시간 감소를 의미한다.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체육 수업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28%에 불과하다. 그 결과 학부모는 어린 자녀의 건강한 라이프스
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외부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가. Little Gym36)

Little Gym은 아동 계발 및 서비스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
즈다. 1976년 설립되었으며 1992년 프랜차이즈 활동에 나섰다. 현재 미국
전역에 261개,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Little Gym은 4
개월부터 12세 아동에게 율동과 음악, 학습, 협력, 재미를 수반하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 관계와 발달 체조, 무술, 스포츠
기술 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ittle Gym은 생일파티나 방학 캠
프, 미술 및 공예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다.
Little Gym이 부과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규모에 따라
19,500 달러부터 69,500 달러이며 로열티는 8%다. Little Gym 프랜차이즈
초기 창업 투자비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비롯하여 127,500 달러에서
294,000 달러 사이다. 초기 프랜차이즈 기한은 10년이며 갱신 가능하다.

36) Little Gym®은 Little Gym International, Inc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thelittlegym.com에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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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냉동 요구르트(Frozen Yogurt)

미국 식당 체인과 식품 회사가 작년도에 수익 급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
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대로 냉동 요구르트 카테고리 시
장을 선도하는 기업 Pinkberry와 Red Mango는 기록적인 성장과 미국 대중
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결과 1억 7500만 달러 시장으로 추산되는 냉동
요구르트 부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 기업 Mintel은 가격
인상으로 일부 도움을 받겠지만 2012년까지 매출이 2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식 새콤한 냉동 요구르트 제품은 맛과 건강에 좋은
음식에 민감한 미국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냉동 요구르트점은 지난 5
년 동안 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소재한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했다. 시
장을 양분하고 있는 선도 기업 핑크베리와 레드 망고에 이어 한국과 한국
계 미국 기업의 진출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 뿐 아니
라 해외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Pinkberry37)

미국 냉동 요구르트 열풍의 선두주자 핑크베리는 한국계 미국인 2명이
창업했다. 2005년 West Hollywood에 1호점을 열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다.
2007년 핑크베리는 스타벅스 창업자 Howard Schultz가 설립한 벤처 펀드의
투자를 받아 전국으로 브랜드를 확장하였다. 핑크베리는 그 이후 73개 점
포로 성장했다. 점포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남부에 소재하며 뉴욕시티에 13
개 점포가 있다. 핑크베리는 해외 진출도 개시하여 쿠웨이트에 1호 점을
개장할 계획이다.
핑크베리는 현재 다중 점포 사업자에게 지역 개발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단일 프랜차이즈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 점포수에 22,500 달러를 곱한 액
수를 지역 개발 수수료로 부과한다. 창업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는
265,500 달러부터 752,000 달러에 이른다. 매출 총액의 6%를 로열티로 2%
를 마케팅 수수료로 부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현지 광고 지출비도
2% 내야 한다.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37) Pinkberry

®

는 Pinkberry, Inc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pinkberr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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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퍼스널 케어/피트니스 서비스(Personal Care/Fitness Services)

미용과 피트니스, 건강은 대다수 미국 소비자에게 공통된 관심사다. 외모
와 식품에 대한 의식이 늘어남에 따라 퍼스널 케어와 피트니스 서비스 프
랜차이즈 카테고리 역시 경제 불황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망 업종
이다. 이 카테고리는 남성 미용실과 마사지 서비스부터 복싱과 같이 틈새
개념이 늘고 있으며 출산 전후 피트니스도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덧붙여, 퍼스널 케어/피트니스 서비스 프랜차
이즈 카테고리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 중에는 다른 프랜차이즈 카테고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비용이 있다.
가. Supercuts38)

Supercuts는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 선도업체로 손꼽힌다. 1975년 고급 미
용실과 지역 이발소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어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 점
포 1027개, 회사 직영 점포 1,116개로 성장하였다. Supercuts는 고객이 예약
없이 신속하고 저렴한 이발을 할 수 있도록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헤어
커팅 기법을 개발하였다. 고객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Supercuts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22,500 달러, 로열티는 6%다. 프랜차이
즈 초기 창업 투자비는 110,000 달러에서 239,700 달러에 이른다. 프랜차이
즈 계약 기간은 특정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해당 해지나 만료
이후 180일 이내에 점포를 이전하지 않는 한 프랜차이즈 점포 임대가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만 만료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6-5. 애완동물 서비스(Services for Pets)

미국인은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미국애완동물용품제조협회에 따르면 애
완견을 키우는 미국인은 7,480만 명, 고양이를 키우는 미국인은 8,830만 명
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2008년 애완용품 지출은 2007년 4,120억 달러에서

38) Supercuts ®는 Supercuts, Inc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supercut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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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40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애완동물 서비스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의 성장은 대부분 훈련이나 데이케어, 미용과 같은 전용 애완동물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 주인은 애
완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가. Aussie Pet Mobile39)

호주에서 창업한 발상인 Aussie Pet Mobile은 시설을 완비한 애완동물용
모바일 밴이 고객의 가정까지 방문하여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미국에서 이동식 애완동물 미용시장을 틈새시장으로 개척했다. 1996
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236개 프랜차이즈가 있다. Aussie Pet
Mobile은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적극적
으로 홍보하고 있다.
Aussie Pet Mobile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35,000 달러, 로열티는 5%, 마
케팅 수수료는 3%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초기 창업 투자비는 62,900 달러
에서 125,500 달러 사이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
하다. Aussie Pet Mobile은 밴 취득을 위해 융자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격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좀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애완동물 미용 사업을 운용하는 지역을 보장 받는다.
6-6. 아시아 퀵서비스 레스토랑(Asian Quick Service Restaurants)

퀵 서비스 레스토랑 비즈니스 라인은 지난 몇 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견고한 비즈니스 라인으로 손꼽혔다. 최근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500대 레스토랑 체인의 2008년도 배출을 2,302억
달러로 2007년보다 76억 달러가 늘어났다. 퀵 서비스 레스토랑 비즈니스
라인의 아시아 부문은 12% 성장률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요리 서
비스 부문의 성장은 양대 시장 선도업체가 주도했다. 캘리포니아 기반 체
39) Aussie Pet Mobile® 는 Aussie Pet Mobile, Inc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aussiepetmobile.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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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Panda Express의 매출은 118억 달러, 애리조나 기반 체인인 P.F.
Chang’s China Bistro의 매출은 9억 2,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아
시아 메뉴가 다양하고 아시아 요리를 즐기는 미국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부문은 프랜차이즈 활동의 기회가 많다고 판단되고 있다.
가. Panda Express40)

아시아 QSR 카테고리의 선도업체, Panda Express는 아메리칸 드림의 표
본이다. 이 브랜드는 1973년 중국의 한 청년 이민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Panda Express의 사업은 서서히 확대되었으며, 주된 마케팅 전략은 미국
주류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중국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런 전략에 힘입어 미국에 점포 1,200개를 갖춘 거대 레
스토랑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2008년 그룹 전체 매출은 약 12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6% 성장한 수치이다. Panda Express는 미국 최대
QSR 체인으로 50대 QSR 명단에서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Panda
Express 식당은 대부분 회사가 출자했으며 현재 프랜차이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지 않는 또 다른 시장 선도업체는
P.F. Chang’s China Bistro가 있다. 양대 브랜드에게 프랜차이즈 활동은
적절한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으로 작용한다.
나. Pho Hoa41)

Panda Express 만큼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지 않지만 Pho Hoa는 신생 아
40) Panda Express®는 Panda Restaurant Group, Inc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pandaexpres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Pho Hoa® 는 Aureflam Corporation의 등록상표다. 자세한 정보는 www.phoho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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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QSR 체인 중에 단연 눈에 띄고 있다. 1983년 1호점을 개장한 Pho
Hoa는 북미 최대 베트남 식당 체인이 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 45개 점
포를 두고 있다. 아시아인들에게는 이미 유명하며 미국 주류 소비자로 마
케팅을 집중하고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향후 5년간 세계 전역에 30 내지
40개 점포를 개장하여 성장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Pho Hoa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20,000 달러이며 초기 창업 투자비는
375,835 달러에서 593,500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Pho Hoa는 로열티에 대
해서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출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월 2,400 달러 정액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마케팅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월
200 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최근까지 아시아계 요리 프랜차이즈는 중식 업체가 지배해 왔다. 미국
QSR 카테고리에서 Pho Hoa나 Yoshinoya와 같은 비중식 업체의 대두는 비
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많은 아시아계 QSR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시아 음
식에 대해 늘어나고 있는 미국 주류 대중의 관심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비중식 아시아계 QSR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용도 증가는 QSR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미국에 새로 진출할
여지가 풍부하다는 점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된다.

9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간지_미국 outline.indd 3

2010-01-29 오전 9:16:30

III. 사업형태 선택에서 고려할 사항과 프랜차이즈 등록
(BUSINESS ENTITY CONSIDERATIONS AND FRANCHISE
REGISTRATION)
1.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프랜
차이즈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장 요인을 충분히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로 사업체의 다양한 형태와 설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즉시 등록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사업체 유형의 선택(SELECTION OF THE BUSINESS ENTITY)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올바른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각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고유 관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사업의 책임 한계, 행정 요건 및 비용과 주 및 연방
세제 관련 문제 등의 현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다
양한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와 그러한 사업체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2-1. 개인회사/합명회사(Sole Proprietorship/ General Partnership)

개인회사는 1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장 단순한 사업체 형태이고, 합명회
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개인회사나 합명회사
를 설립할 때는 주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설립자가 사업 활
동을 시작함으로써 사업체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이 두 사업체는 사업 운영
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인회사나 합명회
사 형태로 운영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진정한 관심을 끌기 어려운 점
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회사 유형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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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합명회사가 지니고 있는 기업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3자에 대한 채무에서 유한책임 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 형태로서 사업에
공동 출자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기업으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1인과 유한책임 사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합자회사 등록
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유한책임을 지지만, 무
한책임 사원은 회사 채무나 소송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합자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무
한책임 사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이런
회사 유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상 한계나 무한책임 사원에 대한 책
임 부과 때문에 타당한 회사 유형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2-3.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는 별도의 법인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나
소유권자는 회사의 활동에 대해서 유한책임만 진다. 소규모 업체는 대부분
특별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규모 주식회사(S-Corporation) 유형을 선
택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는 미국 시민이나 주민만을 주주로 인정하
기 때문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주식회사는 정
관과 설립 현황에 관한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절차나 장부 기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 창업 시 요구되는 대부분의 특성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는 (1) 주주의 소유권, (2) 주주의 유한책임, (3) 경영 위임, 즉 이사회에 의
한 회사 지배, (4) 주식회사의 별도 법적 지위, (5) 주식 양도 등이 가능하
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장 보편적
으로 취하는 사업체 유형이다.
2-4.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LLC)는 주식회사 뿐 아니라 미국에서 대중화된 사업체 형
태인 합명회사의 특성을 보유한 복합 사업체(hybrid entity) 유형이다. LLC
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동시에 합명회사의 유연성과 세제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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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사업체 유형이다.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LLC는 사원(member; 주
식회사 주주에 해당)의 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법에 따라 설립되며 정
관과 조직 현황에 대한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
로 LLC 출자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주식회사 내규에 해당하는 LLC 운영
합의서에 따라 LLC 경영 방식을 결정한다.
한편으로 LLC는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과 경영면에서 더 유연성을 지니
고 있다. 예를 들어 사원에 대한 배당은 소유권 지분 이외의 방식을 토대
로 할 수 있다. LLC의 운영 합의서 개정은 훨씬 간단하고 사원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주식회사는 정식으로 기업의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내
규를 개정할 수 있다. LLC는 주식회사에 비해 행정 서류작업이나 장부 기
재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주식회사보다 LLC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자 결정적인 차이는 LLC는 사원이 합명회사의 “파트너십 과세제도(flow
through)”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이중과세” 부담을 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LLC를 사업체 유형으로 선
택하는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5. 세금 관련비용(Tax Implications)

사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한책임의 적용은 중요한 요소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각 사업체에 세금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개인의 책임은 면책되지만, 이익은 “이중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은 주
식회사의 이익은 기업 차원에 과세될 뿐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될 경우에는
주주 차원에서도 과세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앞서 설명한 대로 LLC는 개별 소유권자에게 “파트너십 과세
제도” 세금의 책임이 부과된다. 이것은 LLC의 이익은 기업 차원에 과세되
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익은 사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과
세된다. LLC 유형 사업체의 개별 사원은 기업 손실에 대한 본인의 부담만
큼 기타 소득을 상쇄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운영 첫 해나 이듬해
에 손실이 예상될 경우 이것은 개별 사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다.
2-6. 행정 부담(Administrative Burdens)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면책과 감세 문제에 덧붙여 다양한 법인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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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행정 부담과 제약, 경비도 고려해야 한다. 주식회사와 LLC 모두 면
책장치를 제공하고 설립 서류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설립 주법에 따라 지속적인 회의 및 보고 의무도 추가로 이행해
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은 LLC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LLC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구조의 유연성이 뛰어나다.
2-7. 합작회사(Joint Venture)

합작회사는 법인 사업체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 2인 이상이 특정 사업 활
동을 동업하기로 합의하는 업무 협정이다. 따라서 합작회사는 세금이나 책
임과 같은 각종 고려사항에 따라 주식회사나 LLC, 기타 법인사업체가 될
수 있다. 합작회사 계약에 따라 제 당사자는 출자 사업체 양자에 의한 신규
사업체 설립에 동의하고 신규 사업체의 수익과 비용, 지배권을 분배한다.
합작회사의 목적은 특정 프로젝트나 지속적인 사업 관계를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참가자의 지분 출자를 수반하지 않으며 정식 협정이 아닌 전략
적 제휴와 대비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전략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제휴회사와 합작회사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3. 사업체 설립(BUSINESS ENTITY FORMATION)
3-1. 설립 과정(Incorporation Process)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였다면 원하는 사업체의 설립 절차를 적법하게 착
수해야 한다. 설립 절차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부당하게 지
연되거나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설립 과정은 먼저 사업체의 정관을 관할 기관에 제출한다. 최소 제출 요
건은 회사명과 사업 영역, 서비스 처리를 위한 대리인이다. 주식회사의 경
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LLC의 경우에는 경영자 또
는 경영진이 사원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 서류 제출 시 신고해야 한다.
주 정부 기관이 정관 제출을 확인하면, 사업체는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일 상호의 사업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관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전에 상호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 장부를 작성하여 회사가 소유권자와 분리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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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식회사나 LLC 설립에서 인정하
는 유한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규 또는
LLC의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목적을 정의하고 임원의 직무와 기
타 회사 정책을 정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절차를 수립한다.
사업체 설립이 확인된 이후 절차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용자 식별 번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취득하는 것이다. 연방세 식별 번
호로도 알려진 EIN은 사업체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회사 당
좌예금계좌 개설을 비롯한 기업 활동 일체를 위해 필요하다. 국세청은 EIN
번호를 이용하여 각종 기업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를 식별한
다.
3-2. 자본금(Capitalization Issues)

사업체는 설립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자본금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본금은 사업체 설립 요건이 아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사업체를 설립하고 EIN을 취득한 후 회사 당좌예금계좌에 이
체된다. 이체되는 자금은 회사 주식이나 LLC 출자권으로 발행되는 자본금이
나 기업 대출과 동일시된다. 자본금과 동일시 경우 사업체의 주식이나 출자
권 발행은 유관 주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의해 추가되는 모든 자본금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업체의 충분한 자본금은 사업 목적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
라 유한책임에 대한 기업의 면책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사업체
는 부채 의무를 이행할 자본이 없으면 성장 가능한 업체가 될 수 없다는 주
장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용인하면 유한책임에 대한 기업 면책에
서 제외될 수 있으며 주주나 이사, 임원이 개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3-3. 설립 순서도(Incorporation Flow Chart)

아래의 도표는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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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Organization for LLC)
with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3-7 days)

Obtain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 from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online service available - 1 day)

File Statement of Information with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1-2 days)

Open Company Bank Account (1 day)

Issue Company Shares (or Membership Interests for LLC) and
file Notice of Transaction for share issuance with the
Department of Corporations (online filing available (1 day)

Commence Operations

4. 지적재산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토대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개발, 개선, 확
장, 보호되어 온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지적재산이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결합 및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는 독특한 개념이나 제품, 서
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절은 (1) 상표 및 서비스표 (2) 트레이드 드레스
(3) 상업 기밀 (4) 저작권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용되는 주요
지적 재산의 요소를 검토한다.
4-1. 상표와 서비스표(Trademarks and Service Marks)

상표는 회사나 당사자의 상품 출처를 서로 식별 및 구분하는 단어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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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이다. 서비스표는 상표와 동일하지만 서비스
표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 및 구분한다. “마크(mark)”와
“상표(trademark)”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지칭하는데 모두 사용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 사용을 통해 확립된 상호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
도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에 속할 수 있다. 상표는
상표가 식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일관성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 사용은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제공
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다른 프랜차이즈 점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
증한다. 이러한 고객의 인지도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
스 품질을 인정하는 지속적인 신뢰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성공의 관건이 된다.
가. 상표의 유형(Types of Trademarks)
모든 단어나 문구가 미국 법에 따라 상표 보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에 의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상표는 사
실상 일반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표가 식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유형만 단
순히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표 등록은 대체로 거부된다. 이에 비해
상표로 보호를 받고 등록이 허용되는 상표는 암시적이며 임의적이고 조어
적인 상표이다.
설명상표(Descriptive mark)는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상표
다. 설명 상표는 오랫동안 빈번하게 사용되어 해당 상표가 식별하는 상품
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해당 상표를 소비자가 쉽게 연상한다는 것을 뜻하는
“부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취득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다.
암시상표(suggestive mark)는 상표가 관련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접적으
로 언급하는 상표다. 임의선택상표(arbitrary mark)는 적용되는 상표나 서비
스와 정상적인 의미상 아무 관계가 없는 상표다. 조어상표(fanciful mark)는
아무 의미 없는 “신조어” 용어와 관계가 있다. 암시적이며 임의적이고
조어적이어야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나. 연방 등록의 필요성(Need for Federal Registration)
미국에서 상표권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기인한다. 상표의 연방 등록은
상표 보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상표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상표 등록이 필수요건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상표를 연방에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하면 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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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업기회법(Business opportunity law)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상표
를 연방에 등록하면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상표의 배타적 소유권을 향유
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 소유권에 대해 타인에게 공시
를 제공하기 때문에 타인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출할 가능성을 완화
한다. 상표권 침해 분쟁이 있을 경우 연방등록이 되어 있으며 삼중의 손해
와 변호사 비용을 침해한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다. 상표 등록 절차(Trademark Registration Process)
상표 등록은 상표 신청 절차의 다양한 단계를 통한 상표 신청을 포함한
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상표 제출의 제반 측면에 대해 지원할 유능한 상
표 전문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프
랜차이즈 사업자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기존 상표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예비 상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예비 조사와 상표 제출(Preliminary Search and Trademark
Filing):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저촉되는 상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 등록되거나 제출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조사는 USPTO 웹사이
트(www.uspto.gov)에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homson CompuMark
(www.compumark.thomson.com)와 같은 상표 조사 기업을 통해 제3자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i) 주 정부 기관에 제출하거나, (ii) 상
표나 상호로 사용하거나, (iii) 인터넷에 사용하는지 전면적이고 포괄
적인 상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상표를 제출 및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상표 신청 심사(Trademark Application Review): 미국 특허상표청
(이하 "USPTO") 심사관이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 신청서를 검
토하는 데는 제출 이후 통상 4-6개월이 소요된다. USPTO 심사관
이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표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거부 사
유를 설명하는 사유통지서를 발행한다. USPTO 심사관이 인용하
는 가장 공통된 거부 사유는 (1) 신청한 상표와 기존 등록 상표
의 혼동 가능성이나 (2) 신청한 상표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데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심사관이 인용하는 각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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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사유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는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의 제기(Publication for Opposition): USPTO 심사관이 프랜차이
즈 사업자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 모든 이의 내용을 극복한다면, USPTO 심사관은 USPTO 정식 관
보에 상표를 발표하도록 승인한다. 상표가 발표되면, 상표 등록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나 이의제기 기한 연장 요청서
(Request to Extend Time to Oppose)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
하면 USPTO에서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개최하여 이의에 타당한 근
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상표 신청은 만료가 완성되고 상표는 등록된다. 상표
신청서가 사용 의사를 토대로 하였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등록
이 승인되기 전에 USPTO에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4-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의 결합
이나 배열로 기업의 외관을 총칭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외부 건물 특징
과 인테리어 디자인, 간판, 유니폼, 제품 포장, 브랜드 인식을 조성하기 위
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설계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고유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일반적으로 USPTO에 상표로 등록하기 적절하
지 않지만, 연방 및 주 상표법뿐 아니라 불공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제3자의
무단 사용이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
4-3. 영업 비밀(Trade Secrets)

영업 비밀은 상업적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
거나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소유권자가 합리적인 노
력을 통해 기밀로 유지해 온 독전 기밀 정보를 말한다. 경쟁사에 대한 프
랜차이즈 사업자의 우위는 대부분 영업 비밀과 독점정보를 통해 확보 및
유지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중요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 비밀 보호프로그램을 설치 및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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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영업 비밀 보호프로그램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밀 및 독점으로 판단되
는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직원과 종업원에게 영업 비
밀의 중요성과 직장에서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사
업자가 영업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모두 식별해야 한다. 영업 비밀 보호
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
야 할 임무와 법적 의무를 인식하도록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교육 프로그램
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 종업원에게 기밀유지 및 비공식 각서에 서명
하도록 요구한다.
4-4. 저작권(Copyrights)

저작권은 창작물의 작가에게 교부되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 저작
권법은 유형 매체에 표현되는 창작물을 보호한다. 이는 문학 또는 음악 자
료를 포함할 뿐 아니라 유형 매체에 포착된 아이디어의 그림, 그래픽, 기타
표현까지 확대된다.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개발 및 사
용하는 운영 매뉴얼과 판촉 및 광고자료, 건축설계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물이다.
저작권 보호는 작품을 창작하여 유형 매체에 표현하는 순간 발생한다.
저작권 보호를 향유하기 위해 작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단, 저작권을 등
록하면 저작권 소유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사용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집행하
기 위해 소유자는 (1) ©나 “저작권”, (2) 작품 최초 발표 년도, (3) 저작
권 소유자명 등으로 구성되는 저작권에 관한 정식 고지를 자료에 표기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인쇄 자료 뿐 아니라 웹사이트 및 기타 유형의
포맷 일체에 저작권 고지 표기를 상례화해야 한다.
가. 저작권 등록과정(Copyright Registration Process)
상표 등록과정과 달리 저작권 등록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먼저 미국저작권청(USCO: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작품 사본을 제출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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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 작품을 분류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사용해야하는 특정 양식의 등
록 신청서가 있다. 저작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4개월 안에 USCO 심사
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 작품이 (1) 독창성이 충분한 지, (2) 유형의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3) 저작권으로 보호할 주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심사관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등록을
각하하거나(각하 사유를 적시), 작품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등록증은 부
여된 등록번호와 등록 유효일, USCO 인감 날인이 있는 신청서 사본이다.
모든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4 내지 6개월이 소요된다.
나. 저작권 소유 문제(Copyright Ownership Issue)
- “업무상 창작”(Works For Hire)
이 분야에서 공통된 문제는 저작권 보호 작품의 적법한 소유자를 식별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자가 소유한다. 이것은 프
랜차이즈 사업자의 종업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고
용하는 외부 계약자가 창조하는 작품과 관련될 경우 다소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업무상 창작” 원칙을 토대로 저작권의 소
유권자로 인정된다. “업무상 창작”은 본질적으로 (1)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종업원이 고용 범위 안에서 작성하거나, (2) 대규모 작업의 일환으로 해
당 작업이 “업무상 창작”이라는 서면 합의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나 의뢰하는 작업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비 종
업원이 창작하는 작품이다.
비종업원에 의한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는 창작 작품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특정 작품 목록 중 하나여야 한다. 즉, (1) 번역이나, (2) 동영상이나
기타 시청각 작품에 대한 기고, (3) 집합 저작물(예: 잡지)에 대한 기고, (4)
도해서, (5) 편집물, (6) 교범, (7) 시험, (8) 시험 답안 자료, (9) 추가 작품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종업원 당사자가 이행하는 작업은
협의의 9개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상 창작”이 되지 않기 때
문에, 비종업원 당사자가 작품은 “업무상 창작”의 성격을 가지며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작품의 전체 저작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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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프랜차이즈 문서 (ESSENTIAL FRANCHISE DOCUMENTS)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
였다면,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에 필요한 문서 2종,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와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
다. 이 2종의 문서는 별도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자
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는 연방 및 주법을 준수
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관계의 중추 역할을 한다. 프랜차이
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리에 운영
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 가이드다.
5-1.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TC 규정과 각종 주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정보 공시는 구체적인 양
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FCT 규정의 요건 뿐 아니라 등록 주의 요건에 부
합하는 소정 양식은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양식이다. 이에 따라 미국 프
랜차이즈 사업자에게 통용되는 관행은 연방 및 각 주 정부 프랜차이즈 정
보공시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양식으로 정보
공시서를 작성하는 것이다.42)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는 구체적인 정보 카테고리 23개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약
관과 관계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판매 제안과 관련하여 프
랜차이즈 가맹자가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계열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14역일 이전에 각 예비 프
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를 제공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양식은 여러 주 정부에서 법 차원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프랜
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서 정보 제출 순서를 변경하거나
필수 공시 항목을 누락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와 해당 프랜차이즈 계
약서 사이에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불일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42)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등록 주에서 프랜차이즈 판매에 종사하거나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기 전에 먼저
프랜차이즈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
를 제출하여 주 정부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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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3개 공시 항목(Twenty-Three Disclosure Items)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공시해야 하는 23개 정보 카테고리와 문서, 각
항목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 유형에 대한 간략한 기술서는 아래와 같다.
◦항목 1: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모기업, 전신, 계열사. 본 항목은 프랜차이
즈 사업자 뿐 아니라 전신 기업의 연혁 자료를 포함한다. 회
사명과 상호, 주소, 주 사업장을 포함한다. 프랜차이즈 기술
서는 프랜차이즈의 성격과 직접적인 프랜차이즈 경험을 비롯
한 프랜차이즈의 사업 경험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모집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 프랜차이즈 사업자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항목 2: 사업 경험.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판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영책임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임원과 이
사, 무한책임 사원, 수탁인, 기타 관계인의 신원과 최근 5
년간의 경력을 담아야 한다.
◦항목 3: 소송.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항목 2에 공시되
는 개인, 전임자, 특정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중재, 행정심리에 관한 내용을 전부 공시해야 한다.
◦항목 4: 파산.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작성일 직전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계열사, 전임자, 임원, 무한책
임 사원이 제기하거나 이들을 포함하는 파산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항목 5: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개업을 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기 수수료
와 관련 대금 전액을 본 항목에 공시해야 한다.
◦항목 6: 기타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타 초기 또는 경상적 수수료(로열티 포
함) 및 각 수수료의 성격을 본 항목에 공시해야 한다.
◦항목 7: 초기 투자비.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창업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창업 투자비의 각 요소(예) 부동
산, 가구, 비품, 장비, 재고 및 사업면허, 프랜차이즈를 개
업하고 “초기 기간”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
금)를 본 항목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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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8: 제품 및 서비스 공급원에 대한 제한.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사
업의 개업이나 운영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 물품, 비품,
장비, 재고를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지정하는 출처로부터 구
매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를 공
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대
가를 받는다면 해당 대가의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항목 9: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 본 항목은 장소 선정, 교육, 프랜
차이즈 사업자가 정하는 매뉴얼 및 표준 준수, 광고, 해지
후 경쟁금지 규정, 기밀유지의무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항목 10: 금융.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계열사, 대행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이나 일부에
융자를 제공하는지 공시해야 한다. 제공한다면 해당 융자
협정의 약관을 공시하고 어음 일체나 계약서 사본을 첨부
해야 한다.
◦항목 1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의무. 본 항목은 장소와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광고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비롯하여 프
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초기 및 지속적 지원과 서비
스를 논의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대상 주제 분
야뿐 아니라 분야별 시간에 관해서 명기되어야 한다.
◦항목 12: 지역. 독점적이거나 비독점적 지역에 대한 권리와 제한을
설명한다.
◦항목 13: 상표. 본 항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허가되는 주요 상
표에 관한 정보와 해당 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비등록상표
는 구체적인 면책조항을 작성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상표나 자료 결정에 대한 제한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항목 14: 특허권, 저작권, 독점 정보. 본 항목은 기밀정보와 영업 비밀
을 비롯하여 특허권과 저작권, 독점정보와 프랜차이즈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항목 15: 프랜차이즈 사업 실제 영업 참여 의무. 본 항목에는 프랜차
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제 운영에 직접 참여
해야 하는지 숙련된 경영자에게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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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6: 프랜차이즈 가맹자 판매 품목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판
매하거나 판매 대상 고객을 제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을 공시한다.
◦항목 17: 갱신과 해지, 양도, 분쟁 해결. 본 항목은 기간과 갱신, 해
지, 양도, 분쟁해결 약관을 비롯한 계약 규정을 요약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기타 계약 조항의 교차참조가
가능한 표가 필요하다.
◦항목 18: 유명 인사. 프랜차이즈의 승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제
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유명 인사에게 제공
되는 보수나 급여를 공시해야 한다. 유명 인사가 지분 소유
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경영에 관여하는 범위도 공시해야 한
다.
◦항목 19: 수입 설명.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게 수입 설명이나 예상 샘플을 제공한다면, 데이터로 입증
된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필수 양식에 제공해야 한다.
◦항목 20: 점포 목록. 본 항목은 해지, 양도 점포나 시스템을 탈퇴하
는 점포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점포와 회사 직영 점포, 다
음 회계연도에 개업이 예상되는 신설 점포에 관한 최근 3
년간 통계를 공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항목 21: 재무제표. 일반적으로 미국 GAAP에 따라 최근 2년간 감사
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미 감사 재무제표는 임
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주는 제한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등록 첫 해에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기업이
나 계열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의무 일체를 부담하기로 조건 없이 서면 보증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이나 기타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된다.
◦항목 22: 계약.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전달하는 각 프랜차이즈 정
보공시서는 모집 계약서 일체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임대, 전대, 이행 보증서, 융자계약서, 프
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첨부되는 기타 문서가 포함된다.
◦항목 23: 영수증.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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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수령을 인정
하는 분리 서류로 특정 정보와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공시 요건을 기술적으로 충실히 준수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 작
성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
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의 불일치나 부정확한 정보는 프랜차이
즈 가맹자의 클레임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지역 개발 계약서와 같은 계
약서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를 작성하는 변호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과 자본 및 기업 구
조, 사업 실행 및 정책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5-2.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Franchise Operations Manual)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전역에 품
질 관리와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이다. 프
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관한 모든 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포괄적인 참조 자료로 작성되었다. 프랜차이즈 가
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골격으로도 사용된다. 즉,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의 심장이자 영혼이다.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의 주된 목적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사업 운영
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프랜차이즈 점포에 근무하는 인력이 업무를 적절
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개
업부터 일상적인 운영 절차 및 기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
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모든 면을 포함해야 한다.
가. 샘플 개요(Sample Outline)
아래 개요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위해 작성
되었으며,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A절: 서론
1. 서문: 독점 및 기밀정보 고지
2.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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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랜차이즈 사업자 연혁
4. 프랜차이즈 사업자 경영진
5.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의무(개요)
6.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시스템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의무
(개요)
◦ B절: 프랜차이즈 사무실 개점 일정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개업일에 이르
기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준수해야 하는 포괄적인 일정을 제
시한다.]

◦ C절: 개업 전 의무 및 절차
1. 건축,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디자인, 부지 건설 규격
2. 공공설비, 환기, 등을 위한 최소 요건
3. 간판
a. 일반 정보
b. 사용 간판과 인테리어, 외관 설명
c. 치수, 규격 등
4. 비품과 물품, 장비, 재고 주문과 수령
5. 경영진 구성: 경영자, 종업원, 전문 고문
6. 라이선스, 면허, 공공설비, 보험, 담보 신청
7. 임대 검토 및 협상
8. 지역사회 참가, 동 업계, 자선단체, 상공회의소 등(개업 전후)
9. 소기업 경영에 관한 권장 참조 서적
◦ D절: 사무실 정책
1. 이미지와 장식, 주제
2. 서비스 품질 표준
3. 가격 정책 및 수수료 구조
4. 대 고객 서비스 및 예의
5. 전형적인 불만 및 문제 처리
6. 종업원 외모(유니폼) 및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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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 시간
◦ E절: 사무실 운영 및 유지보수
1. 일반 경영
2. 직원의 기본 직무: 점포 관리자, 판매 직원, 종업원 등
3. 사무소 일상: 개점 절차 및 체크리스트
4. 사무소 일상: 폐점 절차
5. 일별, 주별, 월별 보고서
6. 자체검사
7. 건강 및 안전 표준
8. 화장실
9. 방역
10. 주차장 관리(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11. 경보, 자물쇠, 열쇠
12. 비상대응 절차
◦ F절: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 재고, 물품
1.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점포 장비, 재고, 물품 목록
a. 규격
b. 지정 공급업체
c. 유지보수(장비 전용)
2. 프랜차이즈 사업자 독점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3. 장비, 재고, 물품 지정 공급업체
◦ G절: 운영
1. 인사: 업무 배치도, 직위 설명, 고용, 자격 및 면담, 신청 양식, 신원
조회, 시간, 교대, 작업시간 기록기, 결원, 병가, 휴식 시간, 교육, 근
로소득세, 종업원 관련 법률, 종업원 행동 규칙, 게시판, 고지 사항
2. 장부 기록 및 회계
3. 회수 및 미수금 관리
4. 미지급금 관리
5. 채용 및 교육
6.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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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체보험
◦ H절: 판촉
1. 개업 판촉 계획(일정)
2. 일반적인 지속적 판촉: 신문, 라디오, DM, 연합 광고, 지역 단체
3. 특별 판촉: 프랜차이즈 가맹자 소개 프로그램, 고객 소개 사은
행사 등
4. 홍보
5. 유명인사 이용
6. 쿠폰 및 DM 광고업자 이용
7. 단체 할인 및 판촉
8. 지역사회에서의 고 가시성 관리
9. 지역 인구통계 및 추세 이해 및 분석
◦ I절: 상표와 사업 비밀 보호
1. 상표 사용과 지침
2. 상표 오용 사례
3. 사업 비밀의 관리와 보호
4. 운영매뉴얼 이용과 관리
5. 주요 종업원 비밀유지 계약
6. 독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보호
◦ J절: 프랜차이즈 사업자 제출 보고서 작성
1. 지침 및 요건
2. 양식 범례
◦ K절: 프랜차이즈 양도 지침
1. 요건
2. 샘플 양식 및 고지
◦ L절: 회사 구조 및 융자
1. 회사 구조 요건
2. 독립된 당사자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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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 및 대출 신청
4. 융자 대안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의 내용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변
경되기 때문에 매뉴얼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업데이트가 손쉬운 포맷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제목에 탭을 부착한 3링 노트북은 섹션과
페이지 교체와 추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
즈 운영 매뉴얼은 기밀 및 독점 정보로, 일반적으로 연방 및 주의 지적재
산법에 따라 영업 비밀로 간주된다.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및 종업원이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을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나.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초안 작성
(Drafting Franchise Operations Manual)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업무 운영 기술을 전달
하기 위해 개발된다. 따라서 초안을 작성할 때는 이점을 중시해야 한다. 프랜
차이즈 관계의 지원 측면은 신중하게 검토 및 구성하여 프랜차이즈 운영 매
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는 최선
의 접근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 경영진이 유능한 프랜차이즈 컨설팅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숙
련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를 작
성하는데 부여하는 기술 서류의 품질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6. 프랜차이즈 등록 과정(FRANCHISE REGISTRATION PROCESS)
필수서류를 작성하였다면, 등록 주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
에 착수해야 한다. 비 등록 주에는 간이 면제 통지서를 해당 주 정부 당국
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고지 주” 네 곳이 있다. 단,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를 작성해야 한다.43) 각 등록 주는 프랜차이즈
등록 및 승인 절차와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 주 정부 당국의 신청서 검토, 프
랜차이즈 등록 효력 유지를 위한 등록 후 절차가 포함된다.
43) “고지 주”는 코네티컷, 텍사스, 유타, 네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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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Franchise Registration Application)

프랜차이즈 등록 과정의 감독을 담당하는 사무실이나 기관은 등록 주마
다 다르다. 각 등록 주는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덧붙여 추가 자료의 작
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자료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페
이지와 커버 페이지, 영수증 페이지, 추가 정보안내서, 자금 출처 보고서
(각 프랜차이즈별 프랜차이즈 사업자 비용에 대한 1년 예산 추정치 포함),
판매 대행사 공시 양식, 감사 동의서, 송달업무에 대한 균등한 동의, 회사
확인 페이지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고 일부
는 공증을 거쳐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신청비용도 있으
며, 액수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가. 심사 과정(Review Process)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프랜차이즈 심사관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각
종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다. 심사관은 또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제출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직무와
의무를 이행할 자본이 충분한지 심사한다. 검토 시간은 주 별로 다르지만,
4주부터 8주 안에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여 초기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관련 주 기관이나
부서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을 정식을 승인할 때까지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
나 모집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심사관의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 검토는 23개 공시 항목 전체
를 제대로 기술 및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등,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의 공
시 요건 준수에 집중된다. 심사관이 정정이나 해명,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 변호인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서를 발행한다. 프
랜차이즈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개정 내용을 재제출하여 심사관의 검토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자본이 충분히 있는지 판단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본과 적절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관은 에스크로 요건이나 수수료 유예, 모기업의 이행보증을 비롯하여 등록
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현안과 문제가 해결되고 요건이 충족되
면 심사관은 프랜차이즈 등록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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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캘리포니아 등록 절차(California Registration Process)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프랜차이즈 등록에 가장 엄격한 규칙과 요건을
유지하는 주에 속한다. 등록 절차를 위해 신청인은 캘리포니아 기업부에
아래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발송 서신
◦ 신청서 페이지
◦ 인증 페이지
◦ 소환장 송달 동의(비 캘리포니아 신청인)
◦ 회사 승인서
◦ 추가 정보
◦ 판매 대리점 공시 양식(수정)
◦ 이행보증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감사 동의서
◦ 프랜차이즈 공시 서류와 아래의 증빙
- 프랜차이즈 계약
- 재무제표
- 지역개발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자 명단
- 이전 프랜차이즈 가맹자 명단
- 주 고유의 부록
- 기타 증빙
◦ 영수증
- 지역개발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본 문서는 하드 카피 뿐 아니라 CD 전자 포맷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의 서명이 필요한 양식에 유권 임원이나 경영자, 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한
다. 위임 회사의 결의안에 따라 위임 받은 자는 해당 양식에 서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독립된 공
인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첨부되는 감사 재무제표에 독립된 공인
회계법인의 자필 서명된 동의서도 포함시켜야 한다. 신청인이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가 없이 최초 프랜차이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캘리포니아
기업부는 감사를 필 한 재무제표 대신 현재 “검토” 보고서 재무제표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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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기업부 심사관은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포함된 공시 내용뿐 아니라 서류의 충분성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공개자료와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기한 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야 한다. 심사관이 프랜차이즈 사업자 자격으로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신청인에게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기한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
자가 지급한 최초 수수료 전액에 대한 압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신청인의 모기업이 서명한 이행보증서(모기
업의 감사 재무제표 포함)를 제출하여 이 같은 압수 명령을 피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신청인의 변호인은 심사관과 계속
연락하여 적시에 답변을 제출한다. 검토는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 주 내지 이 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심사관이 적시하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등록 명령이 발부된다.
6-2. 프랜차이즈 등록 면제(Exemptions to Franchise Registration)

연방 및 주 정부 프랜차이즈 공시에 관한 법률은 등록 및/혹은 공시 요
건에 일정한 면제를 제공한다. 면제 자격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주
정부의 등록요건이 면제되면, 경우에 따라 정보공시의무를 면제 받는다. 예
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남용 위험이 현저히 완화될 경우 면제를 제
공한다. 이러한 면제 메커니즘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창업 프랜차이즈 및 시스템의 감독에 소요되는 주 정부 자
원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면제 규정은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면제를
검토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 주에서 면제를 받아도 다른 주에서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가. 일부 프랜차이즈 면제(Fractional Franchise Exemption)
FTC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등록 주 대부분에서 수용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면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면제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기존 업체가
사업 내용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형 서점이
프랜차이즈 문구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개업하고자
한다면 문구제품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서점에 교부하는 프랜차이즈는 일부
프랜차이즈 자격을 갖는다. 이런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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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해야 한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이사 또는 임원이 2년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당사자 양
측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출이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예상하는 전체 영업
매출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실히 예상해야 한다.
나. 최소 투자 면제(Minimal Investment Exemption)
FTC 프랜차이즈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최소 투자만 수반하
는 프랜차이즈는 연방정보공시요건이 면제된다. 이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500 달러 이상을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계열사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주에서 해당 금액과 적용 기한은 프랜차이즈
기한 동안 연간 100 달러부터 500 달러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합당한 재고수량에 대한
성실한 도매가격을 제외하고 최대 지급액으로 계산한다. 프랜차이즈 가맹
자의 지급액이 해당 기간 동안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대부분 면제 자격이
상실된다.
다. 전환 프랜차이즈 면제(Conversion Franchise Exemption)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일정 기간, 보통 2년 동안 자체 사업을 운영하였고
사업을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할 자로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제한하
는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전환을 토대로
면제를 제공한다. 일인 소유주가 운영한 기존 업체는 일부 프랜차이즈 사
업자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체를 프랜차이즈 시
스템으로 전환하는 장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 합류하는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성숙 프랜차이즈 시스템 면제(Mature Franchise System Exemption)
(i) 상당한 순자산과 (ii)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부
등록 주에서 성숙 프랜차이즈 사업자 면제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다. 프랜
차이즈 사업자가 이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한 순자산 요건은 주별로 500만
달러부터 2천만 달러까지 다양하며 모기업이 필요 순자산을 보유할 경우에
는 소규모 순자산으로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거나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프랜차이즈 가맹자
12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가 25개 이상이 되면 경험 요소는 대체로 충족된다. 이러한 면제에도 불구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정보공시서를 제출
해야 하지만, 등록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면제는 매력적
인 옵션이 될 수 있다.
마. 기타 면제(Other Exemptions)
특정 등록 주에서 인정하는 기타 면제에는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
한 추가 프랜차이즈 판매는 특정 프랜차이즈 관련 주법에서 면제되는 “기
존 프랜차이즈 가맹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소유주나 임원, 이사, 특정
개인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내부자”, 유사 업
종의 재정 및 운영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경력 프랜차이즈 가맹자” 등이 있다.
이러한 면제가 모든 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랜
차이즈 사업자가 면제 자격이 있더라도, 일부 주는 여전히 면제 고지의 제출
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각종 주법을 숙지해야 하고 연방
이나 기타 주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3. 프랜차이즈 등록 후 절차(Post-Franchise Registration Procedures)

가. 등록 갱신(Registration Renewal)
대다수 등록 주에서 등록 기간은 등록 승인 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44)
프랜차이즈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등록은 만료가 되며 프랜
차이즈 사업자는 해당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 또는 모집할 수 없다. 프
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만료일 15일 이전에 프랜차
이즈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갱신 과정은 초기 프랜차이즈 등
록과 유사하지만 종전 제출 서류의 변경 내용을 표시하는 적색선 프랜차이
즈 정보공시서를 포함한다. 갱신 과정에서 감사 재무제표나 프랜차이즈 점
포 명단과 같은 특정 항목은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심사 기관은 일반
적으로 초기 프랜차이즈 신청서만큼 엄격하게 갱신 신청서를 심사하지 않
으며, 일부 주는 특정 기한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사무실에서
의견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갱신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각 등록 주는
갱신 수수료도 부과하고 있다.
44)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회계연도 종료 후 110일에 등록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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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Amendment)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프랜차이즈를 등록한 후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포함된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 당국에 수정안을 제출할 의
무가 있다. FTC 규정은 최초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자의 프랜차이즈 매입 결정에 영향을 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정보 변경
이 수반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은 수
수료와 지역 약정, 추가 프랜차이즈 가맹자 투자 요건, 프랜차이즈 사업자
소유권과 경영진 변경, 관련 소송이 포함된다. 대다수 주 정부는 수정 절차
가 진행되는 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판매나 모집을 중지하
도록 하고 있다.
다. 판매 협정(Negotiated Sales)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계
약과 크게 다를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
즈 가맹자가 상이한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판매 협정 고지를 제출해
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12개월 동안 프랜차이즈 정보공시서에
그러한 특별 거래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라. 광고 규정(Advertising Regulations)
일부 주 정부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상대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자의 광고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주들은 대부분 광고 및
마케팅 자료 사용 전에 제출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는 최초 발표 3 영업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기업부 사무실에 광고 진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모집 광고를 발표할 수 없다. 뉴욕에서는 사
용일 7일 이전에 뉴욕 법무부에 광고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6-4. 무등록 프랜차이즈 활동의 법적 결과
(Legal Consequences of Unregistered Franchise Activity)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판매 및 모집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주 정부 기관은 해당 주에서 프랜차이즈 판매를 중지하라는 정부의
명령인 “중지 명령”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중지 명령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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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의 형태로 프랜차이즈 사업자 정보공시서에 공시해야 하며, 수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든 등록 주의 판매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
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중지 명령 철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반 강
도에 따라 사례별로 다르다.
가. 연방법에 따른 책임(Liability under Federal Laws)
FTC 규정에 따른 사적 소송권은 없지만, FTC는 동 규정을 위반하는 활
동을 종결, 방지, 처벌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 예를 들어, FTC는 정지
명령을 발부하거나, 금지명령 및 재교육 명령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자가 계약해지를 제의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TC는 FTC 규정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지급
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FTC 규정에 따
른 책임은 주법과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자 기업의 임원과 이사에게 확
대될 수 있다. 개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FTC의 단속 조치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FTC 소송 방어에 막대한 비용
이 들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FTC 단속 활동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
차이즈 시스템 홍보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나. 주 프랜차이즈 법에 따른 책임(Liability under State Franchising Laws)
주 정부 프랜차이즈 법률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규정 위반에 대해 폭넓은 민사책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주법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수임료를 프랜
차이즈 가맹자에게 지불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 프랜차이즈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반
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임원과 이사, 프랜차이즈 법률 위반에 실질적
으로 연루된 자에게로 확대된다. 일부 주 정부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임원
이나 이사의 면책을 프랜차이즈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주 프랜차
이즈 법률은 특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
사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연방 및 주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동에 부과되는 규제 환경과 법적 요건은 복잡하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
나 예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력
과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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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진출을 고려하는 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제반 요건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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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기
(COMMENCING FRANCHISE BUSINESS IN THE U.S.)
1.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시장 조사와 전략 기획이 끝나면, 이제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할 기
초적인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출범하기 전에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점검하여 미국 시장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
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상거래를 시작하는
데 적용되는 실무상의 고려사항도 이해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한국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공통 현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차별화와 현지화(DIFFERENTIATION AND LOCALIZATION)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는 독특하고 혁신적이며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프랜차이즈이다. 현장조사에 관련해서 2부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대
로, 효과적인 차별화와 현지화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
즈 사업자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건이다.
2-1. 차별화(Differentiation)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꾀하는 차별화의 목표는 목표 시장에서 한국 프랜
차이즈 사업자를 독특하게 인식할 만한 입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 프
랜차이즈 사업자가 그 브랜드와 비즈니스 컨셉을 현지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면 목표 시장,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소비자의 관심을 더 강하
게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독특하고 상당한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
다.
“특이성”을 가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틈새시장 공략이 용이하기 때문
에 상대와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목표 시장에서
“특이하다”는 점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효과도 노릴 수 있어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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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사업자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차
별화 전략에 성공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탈피하여 “특이성”에 흔히 부여
되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로 로스앤젤레스에 등장한 “한국식 타코 트
럭”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한국식 고기와 김치를 이용하여 다양
한 멕시코 요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푸드 서비스인데, 트럭이 하루 종일 여
러 장소를 오가며 한식-멕시코식 퓨전 요리를 판매한다. 트럭의 이동경로
와 시간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시하는 독특한 판매방식을 통해 한식 갈
비 타코와 김치 케사디야(quesadilla)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단
골 고객을 창출하였다. 특이한 제품과 서비스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식 타코 트럭”은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다. 실제로 전통 한식요리를 다양
하고 독특한 형태로 변형하여 좁은 한인사회를 뛰어넘어 시장을 넓혀가는
한인 2세대가 급증하고 있다.45)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분석
하여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프
랜차이즈 마케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차별화가 가능한 분
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수량)
2. 제품과 서비스 가격
3. 제품의 기능적 특징이나 디자인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위치
4.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광고 및 판촉
5. 위치 및 영업시간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
6. 경영진의 전문성과 역량
이 과정에서,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모든 변화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
자와 고객이 실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2-2. 현지화(Localization)

차별화와 마찬가지로 현지화 역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 프랜차
이즈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언어, 문화, 적절한
45) 가장 유명세가 높고 급성장세를 보이는 한국 타코 트럭 개념은 KogiTM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kogibbq.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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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이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고객에게 친숙하
고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수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현지화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화 할 수 있
다.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관리를 현지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분야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형태, 기능, 구입 패턴, 미각(요식업 프랜차이즈
의 경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선호도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러한 분석 결과를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하여 현지화
가 필요하거나 타당하거나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와 협력하면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
다. 안내원과 연수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등 직원의 직무를 일부 현지화
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목표시장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현지 고용 인력을 직원으로 두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야의 현지화는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이나 고용 정책, 마케팅 자
료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자 웹사이트 내용과 같이 서면 자료의 작성이
나 번역도 포함한다. 효과적인 현지화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직능을 충분히 변경하여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소비자가 미국 유명 프
랜차이즈에 대해 예상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는 혁신적이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
한다. 현지화에 성공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현지에서 개발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고객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
즈 시스템 현지화에서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고객이 한국 프랜차이즈 사
업자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노사관계와 인사관리
(LABOR RELATIONS AND PERSONNEL MANAGEMENT)
본 절은 프랜차이즈 사업자 차원의 관리 기능으로 법 문제나 인사관리의
측면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의 개요를 제시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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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 위해 실행하는 시스템과 절차는 미국 사업의 규모
를 불문하고 많은 연방 및 주 노동법과 고용법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
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법을 이해 및
준수하지 않는다면 고용 관련 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법 비용이 들기 때문
에 특히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인사관리는 조직 인력을 효과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
를 다룬다. 이는 적임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하고 회사가 정한 목표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지시하고 조절하는 등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인사 관리는 미국 국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해고
하는 적절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3-1. 고용법의 기초(Basics of Employment Law)

미국에는 고용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이 다양하다. 이들
은 고용 차별이나 부당 해고, 직원 징계 및 좌천, 성희롱 및 성차별과 같이
중요한 고용 현안을 다룬다. 현재 유효한 연방 법 가운데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이해가 필요한 법은 아래와 같다.
가. 민권법 제8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이 법은 고용 차별에 관한 주요 연방 법령이다. 이 법은 인종이나 피부
색, 종교, 성별, 국적을 토대로 하는 민관 사용자의 고용 차별을 금한다. 인
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토대로 하는 성희롱이나 괴롭힘도 이 법에 저촉된
다.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도 이 법으로 금하고 있
다. 종업원은 결과적 금전 손실과 향후 이익 손실에 대한 손해, 고통과 괴
로움, 정서적 고통과 같은 금전 외 피해,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공정근로기준법은 종업원의 권리 및 임금을 단속,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과 초과 수당, 장부 비치, 아동 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회사
에서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실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종업원
은 대부분 동 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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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법은 국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각 주 정부는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높은 임금이 적용된다.46) 초과 근무
수당 문제는 고용 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현안에 속
한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당 40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 종업원의 정
규 임금 1.5배에 달하는 시급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이 긴 프랜차이즈
산업, 특히 요식업 분야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다.
다.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종업원 1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법은 구직 절차와 고용, 해고,
승진, 보수, 직업연수, 기타 고용 약관에서 적격 지원자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은 회사 구조물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휠체어용 싱크대나 거울과 같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
유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상대로 장애인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위치의 설계나 건설 설계도와 시방서
를 승인할 때는 미국 장애인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가족 및 의료 휴가 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가족 및 의료 휴가 법에 따라 사용자는 종업원이 질환이나 출산, 입양,
건강이 위중한 자녀나 배우자, 부모 간호를 위해 필요한 합당한 휴가를 방
해, 저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 휴가기간 동안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적용되
는 단체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휴가가 종료되면 종업원은
동일 직위나 동등한 급여와 수당, 근무 조건을 갖춘 동급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동 법은 종업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일 사업장
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 이민 개혁 및 규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 법은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인 자를 채용, 고용하거나 고용을

46) 2009년 7월 24일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다. 주 정부도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다. 종업원이
주 및 연방 최저임금법에 모두 적용될 경우, 종업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시급 8달러로 200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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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신입 직원에 대한 취업
허가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이 법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으로 채용 기준을 전환하였다. 하청계약에 따라
하청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수의 근로자를 제공해야 한다. 본 계약은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직무 뿐 아니라 근로자당 고정 급료도 규
정하고 있다. 하청업자가 제공하는 근로자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
문에 사용자는 하청업자를 이용하여 동 법의 요건을 피할 수 있다.
바. 연령차별 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이 법은 연령을 토대로 하는 고용 차별로부터 40세 이상의 구직자와 종
업원을 보호한다.
사. 동일 임금법(The Equal Pay Act)
동일 임금법은 유사한 조건에서 사실상 유사한 근무에 대한 대가에서 성
별을 토대로 하는 차별을 금한다.
이러한 연방법에 덧붙여, 주 정부는 연방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법적
보호를 추가로 제공하는 각종 고용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활동 주 정부의 준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고용 기준이 연방 및 주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인사 매뉴얼(Personnel Manual)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인사 관리 절차 및 지침 내용을 종업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사 매뉴얼을 개발한다. 인사 매뉴얼은 프랜차이즈 사업
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고용 관련 소송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인사 연
수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사 매뉴얼은 주요 회사의 정책을 직원
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인사 매뉴얼은 특정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를
배포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눈에 띄는 것에 책임면제규정을 집어
넣어야 한다.
가. 샘플 개요(Sample Outline)
아래 내용은 전형적인 정보 카테고리를 포함한 인사 매뉴얼 샘플 개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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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절. 서론
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주요 목적 및 목표
2.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설립자 배경
3.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4. 현재 조직도와 간략한 위치 설명
◦ B절. 보수 및 수당
1. 영업시간
2. 초과근무 정책
3. 휴가, 출산휴가, 병가, 휴일
4. 종업원 수당(건강, 치과, 장애, 등) 개요
5. 성과 검토, 급여 인상, 승진
6. 연금, 이익 분배, 퇴직 연금 제도
7. 부가 급부 자격
8. 보상, 직원 할인, 상여금
9. 경비 배상 정책
10. 배심원의 의무와 병가
◦ C절. 직원 행동 규범
1. 복장 규정과 개인위생
2. 고객과 판매업체, 동료 직원 응대
3. 흡연, 약물 사용, 검 씹기 금지
4. 개인 전화통화 및 방문
5. 연수 및 교육 책임
6. 직원의 회사 시설과 자원 사용
7. 직원 식사 및 휴식
◦ D절. 안전 규정과 비상 대응 절차
◦ E절. 직원 불만, 분쟁, 갈등 처리 절차
◦ F절. 직원의 지적 재산 보호 의무
◦ G절. 고용 기한과 고용 관계 해지
1. 수습 기간
2. 해고 근거(즉시 대 통지)
3. 직원 해고 및 퇴사
4. 퇴직금
5. 퇴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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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절. 인사 기록 유지
1. 구직 신청서
2. 사회보장 및 출생 정보
3. 연방 및 주 세금, 이민, 노동/고용법 관련 서류
4. 성과 검토 및 평가 보고서
5. 복리후생제도 정보
6. 퇴사 면담 정보
◦ I절. 특수 법 현안
1. 평등 고용 기회
2. 성희롱 사건
3. 경력 및 승진 기회
4. 자선단체 및 정치 기부금
5. 직원 임금 압류
6.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 대한 프랜차이즈 포상 관련 정책
◦ J절. 기타
1. 언론매체 응대와 보도자료 배포
2. 인사 매뉴얼의 역할과 용도에 대한 요약과 설명
3. 직원의 매뉴얼 수령 인정서(종업원 서명)
3-3. 채용 기준(Hiring Practices)

현재 미국의 경기침체는 대다수 조직에 사용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조성
하였다. 일자리를 찾는 적격 지원자가 많이 있으며, 한 명을 뽑는 데도 이
력서가 수백 통씩 접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고
용은 사용자에게 국한된 특별한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
채용 과정은 적임자를 물색하는 제반 요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작
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게시와 신청서 및 이력서 취급 및 구성, 면담 진
행, 배경 조사 실시, 교차 조회,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자에 관한 정보 평
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모두 필요한 단계로 각 단계마다 고유의 요
건이 있으며 모든 단계를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인사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정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찾을 때는 정액제나
1인당 급료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고용 대행사나 인력 알선회사와 협력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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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법에 대해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국적, 연령, 종교, 장애에 대해 어떤 편견도 보이
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면담 단계에서 악의 없는 질문이라도 각종 법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 과정에 관여하는 감독이나
관리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어
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연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3-4. 직원 복리후생(Employees Benefits)

인재 유치와 확보는 어느 기업이나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 직원 이직은
전체 운영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이직
률은 창업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직원에게 양호한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원이 높게 평가하는 복리후생이 제공된다면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직
원은 회사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복리후생계획에서 아래 항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건
강보험, 치과 및 안과 보험, 생명보험, 퇴직연금제도, 유급 휴가, 휴일, 병
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사용자는 연방법이나 대다수 주법에 따라 이러
한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제공할 의무는 없다. 주법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러한 복리후생제도는 자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이 적임자 채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복리후생제도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특정 직원이나 직원 집단에게 일정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기준, 계약을 마련하였다면, 대부분은 이러한 복리후생을 전 종업원에게 제
공할 의무가 있다. 복리후생을 취급할 때의 경험칙은 종업원 1명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한다면 다른 종업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일부 사용자는 특정 종업원의 복리후생 제도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
하는데, 이는 상당한 법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직장 복리후생 제공
업자”와 협력하면 회사와 직원에게 적합한 최신 복리후생 및 계획안을 제
공할 수 있는 복리후생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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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원 해고(Termination of Employees)

대다수 종업원은 임의 직원이다. 임의고용원칙은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언제든지 예고나 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
은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종업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연방법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연령, 장
대를 비롯한 특정 보호 분류를 근거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가 보호 분류를 근거로 할 경우에는 직원을 해
고할 수 없다. 아울러 직원이 고용계약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의 해고가 계약 약관에 부합해야 한다.
“임의” 고용의 일반 법칙에는 주 정부가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중요한 예외규정은 (1) 주 정부의 공공정책 위반과 (2) 암묵적 계약 위반,
(3) 선의와 공정거래의 암묵적 서약 위반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주로 정
당하고 공정해 보이지 않는 해고에 적용된다.
가. 주 정부 공공정책 예외(State Public Policy Exception)
국가 공공정책 예외규정에 따라, 해고가 명시적이고 기존에 확립된 주 정
부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종업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 정부 공공정책”의 정의는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주 헌법이나 법령,
행정규칙에 포함된 명확한 정책 선언을 이러한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
를 들어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산재보상 청구서를 제출하
거나 사용자가 요청하는 법 위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이것은 임의고용원칙에 대해 가장 널리 인정되는 예외규정이다.
나. 묵시적 계약 예외(Implied Contract Exception)
대다수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예외규정은 묵시적 계약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명시적인 서면 고용계약은 없지만 사용자와 종업원 간
에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적용된다. 묵시적 계약은 고용 보장에 대
한 사전 약속에 의해, 구두 보장이나 사용자가 배포하는 서면 자료로 조성
되는 기대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상황은 직원편람이나 인사 매뉴얼의 사용을 수
반한다. 이 자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특정 상황에서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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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거나 사용자가 직원을 징계 또는 해고하기 전에
특정 절차를 준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사
용자는 종업원 편람이나 인사 매뉴얼에 포함된 지침이나 정책은 명시적이
거나 묵시적인 계약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
권증서나 부인성명서를 제출하여 묵시적 계약 주장을 피할 수 있다.
다. 선의와 공정거래의 묵시적 서약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임의고용 규정에 대한 마지막 예외규정은 선의와 공정거래의 암묵적 서
약이다. 이 예외규정은 선의와 공정거래 서약을 모든 고용관계에 적용해야
하며 모든 해고 결정은 “정당한 사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는 또 악의적으로 이행되거나 악의에 근거하는 해고는 금한다
는 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통적인 임의고용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일탈을 나타
내며, 이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일부 주에서만 인정된다. 아울러 이러
한 예외규정의 실제 적용은 주로 해고의 “불성실”이나 “악의”적 요소
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와 공정거래의 암묵적 서약
예외 규정은 광의의 함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해고 시 제기하는 대다수
소송의 근거로 작용한다.
3-6. 고용 관련 클레임에 대한 예방적 조치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mployment-Related Claims)

해고와 고용차별을 수반하는 복잡한 법적 관계에 덧붙여 일군의 법 현안
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한국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사용자로 고용 관련 클레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몇 가지 살펴보자.
가. 준비가 철저한 업무 설명(Well-Prepared Job Description)
먼저 사용자는 공시 직위(Open Position)를 분배하기 전에 공시 직위의 직
무와 책임을 정확하고 상세히 반영하는 업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작성
해야 한다. 설명서는 직위를 유능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 지식
뿐 아니라 해당 직위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 기존의 업무 경험, 전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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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기술해야 한다. 준비가 철저한 업무 설명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바
라는 자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직위 기준이 자의적으로 작성
되었다거나 준거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호막 역할도 할 것이다.
나. 차별금지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
사용자는 고용 및 해고를 비롯한 종업원 관련 프로그램 일체와 서면 자
료가 차별금지정책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정책은 “성실
한”(Bona Fide) 직업 자격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인종이나 성
별, 종교, 국적, 연령에 대한 선호도나 차별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47)
다. 인사파일관리(Properly-Maintained Personnel File)
종업원 관련 클레임에 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각 피고
용자들의 인사파일을 잘 정리하여 유지하는 일이다. 인사파일에는 업무 설
명과 서명이 된 지원서, 이력서, 직무성과검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업
원 분쟁이나 성과 문제, 업무 누락과 같이 중요한 현안도 직원 인사파일에
포함해야 한다. 종업원 별 정기 성과 검토는 종업원의 성과 문제나 징계조
치가 필요한 활동을 유효하게 문서화하는데 중요하다. 인사파일은 사용자
가 직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객관적 정보의 역할을 한다. 종업원 역시
본인의 인사파일에 포함된 정보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라. 유효한 해고(Effective Termination)
사용자는 해고 전에 적절한 해고 근거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용 계약이 있거나 묵시적 계약의 근거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 해고 사유가 성과 부실을 근거로 할 경우, 사
용자는 직원에게 부실한 성과를 만회할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회
의 제공을 기록하는 적절한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 해고 결정이 내려지면,
직원과 퇴사 면담을 진행하여 해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
이 제기하는 후속 클레임을 방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권 및 해고 동의
서에 서명을 받는다. 기권 및 해고 동의서 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는 금전의 형태로 일정한 해고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다.

47) “성실한” 직업 자격은 특정 직원의 고용 활동 및 책임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계가 있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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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랜차이즈 채용 및 관리(RECRUITING AND MANAGING FRANCHISEES)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 간에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관계
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토대이다.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
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자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이고 상호의존적
인 관계로 파악한다.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되어 프랜차이즈가 프랜차
이즈 소유 및 운영으로 진행되면서 무르익는다. 본 절은 프랜차이즈 가맹
자 모집 과정과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원조를 시작하여 프
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핵심 사건을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와의 관계를 통해 품질
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4-1.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Recruiting Franchisees)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입된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좋아야 한다. 프랜차
이즈 사업자는 양질의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
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원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집 과정을 면밀히 기획 및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인 절차와 자원을 파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 전략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 전략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열쇠는 먼저 목표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진정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연령과 교육, 업무 성숙도, 소득 수준, 순자산, 가족 규모, 의사소통 능력,
개성, 취미, 습관, 경력 목표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모델” 프랜차
이즈 가맹자의 상세한 프로필을 파악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델
프랜차이즈 가맹자 기준을 개발할 때 광범위한 자질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
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 전략을
입안하여 모델 프랜차이즈 가맹자 기준에 부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유
치를 시작할 수 있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용하는 성공적인 모집
전략의 핵심 요소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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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드 창출(Lead Generation)
리드 창출은 모집 과정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리드 창출은 가장 가능성
이 높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파악하고 프랜차이즈 안에서 이들의 이
익을 조성하거나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익 창출, 즉 리드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마케팅 툴의 공통된 형태는 아래와 같다.
◦ 방송 광고
◦ 온라인 리드 창출
◦ 다이렉트 메일(DM)
◦ 이벤트나 박람회 마케팅
◦ 세미나 또는 연수
◦ 홍보
◦ 이메일 마케팅
◦ 웹 마케팅
◦ 텔레마케팅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관심과 문의를 창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 프랜차
이즈 사업자는 기술적 성격 때문에 흔히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나 홍보전문
가와 협력하여 리드 창출 과정에서 지도를 받는다.
나. 리드 관리(Lead Management)
마케팅 노력을 통해 리드를 창출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를 활
용하기 위해서는 리드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리드
를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은 리드 관리라고 하며 리드를 매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단한 리드 관리 과정은 아래 활동 범주를 포함한다.
◦ 리드 창출로 고객 문의가 이어진다(리드).
◦ 리드를 필터링하여 유효성을 판단한 다음 등급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 리드를 판매 직원에게 분배하고 판매 접촉이 이루어진다.
◦ 접촉 및 비 접촉 리드를 후속 점검 과정에 입력한다.
◦ 리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경 정보를 확인한다.
◦ 리드에게 제공된 프랜차이즈 공개자료와 관련 자료
◦ 리드 경영에 착수하면 프랜차이즈가 판매된다.
인터넷과 기타 정보 시스템 기술의 가용성을 감안할 때 리드 관리 과정
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나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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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연락할 때는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기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재정 배경과 기존
사업 경험, 개인적인 관심사, 신용 이력, 소송 배경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신청서에 관한 정보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모집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광고와 마
케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모집에 관여하는 경영진과 직원의
시간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광고나 마케팅 비
용뿐 아니라 관련 활동 일체의 비용을 감안하여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적극적인 리드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관심
이 있는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인적 상
호작용 수준과 함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리드 관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4-2. 프랜차이즈 가맹자 연수 프로그램(Franchisee Training Program)

균일성과 일관성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자 시스템의 핵심이다. 시
스템은 지역 전체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일관성을 달성할 때
강력한 힘을 갖는다.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효과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자 연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적절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
하면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시간 손실
과 품질 불량, 제품 분실로 이어질 수 있다. 건전하고 구조화된 연수 프로
그램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할애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
랜차이즈 시스템의 품질 관리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다.
프랜차이즈 가맹자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점포 개점 예정일 이전에 실시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
차이즈 사업자가 점포 개점을 허가하기 전에 필요한 연수 시간을 성공리에
이수해야 한다. 점포 관리자도 연수 프로그램을 참석 및 이수해야 하는 프
랜차이즈 모델도 많다.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개점 전 및 개점 절차와 프랜차이즈 가맹자
종업원 관리 및 동기부여에 필요한 조치, 고객과 판매업체, 경쟁사 응대 방
법,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한 상업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프랜
차이즈 가맹자가 실제 업무 수요에 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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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실제 업무 상황이며 프랜차
이즈 사업자 연수 프로그램은 이를 취급해야 한다. 즉, 완벽하게 설계된 연
수 프로그램은 (1)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시하는 것이라 교
육하고 (2)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역할을 확인 및 정의하
고, (3) 효과적인 리더십과 사업 기획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4) 프랜
차이즈 사업자 브랜드와 임무, 시스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
을 둔다.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사업자 뿐 아니라 타 프랜
차이즈 가맹자와의 팀워크를 주입 및 장려한다.
가. 교실 연수(Classroom Training)
대다수 프랜차이즈 연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 본사
에서 열리는 교실 연수가 일부 포함된다. 이 연수는 주로 본사 투어와 프
랜차이즈 사업자 직원 소개로 시작된다. 정식 연수 세션이 시작되면 “교
실” 교육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활기 있는 양방향 교실 연수 세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디오와 강의,
토론 등의 연수 포맷을 혼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연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경영진과의 교류는 연
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 전체의 프랜차이즈 가맹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경영진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 점포 내 연수(In-Store Training)
프랜차이즈 사업자 연수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는 실제 점포 운영 상황에
서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점포나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진행된다. 교실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수에도 상세한 연수 일정이 필요하다. 점포 내 연수 프로그램은 프랜차
이즈 사업의 실제 일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운
영 업무를 충분히 반복해야 한다.
다. 현장 연수(On-Site Training)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점포에서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
도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프랜차이즈 경험과 지식수준에 따라, 현장
연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 별로 다를 수 있다. 현장 연수는 프랜차이즈 가
14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맹자 점포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수 첫 날이나 이튿날에 프랜
차이즈 가맹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 목표
에 속한다. 나머지 연수 일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최대
한 부응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현장 연수
의 접근 방식 뿐 아니라 내용도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연수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후속 검토를 진행한다면 연수 프로그램에
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으로 원만한 이행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개점 지원(Opening Assistance)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전문가로 구성된
개점 지원팀을 파견하여 개점 첫 주에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지원하는 경우
가 많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개점 지원 팀은 중요한 시기에 일상적인 상
거래 업무의 모든 측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직원에게 전문가의 실무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점 지원은 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속한다.
마. 추가 연수(Additional Training)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자만 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연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업데이트와 개선
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계속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신임 관리자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적
절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 기준의 불가피한 침
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프랜차이
즈 가맹자에게는 점포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목표와 벤치마크
를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기회도 추
가적으로 제공한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대부분 기존 프랜차이즈 가
맹자에게 일정 수준의 추가 또는 보충 연수 지원을 제공한다. 일부 프랜차
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핵심 직원의 핵심 역량 현안에 대한
지속적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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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대한 지원(Franchisor’s Support to Franchisees)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에
지속적인 지원과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지속적
지원과 원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 요구하는 품질 관리와 유니폼 시스템 기준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가. 프랜차이즈 사업자 현장 직원(Franchisor’s Field Staff)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목표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능력은 프랜차
이즈 사업자 현장 직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 때문에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현장 직원의 꼼꼼한 선발과 연수를 특히 중시해야 한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반적인 성격을 이해할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자
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현장 직원은 또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구체적
인 요구와 관심사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와의 협력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현장 직원이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정하는 품질
관리 및 유니폼 시스템 기준을 흔쾌히 준수할 것이다.
나. 연수 프로그램(Training Programs)
연수 프로그램 분야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지만, 초기 연수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술 및 조직적 역량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실제
로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본인의 사업을 처음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 연수 프로그램은 모든 관련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유
익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품질 관리 및 유
니폼 시스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완비하도록 할 수 있다.
다. 회의, 세미나, 대회(Meetings, Seminars and Conventions)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에는 회의와 세미나, 대회가 있다. 이런 행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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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관심사와 현안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제기하는 우려나 현안에 대해 의미 있고 현
실적이며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선에 대
한 책임감을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정 측면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대해 신규
및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자 경영진과 프랜차이즈 가맹자, 기타 제휴사, 공급업체가 1년(또는 2년)에
1회 모이는 프랜차이즈 전체 대회는 다양한 집단의 우애와 유대감을 구축
하고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단히 유익한 긍정적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라. 현장 방문(Site Visits)
현장 방문과 검사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사업 운영과 기
준을 관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방문은 정기적으로 실
시하며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월 1회 방문이 관행이다. 이런 방문은
예고된 방문과 불시 방문을 모두 포함하며, 일정과 목적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예고된 방문에서는 점수 채점 평가 방식을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사
업자의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자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시방문
도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험 고객을 이용하
여 현장 방문을 보완하는 경우도 많다. 현장 방문 결과는 프랜차이즈 사업
자가 즉시 평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결과를 설명한다. 이 때 현장 방
문에서 확인된 결함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전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한다.
4-4. 품질 관리를 유지할 계약상의 권리
(Contractual Rights to Maintain Quality Control)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구속력 있
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이 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반적
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에 균일성과 일관성을 실행할 수 있는 통제권
을 갖는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프랜차이
즈 운영에서 품질 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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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시스
템을 위해 품질 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제품과 물품, 재료의 출처에 대한 제한
뿐 아니라 운영 절차를 위한 엄격한 지침이나 규격의 형태를 취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에 반영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운영 절차는 서비스와 트레이드 드레스, 유니폼 요건의 기준과 시설의 상
태 및 외관, 영업시간, 최소 보험 요건, 상표 사용 지침, 광고 및 판촉 자
료, 회계 시스템을 명시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과 특정 출처에서 구입해야 하는 요건도 프랜
차이즈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
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유지하는 품질 관리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현장 전략(SITE STRATEGY)
5-1. 현장 선정 기준(Site Selection Criteria)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장소를 물색할 책임은 프랜차
이즈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주로 현장을 물색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승인을 받
을 의무가 있다. 장소를 물색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선정한 장소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담보 설정을
비롯하여 현장 설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
우이든 프랜차이즈 위치 선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고려사항을 수반한다.
가. 인구통계(Demographics)
인구통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
객, 두 번째는 종업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표 고객을 식별하고 프랜차이
즈 위치와 이러한 고객의 근접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 다음, 노동력의 가
용성과 프랜차이즈 점포 위치에 대한 접근성을 검토해야 한다.
인구통계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입수할 수 있다. 다양한 지리 정보 시
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미국 각 지역의 인구조사 자료와 소비자
동향 데이터를 취합하는 독립된 인구통계 기업이 있다. 이들은 인구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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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인구통계와 같은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업체 분석도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입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용이
저렴하고 실용적인 인구통계 정보원은 자체 인구통계 프로그램과 정보를
활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회사다. 실제로 미국의 소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후보 장소를 평가한다.
나. 도보 통행(Foot Traffic)
대다수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도보 통행은 성공에 결정적이다. 프랜차
이즈 점포 후보지에 대해서는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와 다른 날에 도보 통
행량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흔히 대학교나 병원, 슈퍼마켓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근접성으로 장소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다. 접근성과 가시성(Accessibility and Visibility)
프랜차이즈 점포 장소는 고객과 종업원, 공급업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은 특히 상업용이나 소매 지역, 시
내 도심지의 고객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보행자나 운전자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라. 구획규정(Zoning Rules)
미국 대다수 도시는 특정 장소에서 허용 가능한 사업 활동을 판단하는
구획 규정이나 요건이 있다. 프랜차이즈 점포의 업종은 법적으로 허용 가
능해야 한다. 사업 활동에 적합한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마. 통신과 전력(Telecommunications and Power)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첨단 통신 배선과 충분한 전
력 가용성이다. 일부 낙후 지역은 기술이 낙후되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상
당한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 장소는 컴퓨터
사용 회선이나 기타 데이터 전송선이 적절한지 에어컨 시스템을 비롯하여 가
전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콘센트와 회로 용량을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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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대료(Rent)
프랜차이즈 후보 입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
은 간접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다. 여기에는 CAM(공용 지
역 유지보수) 비용과 같이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추가 비용도 있
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임대료와 기타 비용이 예상 수익에 대비하여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5-2. 상업용 임대의 기초 이해
(Understanding the Basics of the Commercial Lease)

미국에서 기업 본사의 위치나 프랜차이즈 입지 선정은 장기적인 재무 약
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전형적인 상업용 임대는 5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3년부터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임대 기간은 대부분 공간의
크기나 임대료, 임대 공간에 필요한 개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자는 장소에 입주하여 임대 기간 동안 합의된 임
대료와 경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장소 이전
을 원하는 입주자는 건물주가 용인할 만한 적합한 대체 장소를 입주자가
물색하거나 조기 해지에 대해 합의한 손해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대부분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
국에서 임대 상황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대로
인해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임대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 계약을 검토할 때 아래의 분야가 공통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임대가 개시되는 임대 기간과 갱신 옵션 여부
◦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분, 계산 방식
◦ 임대료에 보험과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 보함 여부와 별도 부과 여부
◦ 임대 보증금과 반환 조건
◦ 임대 공간의 정확한 설명과 건물주가 공간을 측정하는 방식
◦ 개량이나 변경, 공간에 추가된 비품이 있는지 여부와 비용 부담자,
임대 종료 후 소유권 귀속 여부
◦ 간판 배치 장소를 비롯한 간판 규격
◦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장소 유지보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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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양도나 재 임대 여부
◦ 임대 갱신이나 임대 공간 확충 옵션 여부
◦ 최고 요건을 비롯한 임대 해지 여부 및 방식과 조기 해지 위약금 여부
◦ 재판 대안으로 분쟁 조정이나 중재 여부와 변호사 수임료 부담자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점포를 조달할 책임이 있는 일반 프랜차이즈 계약에
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체결하는 임대 계약을 검토
하고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임대 계약의 당사자이고 계
약에 의해 부과되는 법적 의무를 지더라도,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임대 계약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익과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프랜차이
즈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자와 건물주 간에 체결하는 임대계
약서를 승인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1. 건물주는 임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발송하는 서한과
고지서 일체를 발송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2. 건물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의 재 임대
나 양도, 개정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3. 건물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변
경을 하거나 임대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불이행을 시정
하기 위해 임대 공간을 출입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한다.
4.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임대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할 경우 건
물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권리를 인수하고 전술한 임대계약의
잔여기한 전체나 일부 기간 동안 이를 양도 또는 재임대할 권리를
갖는 옵션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6. 고용 관련 세무(EMPLOYMENT-RELATED TAX MATTERS)
세금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현안에 속한다. 모든 기업은 납세 의무를 준
수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사용자로 연방 소득세와 고용 관
련 세금을 위해서 적정액을 공제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복
잡한 고용 관련 납세 규정을 해결하기 위해 적격 회계사의 서비스를 이용
해야 한다. 본 절은 모든 미국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고용 관련 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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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근로자가 종업원인지 독립된 계약자인지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현안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6-1. 고용세(Employment Taxes)

사용자는 종업원이 있으면 직원 임금에서 일정한 고용세를 공제할 의무가 있다.
고용세는 연방 소득세 공제와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세, 연방실업세가 포함된다.
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es)
사용자는 각 종업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과세당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공제는 종업원이 연말에 납부할 소득의 선납금으로 작용한다.
나.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세(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사용자는 또 종업원 임금에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세를 공제해야 한다.
이 세금은 주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 및 건강보험 급부를 지급
하는데 사용한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세 공제 의무에 덧붙여, 사용자는
각 종업원의 출연금과 세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 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
연방실업세는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연방 및 주 정부 프
로그램의 일환이다. 사용자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 세금, 소득세 원천징
수와 별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6-2. 독립된 계약자 대 종업원(Independent Contractor vs. Employee)

본 절에 기술하는 세금은 종업원이 있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고용세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독립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종업원인지 독
립된 계약자인지는 사용자의 납세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가 종업원인지 독립된 계약자인지 판단할 때는 “통제와 독립의
정도”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통제와 독립의 정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
는 사실은 (1)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방식을 직접 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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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2) 근로자의 임금 지불 방식이나 경비 변상 여부,
근로자가 사용하는 도구나 물품 제공자와 같이 지불인이 근로자의 업무를
통제하는가, (3) 서면 계약이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종업원 유형의 혜택
(즉,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이 있는가, (4)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지속적이
거나 일시적인가, 또한 근로자의 업무가 사업의 핵심적 측면인가 등이다.
근로자가 종업원인지 독립된 계약자인지 판단할 때는 이런 요인을 모두 면
밀히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가 종업원인지 독립된 계약자인지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단일 요인
이나 여러 요인은 없다.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관계의 총체성을 검토하고 근
로자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 수준이나 범위를 고려하고 회사가
이러한 판단에 도달하는데 사용한 제반 요인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계절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 관련 세
무를 위해, 근로자가 종업원인지 독립된 계약자인지 결정하는 동일한 분석
을 계절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및 계절 근로자가 종업원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다른 종업원에게 적용
하는 것과 동일한 원천과세 의무를 져야 한다.
고용 관련 납세 규정과 고용 관계 현안은 대단히 복잡하다. 사용자에 대
한 과세 요건은 주별로 다르다. 이런 문제는 적격 회계사와 검토하여 사용
자가 해당 납세 의무 일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6-3. 사업경비 공제(Business-Expense Deductions)

기업의 사업경비 공제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적지 역할을 한다. 기업과
회계사는 사업경비 공제 자격이 있는 분야를 식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상 및 필요” 사업비용을 수익에서 전액
공제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경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
업에서 인정되는 비용이며, 필요 경비는 사용자 사업에 유용하거나 적절한
비용이다. 장비기장은 지출이 사업비용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래 목록은 공통된 사업 경비 공제 목록이다.
◦ 광고
◦ 판매나 서비스 대손
◦ 영업계좌에 대한 은행 수수료
◦ 자동차 및 트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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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이나 수수료
◦ 판매 물품 비용
◦ 감가상각비
◦ 무역협회나 기타 비영리, 영업 관련 단체 회비
◦ 종업원 복리후생 비용
◦ 고객, 공급업체, 등 사은품
◦ 보험(상해 및 책임)
◦ 이자
◦ 법 및 전문가 서비스
◦ 식대 및 오락비
◦ 사무실 운영비
◦ 연금 및 이익 분배 계획
◦ 임대료나 임대비용
◦ 유지보수 비용
◦ 독립된 계약자의 서비스
◦ 물품 및 재료(판매 물품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 출장비
◦ 공과금
◦ 종업원 임금

7. 출구 전략(EXIT STRATEGY)
출구 전략은 전략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분야다. 프랜차이즈 사업
자의 장단기 사업 목적 및 목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출구 전략의 기
획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다. 출구 전략에서 프랜차이즈 사
업자의 주된 목표는 시장에서 “퇴장”하는 방식과 형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
다. 출구 전략의 중요성은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본 절은 프랜차이즈 사업
자가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출구 전략에 대한 설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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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업 목적 및 목표 평가(Assessment of Business Goals and Objective)

출구 전략 옵션을 평가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먼저 목적과 목표
를 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
가는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및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해야 한
다. 이 과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퇴장”을 실행할 적절한 기회와 시
기를 판단하고 자체적인 조건에 따라 이를 실행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2. 가치 창조의 중요성(Importance of Value Creation)

출구 전략의 결정적인 부분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사업의 주요 가치 동인
을 개발 및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동인에는 유능한 경영진과 효율
적인 운영 및 유통 시스템,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객 기반, 현실적인 성장 전
략, 효과적인 재무 관리,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자금의 흐름, 절세 효율이 뛰어
난 사업 구조가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출구 전략과 관련하여 운명을
통제하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 사업이 존속하는 동안 이러한 가치 동인을 개
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즉, 성공적인 출구 전략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
랜차이즈 시스템 안에 충분한 가치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
7-3. 출구 전략 옵션(Exit Strategy Options)

가. 사업 매각/인수(Sale of Business/Acquisition)
가장 보편적인 출구 전략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매수인이 협상하는 매매 계약의 형태
를 취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사업 매각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 소유권 설명을 개정하고, 등록 주에서 의무화
된 프랜차이즈 등록 개정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수
반되는 정부 요건은 없다.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자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
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동의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업을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매수인의 자본
이 충분하고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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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절히 수행할 조직 구조를 보유한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자나 프랜차이
즈 가맹자 집단의 법적 이의는 무마할 수 있다.
매수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기 때문에 이는 프
랜차이즈 개발 및 운영권과 프랜차이즈 사업자 지적 재산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 교부에 대한 계약을 수반한다. 이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면 달성할 수 있다.
사업 매각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절차가 수반된다. 첫 번째 과정은 평가 과정이다.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다면
독립된 감정사에게 의뢰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과정은 실
사로, 매수인이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매입과 관련된 편익과 위
험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기업체 매입이나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실
사는 기술이나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과정은 주로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가 취급한다. 전형적인 실사 과정은 본 절 후반부에 설명한다.
나. 합병(Merger)
합병은 2개 기업이 전략적인 이유로 단일 기업으로 통합한다는 결정을
수반한다. 대다수 합병의 경우 회사의 주주나 소유권자는 규모가 큰 회사
의 주식을 받는다. 합병에는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다. 프
랜차이즈 사업자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출구 전략 선호도에 따라
대폭 개편될 수 있다. 업체 매각과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에 적절
한 변경 내용을 공시하고 개정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합병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진다. 경쟁사와의 합병은 시장 점유율 증대
로 이어진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사업을 보완하는 회사와의 합병은 효율과
통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 회사 규모를 확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재정이 곤란한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합병은 프랜
차이즈 사업자의 출구전략 옵션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 현장 실사(Due Diligence)
자산 실사는 일반적으로 제 당사자가 매입 의향서에 서명한 후 이루어진
다. 매수인은 일정한 기한 동안 매도인과 회사의 자산 실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매수인은 거래를 종결하기 전에 매도인의 재정 및 기타 기록과
시설, 종업원 등에 접근하여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매각 준비가 된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정보를 대부분 수집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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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서류 형태로 되어 있다. 매수인은 복사
가능한 재무 기록 및 제표에 덧붙여 임대계약서나 계약서, 대출 계약서 일
체의 사본에 대한 열람을 원할 것이다. 매수인은 판매보고서와 상세한 자
산 목록, 시설 유지보수 기록, 미수금 및 미지급금 보고서, 직원 조직도,
급료 및 급여 지급 기록, 고객 기록, 마케팅 자료를 비롯하여 매도인이 사
용하는 관리 보고서 일체의 열람도 원할 것이다. 매수인은 계류 중인 소송
이나 세무 감사, 보험 분쟁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재무 관련 서류의 검토는 특히 중요하다. 서류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매
수인은 매각 종결 조건으로 본인이 선임하는 회계사의 재무제표 업데이트
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매수인은 매도인의 회사에 대해 독자적인
재무 분석을 수행하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주요 재무 비율을 검토
하고 그간의 추세를 검토하고 업계 평균과 비교한 후 자체적인 추정을 이
용하여 업체에 예상되는 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시설
도 검토할 것이다. 매수인은 시장 환경도 조사해야 한다. 매수인이 실사에
서 검토할 매도인의 정보 가운데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 회사 장부와 기록
◦ 재무 서류를 비롯한 재무 정보
◦ 고용 관련 자료
◦ 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기타 클레임을 비롯한 우발적 채무
◦ 매도인의 약관과 계약, 기타 협정
◦ 독점권
◦ 공장, 재산, 장비
◦ 보험
◦ 판매 및 마케팅
한편 매도인도 매수인의 신용 기록과 경영 경험, 명성, 향후 사업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자체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매도인의 프랜차
이즈 시스템이 매각 후에도 계속 이용될 경우 중요하다.
라. 기업 공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자원이 적절한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기업 공시를 출구전략으로 고
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성공할 경우 수익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
과정에 수반되는 변호사와 회계사, 컨설턴트 수임료가 거액이기 때문에 상
당한 위험도 수반된다. 또한 IPO 시장 일반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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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IPO를 달성하는 데는 무수한 요건과 제약이 뒤따른다.
마. 파산(Bankruptcy)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출구 전략 옵션을 실행할 수 없고 재정적 의무도
이행할 수 없다면, 파산이 유일한 옵션이 될 수 있다48). 파산 절차는 채무
자가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채권자가 개시할 수 있다. 미국 파산법은 채
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보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파산 절차에는
기본적으로 7장 파산과 11장 파산이 있다.
◦ 7장 파산(Chapter 7 Bankruptcy): 7장에 따른 파산 제출은 청산이
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파산 절차 유형으로 채무자는
자산을 분배한 후 재정 의무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재정
채무에서 면제된다. 이 과정은 채무자의 비면제 재산을 추심하여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수탁인의 지명을 수반한다.
◦ 11장 파산(Chapter 11 Bankruptcy): 11장 파산은 구조조정이라고
도 하며, 채무자가 계속해서 업체를 통솔하고 여기에서 발생하
는 수익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채무자는 구조
조정 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
과 채권자가 계획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 절차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7장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파산을 선언하면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술 및 운영상의 지원과 프랜
차이즈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공급망, 운영 절차, 기타 확립된 시
스템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지속적인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특히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자금을 모아 브랜드 소유권과 프랜차이
즈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 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을 지속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8) 현재의 경기침체로 파산신청 건수를 크게 늘었다. 미국파산협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업체 파산 건
수는 14,319건으로 2008년에서 64% 급증하였으며 지난 15년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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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전략
(STRATEGIES FOR MARKET ENTRY FOR KOREAN COMPANIES)
1. 들어가는 말(INTRODUCTION)
프랜차이즈는 미국에서 성숙하고 정교한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대다수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진출하기 위
하여 기존 프랜차이즈 개념 및 사업 모델을 새롭게 개선하는 버전은 계속
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 기업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안고 있는 과제와 기
회는 이미 앞서 설명했으며, 본 5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계획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한다.

2.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KOREAN FRANCHISES IN THE U.S.)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상당수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프랜차이즈 사
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려움과 치열
한 경쟁을 반영하듯 실제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은 소수
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아직 기획 단계나 초기 창업 단계로 일부는 프랜차
이즈보다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 미국 내 한국 브랜드(Korean Brands Doing Business in the U.S.)

한국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지배적인 분야는 퀵서비스 레스토
랑 부문이다.49) 이 가운데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활발
하게 활동하는 한국 브랜드는 레드망고다50). 레드망고는 2년 만에 미국 전
역에 약 60개 점포로 성장하였다. 레드망고의 장점은 미국 프랜차이즈 업
계의 존경을 받는 유능한 베테랑으로 2008년 추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49) 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이 카테고리는 제한 서비스 식사 장소와 카페테리아, 패스트푸드 식당, 음료바,
아이스크림점, 피자 배달점, 캐리아웃 샌드위치점, 도넛과 쿠키, 베이글을 즉석에서 굽는 캐리아웃 서
비스 숍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카테고리는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이나 “퀵 캐주얼
레스토랑”이라고도 한다
50) 레드망고는 1부, 26페이지에서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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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막강한 경영진으로 구성된 조직에 있다. 이와 같이 인프라가 확고
하기 때문에 레드망고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주르와 파리바
게뜨도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사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양대 브랜드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점포가 몰려 있으며 현재 10 내지 20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뚜레주르는 캘리포니아와 주요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마치고 프랜차이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치킨 AWR 카테고리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손꼽히는 교촌과 BBR 치킨도 현
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죽이나 한스 비빔밥, 초당 순두부 같은 브랜
드도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 브랜드도 많이 있다. 대다수 한국 브랜드는 정식 등록 프랜차이
즈가 아니며, 일부는 “라이선싱”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일부는 한국 본
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관리하고 일부는 현지 대행사나 대리인이 운영한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현재 한국 브랜드를 모두 합해도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 점유율은 크기 않다. 이들은 미국에서 성숙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할 시간이나 자원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는 인
력과 자금 면에서 장기적으로 막대한 자원의 투자를 수반한다. 특히 다양
성이 심화된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취합하여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
즈 인프라를 수립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나 어려운 과제이다.
2-2. 한국 브랜드의 장점(Advantages for Korean Brands)

그러나 한국 브랜드의 시장 환경은 불리하지 않다. 미국에는 한인 인구가
많다. 민족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에 사업을 성공리에 진출시킨
유명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례도 있듯이, 한국 브랜드는 미국 전역의 한인
속에서 기존 고객 기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51). 이런 전략은 이미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거의 모든 한국 브랜드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브랜드는 대부분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며, 나머
지는 대부분 뉴욕에 몰려 있다. 이들의 전략은 상당히 솔직하다: 즉 한인
사회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한인사회 안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 공급망 안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고객 선호도를 익
51) 1부, 42페이지 미국 주요 도시 한인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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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 그런 다음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 뉴욕과 같은 다른 대규모 한인 사
회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적절한 프랜차이즈 인프라가 완비되면 개념을 주
류 시장에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사업상의 관점에서 볼 때 브랜드에 친숙한 대규모 고객 기반의 존재가
부여하는 이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합
리적이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출범 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
능한 인재뿐 아니라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자도 많이 있다. 이들이 한국 브
랜드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경쟁 우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한국 브랜드의 미국 프랜차이즈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
(CRITICAL ELEMENTS TO SUCCESS IN FRANCHISING IN THE
U.S. FOR KOREAN BRANDS)
프랜차이즈에 성공하는 방법뿐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
해서도 무수한 서적이 나와 있다. 본 논문의 설명은 전부 직접적으로나 간
접적으로 한국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설 때 이해해
야 하는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좌
절시키는 다양한 함정도 설명하고 있다. 본 절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성
공적인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요약한다.
3-1. 시장 조사 및 실사(Market Research and Due Diligence)

이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다. 한국 프랜
차이즈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투자의 규모
에 따라 시장과 미국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시장 조사와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개념의 실행가능성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교수가능성, 안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브랜드를 검토해야 한다.
3-2. 현지화(Localization)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범적인 “미국식”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되
는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념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 개념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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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기준뿐 아니라 경영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
의 미국 사무실은 직원 구성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한국식 운영과 흡사한 경우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출범시키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을 감안할 때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목표는 단순히 미국 전역 한인사회에 점포를 개
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한인사회는 거대한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궁극적인 과제는 주류
소비자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성장하는 이 되어야 한다. 영업 표준 뿐 아
니라 행정 기준 면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현지화 노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3-3. 기본형 점포(A Prototype Store)

미국 프랜차이즈를 위한 핵심 요건은 기본형 점포를 개발하고 1년 이상
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점포를 통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운영 문
제를 해결하고, 신제품을 시험하고, 재정적 관점에서 점포의 실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기업의 정체성과 평판을 세우는 곳이다. 기본형 점포의 운영 방
식을 통해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준비도를 알
수 있다.
3-4. 충분한 자본화(Sufficient Capitalization)

국내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실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금 부족이
다. 미국 사무실을 개설하고 기본형 점포를 개점하는 것에 덧붙여, 한국 프
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서류와 프랜차이즈 등록을 준비하는데 막대
한 법 및 회계 수임료도 지불해야 한다. 미국 운영에서 성공할 기회를 얻
으려면 충분한 자본을 할당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3-5. 경영진(Management Team)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대할 때 전문성과
전문 지식, 열정을 증명해야 한다. 핵심 요직에 숙련된 미국 인력을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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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체 비용이 상승하고 내부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적절한 인사 균형 유지는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시
스템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자 채용
면에서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미국 인력이 프랜차이즈에 제공할 가치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3-6. 법 준수(Compliance with Laws)

법적 요건 준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프랜차이즈 공
개자료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 계약을 비롯한 적절한 문서는 프랜차이
즈 시스템에 대단히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등록은 프랜차이즈의 선결 요건
이다. 비등록 프랜차이즈 판매는 불법이다. 이런 기본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모집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없을 것이다.
3-7. 전문가 고문(Professional Advisors)

변호사나 회계사, 프랜차이즈 개발 전문가, 프랜차이즈 마케팅 컨설턴트,
홍보 대행사 등의 전문가 고문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미국 프랜차
이즈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법 준수와 프랜차이즈 마케팅, 현지 기업 관행 및 소비자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개념 변경, 지원 전문가 및 판매업체 식별, 시범 점포
의 개설 등과 같이 중요한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
고문을 고려할 때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들의 자격과 경험을 고려할
뿐 아니라 고문의 책임과 해당 보수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3-8. 현지 대행사 선정(Selection of Local Agent)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흔히 실수하는 분야는 현지 대행사 선정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현지 대행사의 관계나 신뢰 수준을 불문하고 한국 프랜
차이즈 사업자를 대행하는 현지 대행사는 미국 프랜차이즈 규제 제도와 일반
프랜차이즈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신용
이력이 모범적이고 업무 경험에 흠집이 없는 현지 대행사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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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행사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위해 업무를 진행할 때 부정확
할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진술한다.
이것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결정적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부정
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현지 대행사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대행사를 선정한다면 현지 대행사의
미국 내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9. 프랜차이즈 방식 선택(Selection of Franchise Method)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대다수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직접 프랜차
이즈에 종사하고 있다. 직접 프랜차이즈는 이점이 많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운영에 충분한 자본을
할당할 능력이 있다면 직접 프랜차이즈가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충분한 자본력이 없다면 직접 프랜차이즈
는 가능한 옵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정된 자본으로
직접 프랜차이즈를 고집한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부당한 압력이 되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미국 운영이 붕괴될 것이다.
자원이 한정된다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개발 접근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프랜차이즈 사업
자의 자본 투자를 줄이면서도 신속한 점포 개발과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그래도 직접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다면 뉴욕
주 등 특정 지역에 지역 개발권을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용 자원에 해당하는 프랜차
이즈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4. 성공한 해외 프랜차이즈(SUCCESSFUL FOREIGN FRANCHISES)
본 섹션은 미국 프랜차이즈 개발과 운영에 성공을 거둔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Cartridge World, El Pollo Loco, Red Mango 등
3개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성공한 길은 전혀 달랐다. 이들이 걸어온 길과
관계없이 성공한 프랜차이즈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독특한 개념, 강
력한 경영진, 적극적인 개발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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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ARTRIDGE WORLD
가. 요약
기술 발전에 힘입어 프린터는 이제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만큼 보편화되었다. 프린터에 대해 가장 공통된 불만은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의 토너 카트리지의 높은 비용이었다. Cartridge World는 카
트리지를 재활용 및 리필 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연혁
Cartridge World는 1991년 Bryan Stokes가 호주에서 창업하였다. 창업 당
시에는 Australian Cartridge Co.였다. 나중에 Paul Wheeler가 합류하여 회
사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1999년 상호를 Cartridge World로 바꿨다.
Cartridge World는 2002년 미국 운영을 시작했으며 세계 본사도 미국으로
이전했다.
Cartridge World와 이와 유사한 애프터마켓 카트리지 리필 회사의 성공
으로 인해 HP나 엡슨과 같은 거대 프린터 제조사들은 800억 달러에 달하
는 프린터 카트리지 시장에서 카트리지 리필 회사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이
기 위해 획기적인 제품을 고안해 내야 했다. Cartridge World는 미국 국내
외에서 최대 카트리지 리필/재제조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다.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Cartridge World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며 점포 사업자는 사전 기
술적 능력이 없어도 된다. 미국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점포를 개장하기
전에 최대 80시간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8,000
평방피트에 달하는 회사의 첨단 시설에서 열리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사업과 기술, 시장에 대해 학습한다. 종합 훈련 프로그램은 기술 랩 실습과
POS 시스템 교육 뿐 아니라 마케팅과 운영 훈련도 포함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3만 달러, 지속적인 로열티 요율은 6%다. 초기 투자금
은 130,100 달러부터 204,600 달러가 소요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 가운데 약
40%는 점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종업
원 수는 평균 3명이다. 프랜차이즈 점포는 일반적으로 근접성과 편의성을 제
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 근접한 교외와 도시 간 위치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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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공 요인
Cartridge World의 고객 범위는 개인과 업체, 프린터를 사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회사는 Cartridge World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광범위한 고객을 이용할 수 있다.
Cartridge World의 제품과 서비스는 프린터 카트리지의 높은 비용에 대
해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 Cartridge World는 고객에게 저렴한
옵션을 제공한다. 품질이 우수한 리필 및 제조 프린터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특히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무용품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수 서비스가 되고 있다.
비용 절감의 우위에 덧붙여, Cartridge World는 품질을 훼손하지 않고 프
린터 카트리지를 리필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환경 문제도 해결
하고 있다. Cartridge World는 이를 통해 매년 기업과 학교, 조직, 일반 소
비자가 폐기하는 카트리지 9백만 대 이상이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이 같은 기여는 회사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이미지와
평판을 크게 향상시켰다.
Cartridge World는 첨단 기술과 공정을 이용하여 재활용 카트리지의 품질
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쾌적함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Cartridge World는 리필 카트리지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입일 이후 90
일 안에 반품하는 고객에게는 100% 환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Cartridge
World는 고장 난 카트리지의 수리나 새 제품 교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
Cartridge World는 해외 프랜차이즈를 위해 세계 본사를 호주에서 미국
으로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이전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마. 주요 정보
- 업종: 프린터 카트리지
- 설립일: 2002
- 프랜차이즈 개시일: 2003
- 총 점포 수: 628 U.S. (1014 non-U.S.)
- 본사: Emeryville, CA, USA
- 홈페이지: www.cartridgeworldusa.com
- 전화번호: 1-888-99-REFILL
- 2006년과 2007년, 2008년 프린터 카트리지 카테고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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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랜차이즈 성장 추세
연도
2009
2008
2007
2006
2005

미국 프랜차이즈
628
681
602
457
234

비미국 프랜차이즈
1014
1015
903
812
707

4-2. EL POLLO LOCO

가. 요약
미국 치킨 패스트푸드 시장은 오래 동안 프라이드치킨 체인인 KFC와 파
파이스가 지배해 왔다. 그러나 가볍고 몸에 좋은 대안을 찾는 소비자가 점
차 늘어나면서 프라이드치킨 수요는 하락세를 걸어 왔다. 숯불구이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퀵서비스 레스토랑 체인인 El Pollo Loco는 숯불구
이 치킨과 관련 멕시코 음식을 이용하여 건강에 좋은 프라이드치킨을 제공
함으로써 성장세를 구가하였다.
나. 연혁
1975년 Juan Francisco "Pancho" Ochoa는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작은
소도시, Guasave에 치킨 노점을 열었다. 마을 주민들은 Ochoa의 "El Pollo
Loco”를 처음 맛봤다. 그의 식당 개념은 처음부터 이 이름으로 불렸다.
모친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을 이용하여 Ochoa는 약초와 양념, 열대과일주
스에 치킨을 절인 다음 숯불에 구웠다. 치킨은 현지의 애호 식품이 되었고
El Pollo Loco 개념의 급성장을 도왔다.
치킨 노점을 시작한 지 4년 후 Ochoa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멕시코
북부 20개 도시에 85개 점포를 개장하며 눈앞에 펼쳐진 기회를 최대한 이
용했다. 1980년 Ochoa는 로스앤젤레스 Alvarado Street에 El Pollo Loco를
개장하였으며 Guasave에 처음 노점을 차렸을 때보다 큰 성공을 누렸다. 38
명을 수용하는 로스앤젤레스 식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첫 해에만 무려
2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초기 성공은 적극적인 확장으로 이어졌다. 1983
년 미국 내 El Pollo Loco 식당은 미국 회사에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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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El Pollo Loco의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은 단일 점포 프랜차이즈를 모집하
지 않는다. 4년 안에 El Pollo Loco 점포를 3개 이상 개발하기로 약정하는
순자산 150 달러의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다점포 프랜차이즈만 제공한다.
El Pollo Loco의 초기 총 투자액은 502,000 달러-1,100,000 달러 선이다. 최
초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점포당 4만 달러, 지속적 로열티는 4%다. 종업원
수는 정직원 평균 8명, 파트타임 17명이다.
라. 성공 요인
El Pollo Loco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페인계가 몰려 있는 지역에 1호점을
개장하며 미국에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미국 대중
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1호점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성공으로 미국에서 사세를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기틀을 다졌다.
El Pollo Loco는 기존의 프라이드치킨 시장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숯불구
이 치킨 메뉴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회사는 건강에 좋은 프라이드치킨
의 대안을 홍보하여 건강에 민감한 미국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El Pollo Loco의 장기적인 성공은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허브
와 양념, 열대과일 주스의 특수 비법에 신선한 닭은 절여서 상을 받은 독
특한 “pollo”를 준비한 데서 기인한다. 양념에 절인 치킨을 숯불에 구워
손으로 찢은 다음 따뜻한 또띠야와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제공한다. 메뉴
는 미국 소비자도 이미 친숙한 신선하고 맛이 좋은 멕시코 요리가 주 메뉴
이다. 마지막으로 El Pollo Loco는 매일 갓 만들어 셀프 서비스로 판매하는
다양한 살사가 특징한 프레시 살사 바도 유명하다.
El Pollo Loco는 다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만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기 때
문에 경험이 많고 자금이 풍부한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마. 주요 정보
- 업종: 치킨과 멕시코 음식
- 설립일: 1980
- 프랜차이즈 개시일: 1980
- 총 점포 수: 413 (프랜차이즈 247 개, 직영 166 개)
- 본사: Costa Mesa,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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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elpolloloco.com
- 전화번호: 1 877-EPL-4YOU
바. 프랜차이즈 성장 추세
연도
2009
2008
2007

미국 프랜차이즈
413
389
359

4-3. RED MANGO
가. 요약
한국에서 유명한 새콤한 냉동 요구르트가 미국에 상륙했다. 핑크베리와
레드망고는 급성장세를 보이는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선두를 놓
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냉동 요구르트 프랜차이즈
레드 망고는 프랜차이즈의 지형을 노련하게 답사하여 미국 프랜차이즈 시
장의 대표 주자가 되는 한편 미국 고객의 마음을 끌었다. 레드망고는 상대
적으로 신생 프랜차이즈지만 한국 출신의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돋보이
고 성공을 거두었다.
나. 연혁
레드망고는 2002년 한국에 설립된 냉동 요구르트 체인이다. 사장 겸 CEO
다니엘 김이 미국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 레드망고는 2007년 7월 로스앤젤레
스 UCLA 인근 웨스트우드 빌리지에 1호점을 개장했다. 2008년 3월까지 레
드망고는 미국에 20호점을 개장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30호점까지 개장했
다. 2008년 8월 레드망고는 사모 투자 금융으로 1,200만 달러를 조달하여
2008년 9월에는 40호점, 2009년 5월에는 50호점을 개장할 동력을 얻었다.
2009년 7월 레드망고는 본사를 텍사스 주, 달라스로 이전하였다.
다.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레드망고의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은 1호점 프랜차이즈 수수료 35,000 달
러, 2호점 25,000 달러가 소요된다. 지속적인 로열티는 총매출의 6%다. 레
드망고 점포 초기 투자 총액은 261,000 달러부터 437,600 달러 선이다. 점
미국

173

포 평균 매출은 연간 50만 달러 선이다.
레드망고는 업계를 선도하는 매핑과 부지 선택 툴을 이용하여 신규 부지
물색을 돕고 있다. 이상 장소의 조건을 협상하고 선택하는 단계별 과정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레드망고는 미국 유수의 마케팅 대
행사와 제휴하여 지속적인 전사적 마케팅과 현지 점포 마케팅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효과적인 개점으로부터 쌍방향 마
케팅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레드망고의 혁신적인 마케팅 지원
의 덕을 보고 있다.
라. 성공 요인
레드망고는 프랜차이즈 개념에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의 요소를 본격적으로
통합하였다. 레드망고는 살아 있는 활성 배양균 요구르트에 대한 미국요구르트
협회의 기준에 부합하지만 경쟁사는 이를 따라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강한 구성요소는 좋은 맛과 결합하여 미국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레드망고는 적극적으로 건강을 의식하는 고객이 요구르트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감각적이고 편안하며 기분 좋은 점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 점포는 저절로 눈길이 가도록 설계하고 편안한 의자와 힙합
뮤직으로 “레드망고 체험”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포 환경은 레드망고를
차별화시키는 요소다. 적극적이고 건강에 민감하며 잘 먹고,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현대 고객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레드망고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레드망고 이사장은 Blockbuster, Taco Bell, Circle K의 회장 겸
CEO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수석 운영 부사장도 역임했다. 다른 경영진도
주요 프랜차이즈 그룹의 경영 경험이 풍부하다.
레드망고는 인상적인 경영진과 함께 미국에 진출한 1년 후인 2008년
12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투자로 공격적인 개발 프로그램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여 레드망고가 미국 냉동 요구르
트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레드망고는 최근 세계 최대 통합 식품 및 시설 관리 기업으로 손꼽히는
Sodexo와 10년 마스터 라이센시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10년 안에 Sodexo가
관리하는 부지에 레드망고 점포를 개장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레드망
고는 성장의 고삐를 당겨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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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정보
- 업종: 냉동 요구르트
- 설립일: 2007
- 프랜차이즈 개시일: 2007
- 총 점포 수: 68 (U.S.)
- 본사: Dallas, TX, USA
- 홈페이지: www.redmangousa.com
- 전화번호: 1-214-302-5910
바. 프랜차이즈 성장 추세
현재
2009년 5월:
2008년 9월:
2008년 7월:
2008년 3월:
2007년 12월:

68
50
40
30
20
8

5. 한국 기업에 유망한 프랜차이즈 업종
(PROMISING FRANCHISE CATEGORY FOR KOREAN COMPANIES)
5-1. 문구류 및 선물 프랜차이즈(Stationery and Gifts Franchise)

앞서 논의한 유망 프랜차이즈 업종에 덧붙여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한
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분야는 미국 문구류 및 선물 시장이
다. 미국 사무용 문구 시장의 규모는 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약 5,700개 점
포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구류 시장은 2008년 4.2% 성장하여 734억 달
러의 규모를 자랑한다. 2013년까지 전 세계 문구류 시장은 2008년에서
23.8% 증가한 90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은 대부분 사무용품류를 판매하는 초대형 사무용품점이 지배하
고 있다. 대형 서점 체인도 좁은 공간에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다. 문구류
및 선물류 소매점 개념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상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
로 키티 제품의 디자이너 Sanrio 점포이다. 그러나 Sanrio는 미국에 가맹점
을 두지 않는다. 이곳은 Sanrio 제품뿐 아니라 다른 제품 라인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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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정을 통해 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anrio(헬로
키티) 제품 뿐 아니라 수입 모닝 글로리 상품이 한 점포에서 판매되는 것
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Sanrio는 선물과 문구류, 전 연령대 여성의 패션 액세서리 상품 컬렉션을
개발, 보급하고 라이선스를 교부하고 있으며 2009년 창립 35년을 맞이한다.
Sanrio의 대표 브랜드 헬로 키티 라인은 한 해 매출 10억 달러가 넘는 라이
선싱 협정을 개발했다. 백화점과 전문점, 전국 체인점, 85개 Sanrio 부티크
숍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 약 12,000곳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문구
류와 선물점 개념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미국 내에 경쟁자가 없는 실정이다.
경쟁이 가열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 문구
류와 선물 시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
에 속한다. 문구류 및 선물 시장에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지난 몇 년 간
조직과 상품화 프로그램 면에서 성숙도와 정교화가 크게 향상되었다. 캐릭
터 상품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캐릭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도 많다.
한국 기업은 기획을 제대로 하면 미국 시장에서 Sanrio의 아성에 도전하는
동시에 미국 문구류와 선물 제품의 소비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
5-2. 시장 접근 전략(Market Approach Strategy) – 모범사례(Example)

본 책자에서 이미 논의한 전략에 덧붙여, 문구류와 선물 프랜차이즈 개
념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은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유통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시장의 전통적인 자영
점 개념은 한국 기업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가중된다. 장소를 물색하
는 것뿐 아니라 부담이 많이 되는 임대계약 체결에 자원을 할애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 더욱이 점포 전체가 단일 기업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을 만큼 제품의 구색을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국 기업은 문구류 및 선물 코너를 새로 설치하고 제품 판매를 개선하
는 데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전의 전국 또는 지역 체인점과 유통 협정
을 체결하는 대안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체인점은 서점이나 백화점, 의류
점, 카페 등이 될 수 있으며 모두 문구류와 선물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
업이 제공하는 각종 제품을 수용할 수 있다.
초기 협정은 규모는 작지만 독특한 설계의 랙(rack)을 다양한 크기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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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점포에 배치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구축할 수 있
다. 점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독특한 문구류와 선물 제품을 고객에서 선보
인다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한국식 문구류와 선물 제품은 미국 소비자
에게 비교적 생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매 체인점은 기존 제품 믹스에 이
런 유형의 제품 라인을 추가하는데 진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개념의 생존 가능성을
계속 평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랙(rack)” 개념을 프랜차이즈 할 것
인지, 별도 기본형 점포를 개발하여 독립된 프랜차이즈 점포 접근방식의
토대를 마련할 것인지도 검토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결정은 물론 시장 조
사와 실사, 관련 법규 준수와 같이 미국 프랜차이즈 성공에 필요한 제반
요소에 대해 본 논문에서 논의한 여러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6.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패(FRANCHISE FAILURES)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특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프랜차이즈가 실패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본 섹션은 프랜차이즈 실패에 대해 흔히 인용되는 원인을 검토한다.
6-1. 점포 과다(Too Many Corporate Stores)

프랜차이즈에서 성패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개념에서 시작된다. 일부 프랜
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개념을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프랜차이즈를 시
작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 뿐 아니라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시스템
을 준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노력과 투자에 상응
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대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차지하는 개념의 타당성도 변할 수 있다. Bennigan's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일부 소
비자는 외식비를 줄였다. 한때 당연시되던 외식이 이제는 작은 사치로 여겨
질 수 있다. 외식은 소비자가 가계부에서 쉽게 줄일 수 있는 분야가 되었다.
Bennigan's는 특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점포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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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같은 소비자 행동 추세가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느꼈다. Bennigan's
가 폐업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자 소유 점포가 138개, 직영점이 150개였다.
직영점 개발 경로는 비용과 위험 부담은 크지만 수익률은 높은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사회가 평온하면 매출과 수익 증가라
는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흔들리면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
다. 직영점 손실이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창출하는 로열티와 기타 수익을
초과하면 모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진다. 점포의 실적이 떨어지자 추가 프랜
차이즈를 매각하거나 직영점을 여는 것도 어려웠고, 이는 자금유통의 우려
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직영점 개발을 계획할 때 위험 부담을 면밀히 평
가해야 한다.
6-2. 자본 부족(Lack of Capital)

프랜차이즈는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사세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무엇보다 적절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해
외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거액의 법률 및 개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 단계에 사용할 운영 자본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운영 자본은 크게 인건비
와 프랜차이즈 마케팅 등 2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자
는 흔히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가
정하여 두 분야에 할애하는 자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런 기대를 달성하지만,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쟁에서 낙오된다. 프랜차이즈 로
열티가 규칙적으로 들어오려면 초기 판매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식 QSR 개념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턴키 계약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판매를 수반하는 개발 계획을 세웠다. 즉,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유망 점포를 자비로 인수하여 식당을 건설하여 프랜
차이즈 가맹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턴키 식당 인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프랜차이즈 가맹자 다수가 초기 식당에 프리미엄을 지불했
다. 자본은 부족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과욕이 앞서 프랜차이즈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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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부지를 취득하여 식당을 신설했다.
경기가 둔화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관심이 시들기 시작하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일부 점포를 판매하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해졌다. 현금유통에 막
대한 타격을 입혔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결
국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하였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개념의 어려움에 자본 부족이 겹치면 성장이 빠를수
록 문제는 더 악화된다. 고속 성장은 그 성격한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한정
된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자본도 빠른 속도로 고갈된다. 이런 피해를 입은 대
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유명한 Mrs. Fields 쿠키 체인과 TCBY 냉동 요구르
트 시스템을 소유한 Mrs. Fields Brands였다. 심각한 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Mrs. Fields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 선언 당시 Mrs. Fields의 채
무는 2억 6,100만 달러로 자산 1억 3,5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웠다. 부채
이자만 2,100만 달러, 즉 연간 수입 9,000만 달러의 약 4분의 1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충분한 운영 자본을 할당하는 동시에
가용 자본에 해당하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다.
6-3. 비효과적인 경영(Ineffective Management)

앞서 논의한 자본과 개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자 실
패로 이어지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경영 부실이다. 모범적인 경영진은 제
대로 준비되지 않은 개념을 프랜차이즈하지 않는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스
템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념을 신속하게 변경한다. 무엇보
다 모범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진은 적극적인 성장 계획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모범 경영의 대표 사례는 냉동 요구르트 업계의 대표 주자 레드망고와
핑크베리다. 두 회사 모두 충분한 자본 없이 창업했다. 그러나 초기 점포
성공 이후 양사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업계 선도 기업으로부터 추가 자본을
조달할 기회를 추진하였다. 핑크베리는 스타벅스 창업자가 이끄는 벤처 캐피
털 기업에서 2,750만 달러를 조달했고, 레드망고는 Blockbuster, Taco Bell,
Circle K의 회장 겸 CEO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수석 운영 부사장도 역임한
이가 주도하는 투자그룹에서 1,200만 달러를 조달했다. 풍부한 자본뿐 아니
라 이들은 신규 자본의 주입과 더불어 인상적인 경영진도 영입할 수 있었다.
레드망고 뿐 아니라 핑크베리는 경영진이 자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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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이 있는 프랜차이즈
의 대표적인 모범사례이다. 이에 비해 무능한 경영진은 사업을 망하게 만드
는 길을 찾는다. 무능한 경영진은 무수히 많은 장소와 방법으로 조직을 전염
시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경영진을 냉철히 검토하여 회시가 추진
하는 성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비전과 능력, 기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6-4. 시장 포화(Market Saturation)

프랜차이즈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유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이 유사 제품이나 서비스로 포
화상태라면 다른 지역이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출범한 다양한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식당이 시
장 포화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외견상 이런 식당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에
게 고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쳤다. 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도 없었고 다양한 비빔밥 메뉴를 선보인 식당도 없었다. 초기에는 로스앤
젤레스 전역에 한국 식당 체인점 몇 곳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
스에는 비빔밥을 메뉴로 제공하는 한국 식당이 아마 수백 곳이 있기 때문
에 이런 식당에 대한 관심은 차츰 낮아졌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 비빔밥
식당을 확장한다는 한국 식당의 체인점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7. 맺는 말(CONCLUSION)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프랜차이즈로 가는 길에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난관이 무수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난관은 난공
불락의 것이 아니다. 주도면밀한 전략 기획과 미국 프랜차이즈 법 및 시장
환경을 이해하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가장 크고 정교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힘들지만 보람찬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면함과 풍부한 자원, 불굴의 기
업가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미국 프랜차이즈 시
장에서 중요한 경쟁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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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작성
1. 개요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s)
사이의 관계를 정한 핵심 문서로서, 구속력을 가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를 명시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있는 이들 대
부분의 규정은 마스터(master)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서브(sub) 프랜차이즈
계약서 또는 지역 개발(area development) 계약서 같은 그 밖의 관련 계약
서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본사의 기업 철학이 반영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격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 연구
와 전략적 기획 및 사업 경험에서 우러난 전략적 목표와 목적이 반영되어
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사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일성과 일
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탄력적으로 수정
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2.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을 협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1.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반적인 협상 관행

어떤 계약에서든지,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원
칙주의부터 “무엇이든 협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까지 다양한 협상
방법이 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협상할 때 “간단할수록 좋다”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상 본사가 가맹점과 협상할 때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시스템 전반에 걸
쳐 통일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프랜차
이즈 계약 조건이 각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면 프랜차이즈의 중요
한 특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수천 개는 아니더라도 수백 개의 가맹점
을 두려고 구상 중인 본사가 매번 계약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면 실무적으
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몇 군데 가맹점에만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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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한 어떤 내용을 들어줄지라도, 결국 나머지 가맹점들도 동일한 대
우를 요구할 것임이 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실제로 본사가
가맹점과 너무 자세하게 협상하는 것을 기피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광범위한 협상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본사가
통일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각종 규정과 주의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
이다. 각 주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
약문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등록된 계약 조건을 수정할 때마
다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된 변경사
항만 따로 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조건을 협상할 때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는 자세가 항상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본사들은 프랜차
이즈 시스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맹점의 우려사항도 해결해
주려는 균형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독특한 성
격 때문에, 계약 조건을 수정해달라는 가맹점의 모든 요청은 경제적이나 품
질관리 차원에서뿐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
지만, 이상의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본사는 가맹점이 되려고 희망하는 사
람들과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2-2. 협상 준비

본사는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서 가맹점 후보자가 제출한 신청 양식에
기록된 정보뿐 아니라 후보자의 신용 이력과 업무 경험 및 범법 사실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세히 평가해야 한다. 또 후보자가 프랜
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평
가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 신청자와 협상에 임하기 전에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비롯한 일체의 기본 문서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5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때는 적어도 본사에 대한 정보와 사업 내역
및 계약서 조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53) 본사는 프랜차이즈
52) 본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후보자와 예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터 프랜차이
즈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가 사전에 승인한 양식과 언어로 작성한 기본 계약서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53) 연방 거래 위원회(FTC)의 규칙에 의하면, 본사가 공개해야 하는 문서는 가맹점 후보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나 본사의 계열사에게 해당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관련된 금액이 지불되기 적어도14일 전에
가맹점 후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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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저들
로 하여금 법률 고문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용되는 부대 계약

본 계약에 덧붙여서, 본사와 가맹점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
해 통상 사용되는 다양한 부대 계약서가 있다. 이들은 변호사가 본사의 관
리 팀과 긴밀히 상담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개인 보증서: 많은 경우에,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이행하
고 세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 형태를
취한다. 개인 보증서는 프랜차이즈 법인의 각 주주가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분담할 것을 서명한 문서다. 각 주주가 서명한 개
인 보증서 사본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첨부된다.
나. 임대 계약의 승계 옵션: 본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이 모종의 이유로
인해 종료될 경우에 가맹점이 건물/토지 주인과 체결했던 임대 계
약상의 임차인 자격을 즉시 승계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다. 종업원에 대한 경쟁적 상행위 금지와 비밀 공개 금지 약정: 프랜차이즈
에 속한 모든 종업원이 이 약정을 지켜야 하는데, 종업원은 자신에게
공개되었던 모든 정보의 비밀을 지켜져야 하며, 퇴직 후 근무하던 프랜
차이즈와 경쟁적인 상행위를 할 수 없다(non-competition restriction).
라. 가맹점의 사전 합의 금액 지불 승인: 이 승인을 근거로 본사는 가
맹점이 지불하기로 한 로열티와 기타 수수료를 가맹점의 구좌에서
가맹점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직접 인출할 수 있다.
마. 종합적인 면책: 이 문서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전, 양도
또는 갱신할 때 서명하는데, 이는 가맹점이 본사에 대해 갖고 있
던 기존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면제시켜준다는 내용이다. 종합적
인 면책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전이
나 양도 또는 갱신을 승인할 때 요구된다.

미국

185

2-4.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의 전달

연방 거래 위원회(FTC)의 규칙은 본사가 공개해야 할 문서를 가맹점 후
보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나 본사의 계열사에 해당 프랜
차이즈의 판매와 관련된 금액이 지불되기 적어도 14일 전에 가맹점 후보자
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본사는 일단 가맹점
응시자의 관심이 진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개해야 할 문서를 전달하
고 있다. 그런 다음에 본사는 응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저들의 배
경 정보와 사업 경력 및 인적 자산을 검토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신청
자의 신용도와 과거의 경력을 확인한다.
신청자의 능력과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공개
문서가 전달된다. 해당 법률은 이런 문서를 직접 당사자에게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통신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많은 본사들이 직접적인 전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청
자를 다시 만나서 저들을 개인적으로 거듭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자가 수령한 프랜차이즈 관련 문서와 첨부된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때 본사가 신청자에게 일체의 문서
를 변호사와 검토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2-5. 가맹점 신청자와의 의사소통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특히 계약서)는 복잡한 법률 문서이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곤 한다. 신청자의 변
호사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본사도 사내 법률 부서나 전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본사는 거래 상대방이 지명한 변호사를
통해 제기되는 모든 법률적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체 법률 부서
나 외부 변호사에게 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본사가 신청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 제3자의 참여: 일부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 신청자를 조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나 연락 사무소 같
은 제3자를 활용한다. 이들 제 3자가 주도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신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이들에게 너무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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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청자의 정식 위임을 받지 못한 제 3자로 인해 본사에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사는 훈련된 자체 판매/개발 전
문가를 통해 신청자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서면 통신: 본사-가맹점 사이의 관계나 각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때는 문서로 하는 것이 항상 바
람직하다. 간단한 email 형식도 좋지만, 서류상의 근거가 후속 토
론에 유익하고 오해로 인한 소송을 피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본사
는 가맹점과의 중요한 논의 사항을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
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다. 가맹점에 대한 설명: 가맹점과의 모든 통신은 프랜차이즈 공개 문
서에 포함된 내용과 일치하거나 그를 보완하는 것이라야 한다. 부
정확하거나 공개 문서에 상반되는 일체의 내용은 가맹점이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에 관해 가장 보편적인 법
률 분쟁 중 하나는 본사가 제시한 소득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소송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시한 영업 매출이나 소득 또는 이익에
관한 예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이런 자료는 해당 법에서 엄격
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예상 소득에 관한 일체의 전
망을 문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공개 문서에 그런 전망
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도 소송 사유가 된다.

3.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의 핵심 요소
3-1. 권리의 부여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통상 본사가 해당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부여하는 권리에 관한 조항부터 시작된다. 본사는 이 규정을 토대로 아래
와 같이 주요 권리를 가맹점에 패키지로 제공한다.
◦ 상표, 서비스마크, 로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련된 본사의 기타
지적 재산
◦ 가맹점 매장 장식에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 본사의 마케팅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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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개발한 제조 방식(음식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본사의 조
리법, 조리 공식, 사양 및 공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 특별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위와 같은 권리를 오직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
라 지정된 장소나 미리 정한 지역 및 특정한 사업의 운영에 한해 부여한
다. 계약서는 또 지정된 장소나 미리 정한 지역 밖에서 본사가 동일한 권
리를 다른 가맹점에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3-2. 기간

계약서에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제
반 조건이 만족되는 조건 하에서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정해져 있다. 연장 기간은 양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 정해진다.
일부 본사는 계약 기간을 보다 짧게 정해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수료,
운영 표준, 지역 범위, 기타 제약 사항 등의 조건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 본사는 예상되는 로열티 수입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고 가맹점에 제공했던 거래 비밀과 대외비 정보가 누출될 위
험을 줄일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유리한 명당자리를 오래 유지하
기 위해 보다 긴 계약 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가맹점도 계약 기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가맹점은 기존 영업장소
에 대한 자본 투자액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회수하기를 원한다. 많은 가맹
점은 매장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프랜차이
즈 계약을 체결한다. 반대로, 본사가 매장 가치를 높여줄 서비스를 계속 지
원해줄지 우려되면, 가맹점이 비교적 짧은 계약 기간을 원할 것이고 장사
비법만 배운 뒤에 독립하려고 할 것이다.
많은 본사는 양면적인 이해관계를 따진 후에 중간 정도(예: 5-10년)로 계
약 기간을 정하고 가맹점이 원할 경우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
는 옵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사는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아래
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가맹점의 의무 준수: 본사는 가맹점이 당초의 계약 기간 중에 반복
적으로 의무를 위반했거나 갱신 시점까지 미비점과 위반사항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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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
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매장의 건물 임대 계약 연장: 매장의 위치가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
므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가맹점
이 매장의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허용된다.
◦ 프랜차이즈 매장 업그레이드: 많은 계약서는 매장을 주기적으로 업
그레이드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본사에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흔히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가맹점
이 매장을 현행 표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게 하고 있다.
◦ 갱신 수수료의 지불: 대부분의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해주
는 대신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통상 갱신과 관련된
본사의 관리비와 법률 비용을 근거로 계산된다.
◦ 최신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실행: 본사는 계약 갱신 시기를 새로운
조건의 계약서 양식을 가맹점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3-3. 지역

계약서에는 본사가 가맹점에 허가하는 지리적 영역뿐 아니라 그 지역에
서 허용되는 독점적 권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규정은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몇 마일 지역을 허용하거나 특정 도시 또는 카운티
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동일한 지역 내에서 본사의 직영점을 둘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다른 가맹점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가맹점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 받으면, 자신의 마케팅 능력
여하에 따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는 셈이다. 어느 가맹
점이 해당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면, 추가로 가맹점을 열어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본사가 시장
과 인구 통계학적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추가로 몇 개의 매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사전에 판단한 때이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 시 지역 전체에 대한 독점은 주어지지 않고 특
정 장소나 영역에 대한 권리만 부여된다. 때로는 이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간
에 팽팽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계약서에 해당 지역을 보호해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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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없으면, 본사가 기존 매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줄만큼 가까운
곳에 또 다른 가맹점을 허가할 수 있다. 가맹점은 반대하겠지만, 본사는 가
맹점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는 혜택을 볼 수 있다.
3-4.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가맹점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하자/불이행
◦ 가맹점이 어느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이 초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경우
◦ 가맹점이 적시에 모든 수수료를 완불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보고나 기록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체 매출액을 2% 이상
줄여서 보고한 경우
◦ 가맹점이 본사에 보고할 때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조작했거나 은닉
했거나 축소한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명성, 프랜차이즈 시스템/본사/제품/다른 가맹점의
명예에 해로운 것으로 믿어지는 행동을 취한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광고나 판촉 또는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운영 매뉴얼이나 비밀 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경우
◦ 가맹점이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매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로부터 독점 품목을 구입
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지방/주/도시의 건강이나 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24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사의 독점 품목을 최종 소비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즉각적인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되는 공통적인 하자/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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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권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파산
이나 구조조정 또는 채무 구제 법률에 의거 파산신청을 한 경우
◦ 가맹점이 자신의 재산을 민사재판 판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프랜차
이즈 재산을 유질 처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에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 가맹점이 가맹점의 평판에 역효과를 주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매장의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서 그 장소를 잃을지 모르는 문
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최종 판결에 의해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영업
을 하는데 필수적인 허가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사업체를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이전/판매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경우
◦ 가맹점이 계약서에서 요구된 사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연속으로 3일
이상 영업을 방기한 경우
◦ 법인이나 제휴 형태인 가맹점이 법률 등에 의거 청산되거나 해체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이 계속 져야 할 의무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규정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 가맹점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본사의 모든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고
본사의 모든 식별 마크도 제거해야 한다.
◦ 가맹점은 자신이 본사가 승인한 가맹점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 가맹점은 계약이 종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신의 재무 기록
을 본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가맹점은 본사에 일체의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과 본사에 소유권
이 있는 모든 운영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 가맹점은 본사가 본사의 지적 재산이 포함된 일부 또는 전체 표지
판, 공급 물품, 장비 및 기타 품목을 자신이 지불한 비용이나 공정
한 시장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임의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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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프랜차이즈의 수수료와 로열티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수수료의 성
격과 금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데, (1) 프랜차이즈 초기 수수료 (2) 유지
수수료 (3) 기타 개별/부수 수수료 영역으로 분류된다.
가. 프랜차이즈의 초기 수수료: 프랜차이즈 초기 수수료는 가맹점이 프
랜차이즈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가맹점이 본사
의 승인과 상표/거래 비밀/ 면허/사전 교육/각종 지원에 상응하는 보
상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가맹점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한 까닭에 본사가 프랜
차이즈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양자 간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본사는 통상 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지는 않는다.
초기 수수료는 연방이나 주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데,
정액이거나 어떤 계산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로 정액이고, 프
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지불 의무가 발생된다. 간혹 이
금액이 계약서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일부 본사
는 초기 수수료를 가맹점이 개점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불/할부 방법은 자금력
이 부족한 신청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중도에 그만둘 위험(가맹점
이 계약 종료 시점 이전에 탈퇴한 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
시할 위험)이 높아서 선호되지 않는다.
나. 유지수수료(로열티): 프랜차이즈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불하는
수수료는 로열티(royalty)라고도 불린다. 이 수수료는 흔히 가맹점
이 그 사업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근거로 계산된다. 로열
티는 통상 총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54). 이 수수료
는 그 밖에 정액 형식으로 지불되거나 수익이 늘어날수록 퍼센트
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불되기도 한다.
계약서는 계산 공식을 불문하고 가맹점에 이 수수료를 정기적으
로 지불할 것과 내부 통제와 감시용으로 정해진 회계자료를 제출
54) 총 매출액은 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모든 수익과 외상 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선의로
환불해준 금액과 악성 부채에 대한 대손 금액 그리고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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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구한다. 또 대부분의 본사는 통상 주간 단위의 지불을
선호하는데, 이는 가맹점에 재정적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미납 로열티 금액이 속수무책으로 커지기 전에 대책을 강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기타수수료: 계약서에는 초기 수수료와 로열티 외에 가맹점이 프랜차이
즈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지불해야 할 여러 개별 또는 부수적인 수수료
나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교육비
◦ 가맹점이 복수 매장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발생되는 개
발이나 옵션 수수료
◦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 홍보나 마케팅 수수료
◦ 계약 갱신 수수료
◦ 권리 양도 수수료
◦ 시험 수수료
◦ 감사와 검사 수수료
◦ 체납액에 대한 지체 이자
라. 이행 보증금: 미국에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이행 보증금(P.B,
Performance Bond)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안에
이미 가맹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비책(가맹점의 은행 구좌에서
자동이체나 개인 사업자의 개인보증 확보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행 보증금이나 선납 조건을 공개 문
서에 밝혀야 하는데, 개별 가맹점들이 이런 조건을 잘 받아들이려
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독 기관의 추가적인 감시와 지적을 받
기 쉽기 때문이다.
3-6. 교육 프로그램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은 가맹점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
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주된 수단이자, 본사가 가맹점 희망자의 적
격 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계약서에는 통상 본사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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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며, 그런 정보는 프랜차이즈 운
영 매뉴얼과 공개 문서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교육 내용과 기간: 일반적으로 교육의 세부 내용과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를 규정한 법률에서
는 본사가 초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개별 가맹점에 초기
교육의 실시 의사를 통지했다면 공개 문서에 (1) 교육 실시 장소와
시기, (2) 기간, 내용, 비용 및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금액, (3)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인지 여부, (4) 추가/보수 교육 여부와 의무적인지
여부, (5) 교관의 본사 근무 경력 등을 자세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
다. 교육 기간은 프랜차이즈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며칠에서 몇 달
이 될 수 있다.
나. 교육 요건: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본사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은 본사가 교육을 마칠
수 없거나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에 부적합한 가맹점을 가려내고
배제시키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본사가 부적격 가맹점을 탈락
시킬 때는 이미 수령한 대부분의 초기 수수료를 환불해줘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본사는 가맹점이 중도에 의욕 상실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발생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초기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계약서는 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본사는 그런 요구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패는 가맹점의 책임에 속
하고 피교육자의 교체 요청이 나중에 양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
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교육비용: 계약서는 통상 가맹점에(피교육자의 교통비와 월급을 포
함한) 일체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불토록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본사는 피교육자를 교체하거나 가맹점의 희망에 따라 추가 인
원을 교육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초기 교육비용을 별도로 청구하
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추가비용이 교육 참가 의욕을 저하시
키거나 가맹점이 교육비만큼 가치 있는 교육을 못 받았다고 소송
을 제기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사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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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되자마자 받은 초기 교육비를 고려해서 초기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라. 보수 교육: 상당수의 본사는 계약서에서 가맹점과 자사의 일부 직
원에게 의무적으로 보수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에 추가 교육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
하고 있는 본사가 있는가 하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본사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가맹점은 교육 기간 중 발생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만큼은 부담해야 한다.
3-7. 품질 관리 규정

본사가 가맹점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계약서상
의 강제 시행 메커니즘을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계약서에
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각종
규정이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품질관리와 품질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서상의 규정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
이 있다.
가. 매장의 상태와 외관: 매장의 외관에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프랜
차이즈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는 특히 이를 위해 모든
매장이 본사에서 승인 또는 제공한 표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건
설되어야 하며 모든 개조도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계약서는 또 가맹점이 매장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수리하
며 교체해서 본사의 표준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가맹점이, 특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매장을 업데이
트하고 리모델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 각 매장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일
시키는 것은 본사의 각종 마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각 매장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
과 품질을 통일시키기 위해, 계약서는 통상 가맹점이 본사의 승인
을 받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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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다.
표준화의 또 다른 요건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준비 방법과 내용 및 공급처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계약서는 상품
과 서비스의 사양과 승인된 공급업체의 지정을 계약서에 첨부되는
운영 매뉴얼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방식은 본사가 상품
과 서비스의 표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
하면,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보다 운영 매뉴얼을
보다 쉽게 개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상표: 가맹점 시스템의 상표와 서비스마크는 본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다. 마크에 대한 본사의 독점권을 보호해야 하는 중
요한 까닭은 본사와 가맹점의 상품과 서비스가 금방 식별되고 구
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매장의 외관을 통일
시키고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어떤 마크가 일반 대중에게 특정한 유형과 품질을 가진 자
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각인시키는 능력을 잃으면, 마크로서의 기
능을 잃은 것이다. 자기 마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엄격
히 통제하지 않은 채 그 마크를 가맹점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용
하는 본사는 결국 상표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가맹
점의 본사 마크 이용을 규제하는 규정은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에는 통상 가맹점이 면허된 마크를 남용하
지 않게 하는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서는 면허된 상
표와 상호가 본사의 독점 재산이고 모든 영업 권리는 오로지 본사
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에도 본사의 마크를 사용하
는 구체적 지침과 가맹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전적으로 다루는 조
항이 있다. 본 절에서는 마크의 외관과 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사가 만든 운영
매뉴얼에 상표에 관한 절이 포함됨으로써 본사가 계약 기간 중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마크의 이용 방법을 탄력
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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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가맹점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사
의 모든 재산을 본사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써 본사는 자신의 마크가 침해되지 않게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본사의 마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본사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
응 의무를 가맹점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라. 회계 장부의 기록 유지: 각 매장의 재무성과를 정확하고 효율적으
로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계약서는 가맹점에 본사의 중앙 컴퓨
터와 연결 가능한 판매 시점(POS) 관리 시스템을 구입해서 운영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매장의 재무 데이터가 실
시간으로 본사에 전송된다. 많은 본사들은 또 표준 회계 기록 관리
시스템을 서비스 패키지로 가맹점에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시
스템에서 사용되는 회계와 기장 방법을 통일시키고 있다.
마.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운영 참여: 만일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본사에 중요하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
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강점 중 하나는 목표 제시와 사
기 진작을 통해 개별 가맹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일사불란하
게 운영토록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본사는 개별 가맹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항상
전념하고 헌신하며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 영업시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가맹점이 임의로 영업시간을 줄
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가맹점들이 운영 매
뉴얼에 지정된 영업시간을, 임대조건이나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8. 매장 선정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가 아니거나 계약 체결 후
에 본사의 승인을 전제로 얻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는 계약서에 서명된 시점에 선정된 매장의 위치를 가능한 한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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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가맹점이 매장을
선정할 일반적인 지역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에는, 적합한 매
장이 선정되고 승인되며 최종적으로 확보된 뒤가 아니면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매장을 선정하는데 열성적이
지 못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가맹점과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계약서는 매장의
선정과 확보에 관해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가. 매장 위치 선정 책임: 만일 가맹점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까지
매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가 매장을 선정할 책임을 질
것인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
서에는 매장을 고르고 확보하는 책임을 가맹점에 지우고 있지만,
본사도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맹점은 선정한
매장에 관한 세부 정보(인구 통계 자료, 통행 패턴, 임차나 매입
정보, 주변의 경쟁 업체 현황 등)를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사는
과거에 다른 가맹점에 만족스러운 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고 본사
의 매장 선정 기준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맹점에
소개하곤 한다. 이때 본사는 생소한 중개업소를 소개할 때처럼 소
개하려는 중개업소의 신용과 성과 기록을 아주 면밀히 점검해야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나. 매장의 임차: 본사는 매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가맹점에 재차
임대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본사가 취할 수 있
는 혜택은 임대 수입이나 시가 상승 이익 또는 양자를 얻을 수 있
다는 점과 비록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못한 경
우에도 기존 매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본사가 매
장을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동
시에 체결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조건도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과
일치시켜야 한다.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매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할 경우에 본사가
협상 단계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면 명시되어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에 매장 임차 조건에 대한 지침이나 표준을 제공할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
면, 나중에 가맹점으로부터 협상 과정에 실수를 범했다는 책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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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 받거나 건물 주인으로부터 가맹점의 장래성과 재정적 능력을
잘못 대변했다는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매장 임차의 최소 요건: 계약서에는 통상 임차에 관한 최소요건이
규정되는데, 여기에는 임차조건, 본사가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 계
약의 위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
연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계약종료 시 다른 가
맹점에 임대해줄 수 있는 권리, 본사가 가맹점의 매출액과 기타 데
이터를 수집한 후 필요 시 이를 건물 주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권
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본사의 이런 행동은 가맹점이 건물 주인과
협상하는 중요한 과정인 경우에는 신중해야 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매력적인 매장 위치란 희소하므로, 본사
가 건물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초보자가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라. 실행 표준: 계약서에는 매장 위치 선정과 내/외장 공사 및 영업 개
시에 관한 표준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예를 들어 가맹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
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에, 계약서에는 본
사가 계약서 서명 당시에 받은 초기 지불액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이다.
마. 매장 이전: 계약서는 가맹점의 임대차 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보다
먼저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매장의 임대차 계
약이 종료되면 프랜차이즈 계약도 동시에 종료되는 계약 조건을 선
호하는 본사가 있는가 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매장을 본사가 승인
하는 동일 지역 내 다른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조
건을 채택하고 있는 본사도 있다. 이때 본사는 매장을 처음 승인했
을 때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기준으로 새로운 장소를 승인하는 권리
를 가지려 하고, 제시된 새로운 장소를 조사하고 승인 권리를 행사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이전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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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융자와 리스

호텔이나 레스토랑처럼 매장 개설에 큰 자본 투자액이 소요되는 업종에서
는, 적당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업자를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가맹점도 크기를 불문하고 융자(financing)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본사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로 융자나 리스 분야에 참여하지 않는다.
첫째, 프랜차이즈의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법률은 본사가 직접 또는 계
열사를 통해 가맹점에 제공하는 모든 융자 조건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모든 직/간접 파이낸싱, 장비나 부동산 리스 프로그램, 신용 한도 운영,
재고 담보 융자의 정확한 조건이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융자 프로그
램이 계열사를 통해 제공될 경우에는 본사와 계열사 간의 정확한 관계도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대상 조건에는 가맹점이 상환하지 못했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의 범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사가 융자나 리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무의미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에 본사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한도가 축소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가맹점의 자금
력과 금융 동원 능력을 기본으로 하려는 사업의 기본 방침과 정면으로 상
반되기 때문이다. 융자와 리스 서비스는 본사가 많은 수의 가맹점을 끌어
들여서 해당 비용과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본사는 융자나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대신, 본사는 통상 프랜차이즈 융자와 리스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리
스 회사를 소개하곤 한다. 실제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업계와 특정한 프
랜차이즈 회사 및 그 시스템을 잘 알고 또 이런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융자회사와 리스 회사가 수없이 많이 있다.
3-10. 마케팅과 광고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광고와 마케
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1) 본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2) 가맹점의
로컬 마케팅 프로그램, (3) 지역별 프랜차이즈 협력 프로그램
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가맹점
이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위해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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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본사는 이 자금을 마케팅과 광고
프로그램을 위해 관리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전체 이미지를 높
이며 매장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직영점을 운영하
고 있는 본사도 가맹점과 동일하게 비용 분담에 참여한다.
본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사내 홍보 부서의
유지비를 비롯한 일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사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 광고비를 커버하거나 이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거둬들
일 경우에 머지않아 가맹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사는 적어도 연1회 이상 그간의 마케팅 분담금과 지출에 관
한 회계자료를 가맹점에 보고해야 하고, 마케팅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은행 구좌와 회계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나. 가맹점의 로컬 마케팅 프로그램: 많은 계약서는 마케팅 비용 갹출
뿐 아니라 매장이 위치한 로컬 지역에서 광고하는 비용 중 최소한
의 비용을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로는 이런 요구
를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업종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에 광고
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가맹점들이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
를 로컬 광고비용으로 내도록 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가맹점들은 이런 요구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긴다.
일부 본사는 가맹점이 로컬 광고비 중 최소한 일정 금액을 부담하
도록 하기 위해 매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거둔 다음 실제로
지출된 광고비를 공제한 잔액을 정산 근거와 함께 환불해주는 방
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사는 이런 과정에서 모든 광고물에 회사
의 마크가 제대로 보호되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가맹점이 제작하
는 광고물을 사전에 제출 받아서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로컬 광고는 본사가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한 분야인데, 본사
는 특히 자기가 알고 있는 각종 광고물과 제작업체를 가맹점이 마
케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공동 광고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또 모든 가맹점이 반드시 참여해
야 하는 공동 광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집
단 광고를 위해 서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각자에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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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특정 지역 또는 지방 가맹점 간의 자발
적 약정에 의해 간헐적으로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
되면 프랜차이즈 마케팅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가맹점에도 큰 혜택이 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더러 가맹점들이 선
출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투표 결과 일정 퍼센트 이상의 찬
성을 얻은 안건은 모든 가맹점에 구속력을 가진다. 프랜차이즈 계
약서에는 가맹점들이 공동 광고 프로그램을 위해 부담해야 할 최
소한의 금액이 지정되기도 한다.
3-11. 양도와 이전

본사는 협상에 있어서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본사가 양도나 이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양수
자가 본사의 기존 의무를 모두 떠안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그런 사실을
가맹점에 통지해버리면 별도로 가맹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계약
서에도 일단 양도가 완료된 다음에는 기존의 본사가 더 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약서에는 통상 가맹점이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자
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사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그런
이전이 절대 허가되지 않는다. 본사는 또 가맹점이 제출한 제반 이전 조건
이 너무 어려워서 가맹점 인수자가 본사와 양도자에 대한 의무를 만족하기
가 어렵지 않은지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이전을 승인하거나 각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서는 본사가 가맹점 인수자를 승인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 중 일부나 전부를 요구하고 있다.
가. 우선적 선택권(Right of First Refusal): 통상 계약서에는 가맹점의
사업 인수 제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본사에 부여되고 있
다. 본사는 이 권리를 행사하여 유리한 매장 위치를 직영점으로 만들
수 있다. 혹은 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도 한다. 매장을 판매하려는 가맹점은 먼저 본사에 판매 제의를 해야
한다. 가맹점은 본사가 그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매장을 지
정된 기간 동안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지만, 가격과 기타 조건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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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제의했던 것과 같거나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준이라
야 한다. 본사에 팔거나 제3자에게 파는 방법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
만, 아무래도 후자의 방식이 가맹점에 부담을 적게 줄 것이다.
나. 소유권 이전 수수료의 지불: 가맹점의 소유권 이전 시 신규 가맹점
에 대한 신용 조사비용, 교육비, 각 과정을 감독하는 일반 관리비
등이 본사에 발생되므로, 계약서에서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 적정한
이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정액이거나 초기 수수
료의 일정 퍼센트로 정해두고 있다.
다. 교육: 대부분의 경우에, 본사는 신규 가맹점이 초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가맹점에 적정한 교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별도로 교육비를 청구하는 것
보다 이전 수수료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라. 책임 추궁의 포기: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도나 이전의 한 조건으로,
계약서는 통상 기존 가맹점에 본사를 상대로 했던 모든 책임 추궁
을 포기할 것과 신규 가맹점에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포기 절차에는 계약서에 의거 본
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클레임 제기를 법률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마. 사망이나 무능력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유감스럽게도 가맹점 인수
자의 사망이나 무능력 때문에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
속인이나 가족 중 지명된 자에게 계약이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이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전 수수료 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부 본사는 양수인에게 (1) 본사의 가맹점
선발 절차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원래 계약서상의 조
건에 의한 각종 의무를 그대로 인계 받겠다는 서면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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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구입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는 본사가 독점적으로 제조하거나 컨트롤
하는 하나 이상의 고유한 제품이 있기 마련이고, 계약서는 이런 제품을 반
드시 사용하도록 가맹점에 의무화하고 있다. 반대로, 본사는 이런 제품을
적시에 합당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프랜차이즈 계
약서에는 통상 이런 구매에 관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규정이 있다.
가.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제품: 일부의 경우에는 본사나 그 계열사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수적인 제품(들)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유일
한 업체다. 예컨대, 본사가 독창적인 조리법, 음료나 식품, 특허 기
계 또는 고유한 제품을 자기 브랜드와 사양으로 외주 업체에서 생
산하는 유일한 공급처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는 통상 본
사에 이들 제품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가맹점은 이를 구입하도
록 요구한다. 본사나 그 계열사에서 구입하도록 지정된 핵심 제품
은 통상 운영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다. 본사는 이들 제품을 가맹점
에 적정 가격으로 적시에 공급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이때

본사는

독점

금지법에서

금한

“끼워

팔기(tying

arrangement)”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그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도 같이 구입하기를 거부하면 그 제품조
차 팔지 않는 방식으로서, 반-경쟁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미국 법
원에서도 용인되지 않고 있다. 끼워 팔기와 관련된 문제가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야기되는 가장 큰 갈등과 소송의 사유가 되고 있
다.
끼워 팔기와 유사한 모든 구매상의 제약 조건이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제품이 프랜차이
즈 시스템과 아주 특별히 연관되고 또 가맹점에 면허된 상표와 밀
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
해서 본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제품은 매우 고유한 성격을 갖게 되
고, 본사를 비롯한 특정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엄격한 제품 사양을
유지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구매처를 제한할 수 있다. 오직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한테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하는 방
식을 “끼워 팔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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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과 공급업체의 제한: 효율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
하려면, 본사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배
타적(non-proprietary) 물품도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독점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
법적 끼워 팔기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새로운 제품과 공급업체를 본사에 제안하고 승인을 받아 사
용할 수 있는 체계와 구체적인 승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조항에는 가맹점이 새로운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하도록 허용하고, 본사에는 이들 공급업체의 제품이
프랜차이즈 성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
의 평판과 신뢰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 가맹점이 부담한다. 본사
는 가맹점에 의해 (1) 제안된 공급업체의 제품이 본사의 표준(예:
맛, 영양소의 구성, 외관, 포장 등)을 만족하고, (2) 제안된 공급업
체가 균일한 품질의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3) 제안된
공급업체의 재무 상태가 만족스러우며, (4) 제안된 공급업체가 본
사의 거래 비밀이나 상표 면허 약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는지 등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공급업체를 불합격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근거 없이 새로운 공급업체를 승인하지 않는
본사가 있다면 가맹점의 불만을 초래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계약서는 공급업체의 적시 공급 상태와 품질 등의 납품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본사에 부여하고 있다. 본사는 또 공급업
체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업체를 공급업체 명단에
서 완전히 제외시키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다. 선택적인 집단 구매 프로그램: 많은 본사는 양호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가맹점에 주기
위해 집단 구매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이 프로그램을 옵션으로 운
영하는 본사가 있는가 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이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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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게 하는 본사도 있다. 만일 이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
용하면, 참여한 가맹점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본사가 이 프
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영리조합을 만들어서 가맹점 위원회가 운
영하게 할 수도 있다. 본사는 집단 구매 프로그램에서 납품 업체
와 뇌물이 몰래 거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연방과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및 기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3.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의무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상호 합의와 이해를 반영하는 계약서는 양 당사자
에게 각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가. 본사의 의무: 계약서는 본사가 계약 관계의 유지기간 동안 프랜차
이즈 사업의 개업과 운영에 관해 다양한 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서에 의거 본사에 부과되는 다양한
의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개업 전에 제공
되는 서비스(“개업 전 의무”)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제공
되는 서비스(“지속적인 지원 의무”)가 그것이다. 본사의 이런 계
약상 의무가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에 나타난 계약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본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 목록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본사는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서비스 목록을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개업 전 의무와 지속적인 지원 의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개업 전 의무
- 가맹점이 운영해야 할 사업의 모든 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표준 회계 장부 양식 제공
-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제공
- 매장 위치 선정 지원
- 매장을 본사의 표준 도면과 사양으로 꾸밀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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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임차 협상 지원
- 장비의 주문과 설치 지원
- 개점용 재고의 주문 지원
- 핵심 인력의 선발과 교육 지원
- 개점 광고 프로그램의 지원
◦지속적인 지원 의무
-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지원
- 본사의 품질 표준과 사양을 준수하는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시정 권고를 하기 위해 가맹점의 영업 활동을 주기적
으로 평가하고 검사
- 신입 사원에 대한 교육과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 고유한 각종 마크의 지속적인 사용 지원
- 마케팅 기금 관리
- 광고와 P.R 프로그램 지원
- 일반적으로 경영 컨설팅 형식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프랜
차이즈 사업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
나. 가맹점의 의무: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가맹점의 의무로 정의된 여
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
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계약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맹점의 의무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야와 관련이 있다.
◦ 매장의 위치 선정과 개발
◦ 개장 전 구매와 요구사항
◦ 초기 교육
◦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요건
◦ 각종 수수료의 지불
◦ 본사의 표준과 정책 준수 요건
◦ 본사의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의 활용
◦ 유지 보수와 외장 및 리모델링 요건
◦ 보험 요건
◦ 마케팅 기금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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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에 주인이 직접 참여
◦ 본사에 대한 각종 기록과 보고서 제출
◦ 본사의 검사와 감사 권리
◦ 양도와 이전에 관한 제약
◦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되는 의무사항
◦ 경쟁적인 상행위 금지약정
3-14. 계약의 집행 방법

어느 업종에서나 갈등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적용되는 법률과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계약서 규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슈다. 이런 규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전 분쟁
이나 판결에 지대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률이나 법원
의 선택과 중재가 가장 두드러진 관심사다.
가. 적용 법률의 지정: 본사는 계약서 내용이 전국의 모든 법정에서 동
일하게 해석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준거 법률을 명시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본사가 소재한 주의 법률이 계약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클레임에 적용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단순한 계약서 조항에 관한 클레임뿐 아니라 프랜차이즈와 연관된
각종 클레임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만일
명시된 주의 법률이 해당 분쟁과 논리적으로 연관성(relationship)이
있으면, 그 명시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맹점이 소재한 주의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면, 지정
된 법률 규정도 인정(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나. 법원의 지정: 법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면 법규를 지정하는 규정
처럼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이 똑같이 해석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법원을 지정하
는 조항을 둠으로써 해외에 있는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 저들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기 위
해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법원을 지정하는 계약 조항이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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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법원으로부터 점차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
아 주는 매장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해결토록 규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를 무효화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각 주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가맹점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 중재: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적용 법률과 법원을 지정하는 것과 같
은 의도로 의무적인 중재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 규정에는 흔히
중재 법원과 중재 규칙 및 보상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유형이 명시
되어 있다. 본사의 목표는 고액의 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
에게 유리한 법원을 지정하고 소송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
다. 또 중재 규정은 가맹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줄이
는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재 조항은 적용 법률을 지정하는 경우처럼 프랜차이즈와 연관
된 각종 분쟁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해야 한다. 법원도 중재를
거부하는 어느 일방에게 강제로 중재를 명할 수 없지만, 연방의
정책은 중재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4. 다른 유형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프랜차이즈 계약서 조건에 대해 앞에서 논의한 것은 본사가 개별 매장과
직접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외에도 사업을 확장할 목적
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본 절에서는 가장 보편적
인 간접 계약 방식으로서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도 불리는 마스터 프
랜차이즈(master franchise) 계약과 지역 개발(area development)이란 두 가
지 유형의 계약에 대한 핵심 요소를 다루려고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방
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면허(license) 계약에 대한 핵심 요소도 함
께 논의하고자 한다.
4-1.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하위(sub) 가맹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별 매장을 열 수 있는 독점권을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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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서브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작성
했거나 승인한 계약 양식으로 단위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외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선호한다. 유능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끌어들이
면, 본사가 그 가맹점의 기량과 경험에 의존할 수 있다. 만일 그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미국 시장과 규제 환경에 친숙하다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보다 빨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방식의 주된 애로점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교육할 경우에 과연 전체 서브
프랜차이지에까지 적절히 전달되어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에서, 본사는 초기 수수료와 평소에 계속 걷는
로열티 수령액을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나눈다. 반대로, 마스터 프랜차이지
는 미국 내에서 유통망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프랜차
이즈 시스템 개발을 책임진다. 뿐만 아니라,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통상 정
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숫자의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일정을 본사에 약속해
야 한다. 이처럼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져야 할 책임과 성과에 연계된 반대
급부는 단위 지역 개발자나 개별 가맹점과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관점에
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시 고려해야 할 특수한 이슈는 아래와 같다.
가. 허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장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독점적 면허 권리를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부여한
다. 일부 본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두 가지 유형 – 매장
을 직접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부여하는 방
식과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서브 프랜차
이즈 가맹점과 독립된 개별 매장에 부여하는 방식 - 으로 나눈다.
나. 수수료: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통상 해당 지역에서 매장을 직접 운영
하거나 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갖는 대신 본사에 지역 수
수료나 마스터 개발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대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불되고,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다. 할당 지역의 개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할당 받은 지역에서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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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즈의 판매와 마케팅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여기에는 본사의 시스템과 계약 조건 및 매장의 개
점/운영 시 가맹점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에 대한 홍보가 포함된다.
본사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부여할 매장 개설 권리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본사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경험과 가용 자원의
수준에 따라 전국적 권리를 부여할지 특정 지역에 대한 권리만 부
여할지, 서브 프랜차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권리를 부여할지,
그리고 모든 광고 문안과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라. 개발 일정: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트 프랜차이즈 계약서
에는 통상 개발 일정이 설정된다. 이 일정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가 해당 지역에서 계약 기간 동안 개설해야 할 매장의 수가 명시
된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개발 일정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한다.
◦ 개발 일정 독촉
◦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부여했던 지역 독점권 회수
◦ 관할 지역 축소
◦ 신규 매장의 승인 중단 및 개점 연기
◦ 지역 개발 계약 종료
마. 본사의 의무: 개별 가맹점과 맺었던 본사의 계약상 의무 중 대부분
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상황에서도 본사에 귀속된다.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에서 통상 본사에 부과되는 주요 의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실무관리 팀을 비롯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핵심 인력에 대한 종
합 교육 실시
◦ 자재, 레이아웃, 판촉물, 운영 및 기타(지역 개발 분야 등의) 매뉴얼
◦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독점권 인정
◦ 서브 프랜차이지의 운영과 기술적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 방향 제시
◦ 본사의 시스템과 고유한 각종 마크의 관리 및 좋은 이미지 향상
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의무: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가맹점 의무 중
미국

211

대부분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의무
가 된다. 그리고 이들 의무는 다시 각 지역의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
서에서 개별 서브 프랜차이즈의 의무가 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의무에는 그런 의무에 덧붙여서 통상 아래와 같은 것까지 포함된다.
◦ 해당 지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경험이 많은 관리 팀 구성 유지
◦ 핵심 관리 팀원들이 본사가 요구하는 일체의 필수 교육 실시
◦ 본사의 사전 승인을 위한 광고/판촉/판매/가맹점 모집 관련 자료 제출
◦ 프랜차이즈를 본사의 자격 요건인 운영 경험과 능력/평판/재정적
능력을 갖춘 개인/업체에만 판매
◦ 자격 있는 모든 서브 프랜차이지의 서면 신청서를 본사에 승인용
으로 제출
◦ 프랜차이즈와 서브 프랜차이지 계약서의 성실한 이행 여부 확인
◦ 지역 내 모든 가맹점이 본사의 표준과 사양에 따라 개설/운영되
도록 관리
◦ 프랜차이즈의 오퍼와 판매 활동에 대해 해당 규제 기관이 제정한
연방과 주의 모든 법규 준수
◦ 지역 내 서브 프랜차이지에 평시에도 지속적인 지원 제공(현장 지
도, 검사, 교육, 마케팅/광고 기법과 자료 제공 포함)
◦ 본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
사.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지 사이의 재정 거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개별 매장과의 계약과 달리 서브 프랜차이즈를 개점해
서 생긴 수수료를 양자가 나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수입원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프랜차이즈 초기 수수료. 일반적으로,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그 지역의 서브 프랜차이지한테서 걷은 초기 수수료를 나눈다. 간
혹 마스터 프로그램 초기에는 본사가 더 높은 퍼센트의 수수료를
취하지만, 매장 수가 어느 수준에 달한 후로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의 시장 확대 노력을 반영해서 퍼센트를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 로열티 수수료.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서브 프랜차이지한
테서 걷은 로열티도 나눈다. 초기 수수료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본사가 더 높은 퍼센트의 로열티를 취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팔릴수록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퍼센트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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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수료. 서브 프랜차이지가 내는 추가 교육비나 이전 수수
료 같은 기타 수수료는 통상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취한다. 이는
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추가 수수료가 발생되는 관리와 기타
거래 활동을 책임지고 다루기 때문이다.
본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지 사이의 관계는 독특하다. 만일 양자
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적임자가 선임되면 상호 이익이 되고, 반
면에 본사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서브 프랜차이지의 모든 업무를
다 관리하기에는 애로가 많다. 본사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모든
당사자가 단합해서 품질 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운영하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4-2. 지역 개발 계약

새롭게 시도해 볼만한 프랜차이즈 분야는 지역 개발 개념이다. 여기서
본사는 계약을 통해 지역 개발자에게 어떤 독점 지역에서 합의한 숫자만큼
의 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개발자
에게 기본적인 개발권을 부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매장 단위로 모든
당사자 간에 체결된다.
지역 개발 계약에는 일반적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처럼 지역 개발자
가 지켜야 할 개발 일정이 지정된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
리 지역 개발자는 서브 프랜차이지에 대한 권리도 없고 활동 영역도 한결
좁은 지역에 국한된다. 양자 간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지역 개발자가 본
사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이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 개발 계약을 작성할 때 중요한 이슈는 앞에서 언급한 마스터 프랜차
이즈 계약의 경우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지역 개발 방법에 서브 프랜차이지
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모가 한결 작고 단순하다. 따라서 주된 협상 안건은
독점적인 개발 지역의 크기와 수수료 및 개발 일정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가. 개발 영역: 지역 개발자가 매장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 지역을 본
사가 정할 때는 지역 개발자의 경험과 가용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개발자가 더 큰 지역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더라도, 본사는
개발자의 성과와 능력을 먼저 평가하기 위해 이를 테면 한 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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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같은 작은 지역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와 보상 차원에서 독점 지역을 확
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나. 수수료: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개발자는 초기 수수료와 로열티 외
에 개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개발 수수료는 지역의 크기,
계약 조건, 개발할 매장의 수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지명도에
따라 다르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이 수수료가 지역 개발 계약
에서 가장 협상 여지가 많은 요소다.
다. 개발 일정: 본사와 지역 개발자간에 협의된 개발 일정은 통상 지역
개발 계약서에 첨부된다. 개발 일정에는 일정한 수의 매장이 개설
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이 포함되어 있다. 본사는, 앞에서 거론
했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처럼, 개발자가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유보하고 있다.
4-3. 면허 계약

면허란 어느 지적재산의 독점권을 소유한 자가 그 지적재산을 특정 지역
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소
유권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 방식은 흔히 프랜차이즈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확대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면허를 사업의 한 방법으로 고려
중인 회사들은 자기들이 제안하고 있는 활동이 미국의 프랜차이즈 법에서
정한 “프랜차이즈”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가.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라고요? 단일한 상표 면허나 기술 면허는
대체로 연방이나 주법에서 “프랜차이즈”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면허 이용자는 통상 면허 대여자의
마케팅 계획이나 비즈니스 시스템과 실제 관련된 사업의 운영권을
받지 못하고, (2) 면허 제공자는 통상 면허 이용자의 사업을 면밀
히 통제하지 않으며, (3) 면허 제공자는 통상 면허 이용자에게 별
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면허 제공자가 자신의 상표와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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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의 유형과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면허 제공자의 통제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항상
애매하다. 어떤 면허 계약 제의가 프랜차이즈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의심되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
하는 것이 경험상 유리한 방법이다.
나. 면허 계약의 장점: 어느 회사가 면허 계약으로 취할 수 있는 혜택
중 상당 부분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와 유사한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개발과 유통 상의 리스크와 비용 절감
◦ 교육과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
◦ 보다 빨리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음
◦ 초기 면허 수수료와 계속적인 로열티 수입
◦ 고객의 충성심과 호감 향상
◦ 외부 업체와의 면허 계약으로 내부 성장과 확장에 요구되는 자본
투자 절약
◦ 새로운 시장에 대한 타당성 테스트
◦ 상표나 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송의 회피나 타결
위와 반대로, 면허 계약의 단점(예: 품질 관리 표준과 사양을 강
제할 수 있는 수단 제약, 수익원을 면허 이용자의 기량과 능력에
의존, 유능한 면허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면허 제공자의 명예와
호감이 한 이용자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리스크, 면허 이용자의
감시와 지원에 관한 실무상 애로)도 프랜차이즈의 경우와 유사하
다. 따라서 면허 제공자는 면허 희망자와 본 협상을 하기에 앞서
깊이 있는 실사를 해야 한다.
다. 실사(Due Diligence): 일반적으로 예비 조사에는 시장 조사, 지적 재
산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 가격/이익 마진/생산 및 유통 비용
에 대한 내부의 재무 분석이 포함된다. 그리고 면허 희망자의 재정
능력, 연구/생산 능력 및 업계에서의 평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면허 계약의 핵심 요소: 면허 제공자가 보다 공식적인 협상을 해보
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리한 조건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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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면허 계약서 작업을 해야 한다. 면허 계약의 조건이 그 목적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면허 계약은 아래와 같
은 주요 항목을 다루고 있다.
◦ 허가의 범위: 면허 계약에는 면허의 범위와 주목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상 지역, 이용 권리, 허가되는 거래 채널, 재면허
(sublicensing)의 금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 제공
자는, 면허 이용자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재면
허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과 조직의 능력을 충
분히 갖춘 경우가 아닌 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처럼 면허
이용자에게 재면허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면허의 기간과 갱신: 이 절에는 면허의 효력개시일자, 기간, 갱신
과 연장, 갱신의사 통보절차, 종료사유, 종료 후에도 연장되는 의
무 및 면허 제공자의 기술 승계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과 표준: 면허 계약에는 면허 이용자가 지출해야 할 판매와 광
고 및 판촉비용의 최저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대체로 면허 계
약에는 로열티의 수준과 면허 이용자의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지불해야 하는 기본 로열티 수준이 표시된다.
◦ 면허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각종 항목: 면허 계약에는 초기
지불액과 계속 지불되는 로열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로열티
계산 공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총 매출이나 순 매출 또는 순 이
익을 근거로 하거나 판매 수량 당 일정액으로 정해진다. 또 여기
에는 면허 이용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되는 장려금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지불 횟수에 대한 조항도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에 반복성 금액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불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 품질 관리의 보장과 보호: 면허 제공자는 면허에 의존한 상품이
나 서비스의 생산과 마케팅 및 유통에 대한 품질 관리 표준과
사양을 설정해야 한다. 면허 제공자가 이런 표준과 사양을 강제
하는 절차와 면허 제공자가 면허 이용자의 영업장소를 검사하고
면허 이용자가 생산한 샘플을 검토/승인/기각하며 면허에 의거
사용하는 모든 포장 재료와 라벨 및 홍보물을 검토하고 승인하
는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작성할 때는 면
허 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범주로 간주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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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마케팅 계획”의 성격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보험과 보상: 면허 계약에는 면허 제공자 뿐 아니라 면허 이용자
를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이 부
과되어야 한다. 또 면허 이용자는 자신이 면허 상품과 서비스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야기된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면허 제공자를
보호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
되어야 한다.
◦ 회계와 보고 및 감사: 면허 제공자는 정기적인 로열티 지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면허 이용자에게 보고와 기록 유지 절차를
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면허 제공자는 분쟁이나 착오가 발생
시 면허 이용자가 제출한 기록물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
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처럼, 만일 면허 이용자가 매출액을 줄
여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허 이용자는 지불하지 않았던 로
열티는 물론이고 감사 비용까지 면허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보전과 보호 의무: 면허 이용자와 그 에이전트 및
종업원들이 면허 계약과 관련해서 제공된 지적재산의 비밀 내용
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면허
계약과 관련해서 배포되는 상품과 자재에 포함시켜야 할 모든
통지나 설명서도 명시되어야 한다.
◦ 기술 지도와 교육 및 기타 지원: 면허 이용자가 면허된 노하우 등
을 발전시키거나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면허 제공자
의 제반 의무는 계약서의 본 절에 포함된다. 지원은 인력에 의한
직접 서비스나 문서 또는 기록물 형식으로 이뤄진다. 면허 제공자
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서비스의
형식을 불문하고 초기 수수료나 로열티와 별도로 지불되어야 한다.
◦ 위반: 면허 계약서에는 면허 이용자가 면허조건이 직/간접으로
위반되었음을 알고 있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면허 제공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
고 면허 제공자의 지적재산을 보호 또는 방어하는 비용을 부담
해야 할 책임도 이 절에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같은 사업을 해보려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미국식 면허
계약 방식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브랜드도 빌려주고 통일된 사업 계획 하에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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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면서 일정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는 사업 모델이면, 미국 법에서 이
를 프랜차이즈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에서 면허
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실무적인 면에서 무척 복잡할 뿐 아니
라 법률적인 면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4-4. 고용 계약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 계약은 주로 관리직 간부나 핵심 기술 요원 같은
본사 직원들에게 해당된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협상할 때 다양한 업무
와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 계약을 체
결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나 직원들은 언제 무슨 이유로든지(그 이유가 차
별 대우나 불법적이지 않은 한) “제 맘대로” 사전 통고 없이 해직하거나
사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 계약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 “제 맘
대로”가 통 하지 않고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주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은 채용된 후 처음 2-3년간을 위한 것이고, 그 이
후에는 어느 일방이 고용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상대방에게 통지하
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고용 계약은 고용주나 직원이 일정
한 조건 하에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다른 경우보다 덜 중요하다. 비록
고용 계약에 서명한 정규 직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자신이 임시직임을 인정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끈끈하고 긍정적인 고용 관계는 흔히 본사의 성공과 성장에 핵심 동인이
다. 적당한 복지 계획과 결합된 고용 계약은 장기적으로 종업원의 충성심
을 높여주는 경제적/법적 토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기술 전문가
들은 통상 입사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요구한다. 고용 계약은 또 직무를
설명하고 보상의 근거가 되며 퇴사의 사유가 되는 중요한 H.R. 관리 도구
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정이 포함된다.
가. 기간: 고용 계약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직무의 성격, 후보자의
성장 잠재력, 회사의 사업 계획과 업계의 추세가 있다. 계약서에는
또 고용이 개시되고 종료되는 일자와 갱신조건/절차 및 조기 종료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종업원의 직책과 의무: 종업원의 구체적인 직책과 의무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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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종업원의 직책(있는 경우에 한함)
◦ 임무와 책임의 명세와 다른 종업원/부서/회사 전반의 목표에 미
치는 영향
◦ 그 직책과 개인 임무에 주력해야 하는 시간
◦ 만일 다른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종업원의 기존 직책을
변경할 수 있는 본사의 권한
◦ 회사를 위해 종업원의 권한과 능력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조항
다. 처우: 종업원에 대한 처우 계획은 종업원의 직무 성격, 업계의 관
행과 관례, 경쟁사의 처우 수준, 프랜차이즈의 성장 단계, 시장 상
황, 종업원과 회사에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 및 종업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자연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일정과 소득 계산 및 보
너스와 기타 보상금의 지급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업원이 돌
려받을 수 있는 영업비용의 유형과 제공되는 각종 혜택도 명시되
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휴가와 병가(病暇) 정책도 고용 계약
서나 인력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비밀 누설 금지 서약: 종업원한테서 회사가 비밀이나 독점 기술로
간주하는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음으로써
본사가 보유한 거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그 범위에는 고객 명
단, 작업 공식과 공정, 재무/판매 데이터, 고객과의 각종 약정, 비
즈니스/전략 계획, 마케팅 전략과 홍보 자료 및 회사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기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서약서의
효력은 고용 계약이 종료된 뒤까지 연장된다. 서약의 범위, 거래
비밀 소스의 이용과 공개 조건, 대상 정보의 형태 및 지리적 제약
조항은 회사에 유리하도록 광범위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밀 누설 금지 서약은 성격상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지적재산을 보
호하는데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마. 경쟁 방지 서약: 경쟁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종업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방법으로 과거의 고용주와 경쟁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비경쟁약정으로도 불리는데, 고용 계약
에 한 조항이나 단독 계약서 형태로 작성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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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그 범위/시간/지역/위반 시
구제 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곤 한다. 법원에서 인정해주
는 경쟁 방지 서약의 유형은 주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모
든 상황에서 매우 합리적이어야 한다.
바. 지적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서약: 고용 계약에는 지적재산의 소유권
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공통된 요소는 공개 규정인
데, 이 규정은 종업원에게 저들이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해낸
아래와 같은 모든 지적재산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통지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2) 종업원의 직무상
책임과 임무를 수행한 결과 얻어진 것, (3) 회사의 어떤 자원을 이용
해서 고안한 것. 이 규정은 발명품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본사에 부여한다.
대부분의 고용 계약서는 위의 공개 규정에 덧붙여서 종업원에게
근무 중에 개발한 모든 발명품에 대한 소유권을 본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본사로 하여금 종업원들이 개발한 모든
지적 재산을 통제하고 그런 발명품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그런 양도의 범위를 제한하
고 있다(특히 그런 발명품이 고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 고용 계약 종료 이후의 독점적 정보 보호: 고용 계약서에는 또 고
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밀 누설과 경쟁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 본
사는 종업원들에게 퇴사 전에 서면으로 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본사는 또 퇴사한 직원의 새 직장 이름이나 미래의 취업 활동 정보
를 수집한 후 심지어(특히 경쟁사인 경우)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그
직원이 과거에 자기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과 그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회사와 경쟁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통보하기도 한다. 이런 절차는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통보한
즉시” 과거에 고용했던 회사의 권리를 알리고 새 고용주가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고용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각 조건이 장기
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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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표현하거나 약속하고 나면, 종업원은 계약
기간 내내 그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 후에 회사
가 그런 기대와 의무를 계속해서 충족/이행하지 못하면, 소송을 당
할 위험이 커진다.

5. 프랜차이즈 계약서 견본
단지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고
용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런 견본은 법률적 자문이나 직접 사용을 목
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이후에 언급될 영문에 대한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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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RANCHISE AGREEMENT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made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 ____, by and between FRANCHISOR,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after "Franchisor") and
______________________,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after "Master Franchisee").
WITNESSETH:
WHEREAS, FRANCHISOR has developed and owns a unique system for
opening and operating restaurants specializing in unique food product ("Brand
Food Product" or "System") and is entitled to authorize others to use the
System;
WHEREA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Food Product System
include, without limitation, the names Brand, Brand Food Product, specially
designed buildings, distinctive interior and exterior layouts, decor, color schemes,
and furnishings; confidential food formulas and recipes used in the preparation
of food products and, particularly, a unique batter formula for preparing Brand
food product; specialized menu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and
equipment layouts, products, operating procedures, and management programs,
all of which may be changed, improved, and further develop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WHEREAS, the Brand Food Product System is identified by means of certain
trade names, service marks, trademarks, logos, emblems, and indicia of orig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ark "Brand Food Product "and such other
trade names, service marks, and trademarks, and as are now,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by FRANCHISOR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system
("Proprietary Marks");
WHEREAS, FRANCHISOR continues to develop, use, and control the use of
said Proprietary Marks in order to identify for the public the source of services
and products marketed thereunder in the Brand Food Product and to represent
the Brand Food Product's high standards of quality, appearance, and service;
WHEREAS, Master Franchisee wishes to obtain the exclusive development
rights for the area described on Exhibit B attached hereto and made a part
hereof (the "Territory"), in order to enter into franchise agreem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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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 to open and operate Brand Food Product restaurants using the
System ("Franchised Units" or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WHEREAS, Master Franchise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he Brand Food
Product’s high and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cleanliness, appearance, and
service and the necessity of opening and operating Restaurants in conformity
with the Brand Food Product;

NOW, THEREFORE,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I. GRANT
A. Franchisor hereby grants the rights to Master Franchisee, and Master
Franchisee accepts the obligations,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Development Agreement to establish and operate an aggregate of
thirty (30) Restaurants, and to use the Brand Food Product solely in
connection therewith, at specific locations to be designated in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separate franchise
agreements, executed as provided in Section IV hereof, and pursuant to
the schedules set forth in Exhibit "A" to this Agreement ("Development
Schedule"). Each Restaurant established pursuant hereto shall be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at locations approved by 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B.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Franchisor shall neither
establish nor license anyone other than Master Franchisee to establish a
Restaurant or use the Proprietary Marks in the Territory until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Development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hereof, without Master Franchisee's prior written consent.
C. This Agreement is not a franchise agreement and grants Master Franchisee
no rights to use the Proprietary Marks or the Brand Food Product. Such
rights will be granted in individual franchise agreements. This Agreement
grants Master Franchisee no right to grant a franchise or sub franchise or
to otherwise license any other party to develop, establish or operate a
Restaurant, such rights being expressly reserved to Franchisor.
D. Master Franchisee shall cooperate with FRANCHISOR or Franchisor, to the
extent reasonably requested, in the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ts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trade names in the Territory.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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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 shall promptly advise Franchisor, in writing, of any potentially
infringing uses or claims made by others within the Territory of which
Master Franchisee has knowledge, and Franchisor shall take such actions
with respect thereto which it, in its sole discretion, deems advisable.

II. FEES
A.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 territorial fee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___) in United States
currency, which territorial fee has been fully earned by Franchisor for
administrative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Franchisor and for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lost or deferred as a result of the rights granted
Master Franchisee herein. The territorial fees shall be non refundable.
B. In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each Restaurant and the assistance
and services which have been and will be received by Master Franchisee
under the franchise agreements,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 non-refundable franchise fee of _______________________ Dollars per
Restaurant_________. In addition to the territorial fee provided in Section
II.A. above, Master Franchisee shall pay a total of 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__), which payment shall represent an advance payment of
_________ Dollars (USD _______) for each Restaurant to be opened by the
Master Franchisee under this Agreement. Upon payment of the
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12) in addition to the territorial fee
provided in Section II.A. above, Master Franchisee shall be required to pa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ollars (USD __________________) per
Restaurant for each of the Restaurants _____________________upon the
execution of the corresponding Franchise Agreement.

III. DEVELOPMENT SCHEDULE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is Agreement shall expire on
_____________.
B. Master Franchisee shall have open and in operation the cumulative number
of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set forth
in Exhibit A to this Agreement (“Development Schedule”), unless excused
under Section XIII 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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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ach Restaurant in the Territory sha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pursuant
to a franchise agreement in substantially the form of the franchise
agreement attached hereto as Exhibit C, as modified for use by Franchisor
with the advice of Master Franchisee, to conform to the laws and customs
of the Territory, as appropriate.
D. Except as provided herein, Master Franchisee shall have no right to
establish a Restaurant in the Territory after the last date specified in the
Development Schedule.

IV. FRANCHISED UNIT OPENINGS
A. Befo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Master Franchisee shall submit
a description of each proposed site, accompanied by the proposed final and
complete plans and specif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r renovation) and
decoration, for each Franchised Unit for approval by Franchisor.
Franchisor shall evaluate each site package proposed and shall promptly,
but not more tha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Master Franchisee's
complete proposal package, send to Master Franchisee a written notice of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site. Franchisor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site approval. Site approval however does not assure that a
franchise agreement will be executed.
Execution of the franchise
agreement is contingent upon Master Franchisee securing approval of the
final plans and specifications as provided below.
B. Upon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the Franchised Unit,
Master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on such form as Franchisor may
prescribe, and shall execute the franchise agreement within ten (10) days.
C. Master Franchisee shall complete construction or renovation and commenc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within one hundred fifty (150) days from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r renovation as provided herein, unless
excused pursuant to Section XIII here of.
D.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the proposed commencement of operation
of each Franchised Unit, Master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of such
proposed opening. If the Franchised Unit is Master Franchisee's first
Franchised Unit opened hereunder, Franchisor shall provide a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opening. The Franchised Unit shall not
be opened unless such representative is present. Should commenc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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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be delayed by the failure of Franchisor
to provide such a representative, the date upon which commencement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is required pursuant to Exhibit "A" of
this Agreement, shall be extended until such time as such assistance is
provided by Franchisor.

V.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A. Master Franchisee and Franchisor will consult as to the initial content and
any subsequent modifications as may be appropriate to the manuals to be
used in the Franchised Restaurants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s" or
"Manuals"); provided, however, Franchisor will determine, in its sole
discretion, the content and any changes to the Manuals. Master Franchisee
may, at any time, propose changes in the Manuals to Franchisor to conform
the Manuals to the laws and customs of the Territory and market
characteristics in the Territory. No changes may be made to the Manuals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Franchisor shall approve or
disapprove, all changes proposed by Master Franchisee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pt of such changes. Master Franchisee shall pay for costs and
expenses in adapting and translating the Manuals for use in the Territory.
B. Master Franchisee shall at all times treat the Manuals, any other manuals
created for or approved for use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s,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s confidential; and shall use all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uch information secret and confidential in
accordance with Section X hereof. Master Franchisee shall not, at any
time,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copy, duplicate, record, or
otherwise make the Manuals available to any unauthorized person or
source.
C. In order that Master Franchisee may benefit from new knowledge gained
by Franchisor as to improved techniqu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revise the Manuals.
D. The official text of the Manuals shall be an English language text. Master
Franchisee shall at all times insure that its copy of the Manuals is kept
current and up to date, and in the event of any dispute as to the
contents of Master Franchisee's Manuals, the terms of the master copy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s, in the English language, maintained
by Franchisor at Franchisor's home office, shall be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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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TRAINING AND SUPERVISION
A. Franchisor may provide Master Franchisee's employees, from time to time,
such training programs at such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as Franchisor
may, in its sole discretion, choose to conduct. Attendance at such training
programs may be mandatory. The cost of training (instruction and required
materials) of employees of Master Franchisee prior to the opening of the
first Restaurant shall be borne by Franchisor. All other expenses during
the training period, including the costs of accommodations, wages, travel,
and language interpreters shall be borne by the Master Franchisee.
B. Master Franchisee shall maintain a competent, conscientious, trained staff,
including a fully trained manager for each Franchised Unit, as provided in
the franchise agreement.
C. Master Franchisee shall employ at least one supervisor, who shall meet
standards as may reasonably be imposed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for every five (5) Franchised Units operated by
Franchisee, to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s. Such supervisor shall be employed upon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 of every fifth (5th) Franchised Unit or multiple thereof.

VII. DEFAULT
A. The rights granted to Master Franchisee in this Agreement have been
granted based upon Master Franchisee's representations and assurances,
among others, that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ections III and IV of this
Development Agreement will be met by Master Franchisee in a timely
manner.
B. Master Franchisee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under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herein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without notice
to Master Franchisee, if Master Franchisee shall become insolvent or make
a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if a petition in
bankruptcy is filed by Master Franchisee or such a petition is filed against
Master Franchisee and not opposed by Master Franchisee; or if Master
Franchisee is adjudicated bankrupt or insolvent: or if a receiver or other
custodian (permanent or temporary) of Master Franchisee's assets or
property or any part thereof, is appointed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if proceedings for a composition with creditors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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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le law of any jurisdiction should be instituted by or against Master
Franchisee; or if a final judgment remains unsatisfied or of record for
thirty (30) days or longer (unless a supersedeas bond is filed or other steps
taken to effectively stay enforcement of such judgment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or if Master Franchisee is dissolved, or if execution is levied
against a material portion of Master Franchisee's property or business; or
if suit to foreclose any lien or mortgage against the premises or equipment
of any Franchised Restaurant developed hereunder is instituted against the
Master Franchisee and not dismissed within thirty (30) days; or if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ny Restaurant developed hereunder shall be sold
after levy thereupon by any sheriff, marshall, constable or other equivalent
governmental authority.
C. If Master Franchisee (i) fails to comply with any term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ster Franchisee's failure to comply with the
Development Schedule as set forth in Exhibit "A" of this Agreement or (ii)
fails to comply with any term or condition of any franchise agreement
covering a Restaurant established hereunder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Master Franchisee and Franchisor or any affiliate of Franchisor
and fails to cure any such default after having been provided with notice,
if notice is required, such action shall constitute a default under this
Development Agreement. Upon such default, Franchisor, in its discretion,
may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ffective immediately upon the
mailing of written notice by Franchisor to Master Franchisee:
1.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hereunder without
affording the Master Franchisee any opportunity to cure the default;
2. Reduce the number of Franchised Units which Master Franchisee may
establish pursuant to Section III of this Agreement;
3. Terminate the territorial exclusivity granted Master Franchisee in Section
I hereof or reduce the area of territorial exclusivity granted Master
Franchisee hereun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III hereof;
4. Withhold evaluation or approval of site proposal packages and delay,
pending satisfactory cure of any such default, the opening of any
Franchised Unit then under construction or not otherwise ready to
commence operations;
5. Accelerate the Development Schedule set forth in Exhibit "A" hereto;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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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rminate the "Subfranchise Rights" granted to Master Franchisee
pursuant to Section XXII hereof.
D.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shall have no right
to establish or operate any Restaurant for which a franchise agreement
has not been executed by Franchisor and delivered to Master Franchisee
at the time of termination; and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establish,
and to license others to establish, Franchised Units in the Territory, except
as may be provided under any other agreement which is then in effect
between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E.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in enforcing
any of Franchisor's rights under this Development Agreement.

VIII. TRANSFERABILITY OF INTEREST
A. Transfer by Franchisor.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successors and assigns of Franchisor.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transfer or assign its interest in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If Franchisor's assignee assumes all
the obligations of Franchisor hereunder and sends written notice of the
assignment so attesting, Master Franchisee agrees promptly to execute a
general release of Franchisor, and any affiliates of Franchisor, from claims
or liabilities of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B. Transfer by Master Franchisee .Master Franchise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the rights and dutie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personal to Master Franchisee, and that Franchisor has granted this
Agreement in reliance on Master Franchisee's business skill and financial
capacity. Accordingly, neither (i) Master Franchisee nor (ii) any immediate
or remote successor to Master Franchisee, nor (iii) any individual,
partnership,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owns any interest in the Master Franchisee, or in this Development
Agreement shall sell, assign, transfer, convey, donate, pledge, mortgage, or
otherwise encumber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Master Franchise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Any
purported assignment or transfer, by operation of law or otherwise, not
having the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shall be null and void, and shall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for which Franchisor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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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erminate this Agreement pursuant to Section VII(C) of this
Agreement. In this regard, Franchisor recognizes that Master Franchisee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ubsidiary for the specific purpose of
carrying 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ferred on Master Franchisee
under this Agreement. Accordingly,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Franchisor shall not unreasonably refuse the transfer of
this Agreement by Master Franchisee to its subsidiary once Franchisor
confirms that said subsidiary has acquired the requisite business permits
and/or license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d Restaurants. In
any event, the transfer of this Agreement by Master Franchisee to its
subsidiary does not in any way release any of Master Franchise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bligations.
C. Conditions for Consent. Franchisor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any transfer referred to in this Section hereof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hereof, when requested; provided, however, that
prior to the time of transfer:
1. All of Master Franchisee's accrued monetary obligations to Franchisor,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shall have been satisfied;
2. Master Franchisee shall have agreed to remain obligated under the
covenants contained in Section IX and X hereof as if this Agreement
had been terminated on the date of the transfer;
3. The transferee must be of good moral character and reputation, in the
sole judgment of Franchisor;
4. The transferee shall have demonstrated to Franchisor's satisfaction, by
meeting with Franchisor or otherwise at Franchisor's option, that the
transferee's qualifications meet Franchisor's then current criteria for a
new Master Franchisee;
5. The parties must execute a written assignment,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pursuant to which the transferee shall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of the individual or entity which is the transferor under this
Agreement and pursuant to which Master Franchisee shall generally
release any and all claims it might have against Franchisor as of the
date of the assignment;

23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6. The transferee must, at Franchisor's option, execute the then current
form of Development Agreement and such other then current ancillary
agreements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require. The then current
form of Development Agreement may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provision;
7. If the transferee is a partnership, the partnership agreement shall
provide that further assignments or transfers of any interest in the
partnership are subject to all restrictions imposed upon assignments and
transfers in this Agreement;
8. Master Franchisee shall, at Franchisor's option and request, execute a
written guarantee of the transferee'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which such guarantee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3 years from the
date of transfer; provided, however, that, if there should be a default in
the payment of franchise fees, royalties or Advertising Fund
contributions on the part of the transferee during the last 12 months of
the guarantee period, said guarantee period shall automatically extend
for an additional 3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said guarantee would
have otherwise expired.
9. The Master Franchisee or the transferee shall have paid to Franchisor a
transfer fee of Five Thousand Dollars (USD 5,000.00) to cover
Franchisor's administrative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but
no territorial fees shall be charged by Franchisor for a transfer. If the
transferee is a corporation formed by Master Franchisee for the
convenience of ownership and in which the Master Franchisee is the
sole shareholder, no transfer fee shall be required.
D. Grant of Security Interest. Master Franchisee shall grant no security
interest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secured party agrees that, in the
event of any default by Master Franchisee under any documents related to
the security interest, (i) Franchisor shall be provided with notice of default
and be given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o cure (at Franchisor's
option) said default, (ii)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option to be
substituted as obligor to the secured party and to cure any default of
Master Franchisee or to purchase the rights of the secured party upon
payment of all sums then due to such secured party, except such amounts
which may have become due as a result of any acceleration of the
payment dates based upon the Master Franchisee's default, and (iii)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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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requirements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deems reasonable
and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Proprietary Marks and the
System.
E. Death or Mental Incapacity. Upon the death or mental incapacity of any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Master Franchisee, the
executor, administrator, or personal representative of such person shall
transfer his interest to a third party approved by Franchisor within 12
months after such death or mental incapacity. Such transf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ransfer by devise or inheritance,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any inter vivos transfer. However, in the case of
transfer by devise or inheritance, if the heirs or beneficiaries of any such
person are unable to meet the conditions in this Section VI,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Master Franchisee shall have a reasonable
time, but no more than 18 months after the death of the Master
Franchisee, to dispose of the deceased's interest in this Agreement and the
business conducted pursuant hereto, which disposition shall be subject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assignments and transfer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If the interest is not disposed of within 12 or 18 months,
whichever is applicable, Franchiso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pursuant
to Section VII hereof.
F. Right of First Refusal. Any party holding any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Master Franchisee, and who desires to accept any bona fide offer from
a third party to purchase such interest,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of
such offer within ten (10) days of receipt of such offer, and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offer Franchisor may
require.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option, exercisable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such written notification, to send written notice to the
seller that Franchisor intends to purchase the seller's interest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offered by the third party. In the event that
Franchisor elects to purchase the seller's interest, closing on such purchase
must occur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to the seller of the
election to purchase by Franchisor. Any material change in the terms of
any offer prior to closing shall constitute a new offer subject to the same
rights of first refusal by Franchisor as in the case of an initial offer.
Failure of Franchisor to exercise the option afforded by this Section VIII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VIII, with respect to a
propose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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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the consideration, terms, and/or conditions offered by a
third party are such that Franchisor may 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furnish the same consideration, terms, and/or conditions, then Franchisor
may purchase the interest in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or Master
Franchisee's business proposed to be sold for the reasonable equivalent in
cash. If the parties cannot agree within a reasonable time as to the
reasonable
equivalent in cash of the consideration, terms, and/or
conditions offered by the third party, an independent appraiser shall be
designated by Franchisor, and his determination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G. Offerings by Master Franchisee. Securities or partnership interests in
Master Franchisee may be offered to the public, by private offering or
otherwise,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ll materials required for such
offering by federal, state or other applicable law shall be submitted to
Franchisor for review prior to their being filed with any governmental
agency; and any materials to be used in any exempt offering shall be
submitted to Franchisor for review prior to their use. No offering of such
securities shall imply (by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or otherwise) that
Franchisor is participating in the underwriting, issuance, or offering of
securities by Master Franchisee or Franchisor; and Franchisor's review of
any offering shall be limited solely to the subj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ster Franchisee and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and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offering must fully indemnify 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the offering. For each proposed offering,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 non refundable fee of Five Thousand
Dollars (USD 5,000.00), or such greater amount as is necessary to
reimburse Franchisor for its reasonable costs and expenses associated with
reviewing the proposed offering,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egal and
accounting fees. Master Franchisee shall give Franchisor written notice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to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ny offering
or other transaction covered by this Section VIII.

IX. CONFIDENTIAL INFORMATION
A.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recognize and hereby acknowledge tha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s necessarily involve
certain information which is confidential and which will be disclosed by
Franchisor to Master Franchisee on a confidential basis for use sole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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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further recognize and acknowledge that the improper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would likely have
the effect of impairing or destroying the value, for both parties and for
other franchisees, of the Brand System. Therefore, Master Franchisee agrees
that it will no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renewals
thereof) and for 30 years thereafter, communicate, divulge, or use for the
benefit of any other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concerning the
construction and methods of operation of any Restaurant which may be
communicated to Master Franchisee, or of which Master Franchisee may be
apprised, by virtue of Master Franchisee's oper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shall divulg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to said employees of Master Franchisee as must have access to it in
order to exercise the development rights granted hereunder an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Restaurants pursuant to the franchise agreements or to the
extent required to do so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B. Any and all information, knowledge, and know ho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rawings, materials, equipment, recipes, prepared mixtures or
blends of spices or other food products, and other data, which Franchisor
designates as confidential, and any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which may be derived by analysis thereof, shall be deemed confidential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except information which
Master
Franchisee can demonstrate came to Master Franchisee's attention prior to
disclosure thereof by Franchisor; or which, at the time of disclosure
thereof by Franchisor to Master Franchisee, had become a part of the
public domain through publication or communication by others.
C. Unless prohibited by local law, Master Franchisee shall require all of Master
Franchisee's employees and all officers, directors, and holders of direct or
indirect beneficial ownership interests of five percent (5%) or more in
Master Franchisee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or ownership, to
execute a confidentiality agreement, as provided in writing by Franchisor,
prohibiting them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or ownership in
Master Franchisee, or thereafter from communicating, divulging, or using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concerning the
methods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may be acquired
during the term of their association with Master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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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OVENANTS
A. Master Franchisee specifically acknowledges that,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will receive valuable specialized training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formation regarding the operational,
sale, promotional, and marketing methods and techniques of Franchisor and
the System. Master Franchisee covenants tha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shall no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or corporation:
1. Divert or attempt to divert any business or customer of the Restaurants
to any competitor by direct or indirect inducements or otherwise, or to
do or perform, directly or indirectly, any other act injurious or prejudicial
to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Proprietary Marks and the System;
2. Employ or seek to employ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employed by
Franchisor or by any other Brand Food Product franchisee or otherwise,
or directly or indirectly induce such person to leave his or her
employment; or
3. Own, maintain, operate, engage i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ast food
(either for takeout or on premises consumption, or a combination
thereof)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the sale of food product ("Food
product Store");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Food product Store"
shall not apply to any business operated by Master Franchisee under a
franchise agreement with Franchisor or an affiliate of Franchisor.
B. Master Franchisee covenants tha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shall not, regardless of the cause for
termin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Master Franchisee, or through,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or
corporation;
1. For two (2) years following termination, own, maintain, engage i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ood product Store which is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or within a radius of ten (10) miles of the location of any
restaurant under the System, whether owned by Franchisor or any other
Brand Food Product franchisee, which is in existence as of the date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Development Agree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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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one (1) year following termination, employ or seek to employ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employed by Franchisor or by any other
Brand Food Product
franchisee or otherwise, or directly or indirectly
induce such person to leave his or her employment.
C. At Franchisor's request, Master Franchisee shall require and obtain the
execution of covenants similar to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 (including
covenants applicable upon the termination of a person's relationship with
Master Franchisee) from Master Franchisee's president and all directors
and holders of a direct or indirect beneficial ownership interest of five
percent (5%) or more in Master Franchisee. Every covenant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be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pecific identification of Franchisor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of such covenants with the independent right to enforce them. Failure by
Master Franchisee to obtain execution of a covenant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D. Master Franchisee shall execute and record any documents that are deemed
necessary by Franchisor to obtain protection for the Proprietary Marks or
to maintain their continued validity and enforceability by Franchisor in the
Territory. However, Master Franchisee agrees not to make an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Proprietary Marks, unless Franchisor directs, in
writing, that Master Franchisee make such application.

XI. EFFEC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A.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ll rights granted herein
shall forthwith terminate, and;
1. Master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cease to operate as a Brand Master
Franchisee, and Master Franchisee shall have no right to establish or
operate any Restaurant not being opera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establish, and to license others to establish,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under any franchise agreement
which has been executed between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and
which has not been terminated;
2. Master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pay all sums owing to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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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in seeking
recovery of damages caused by any action of Master Franchisee in
violation of, or in obtaining injunctive relief for enforcement of any portion
of this Section. Further,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ny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result in
irreparable injury to Franchisor.

XII. NOTICES
Any and all notices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livered by any means which will provide evidence of the
date received to the respective parties at the following addresses unless and
until a different address has been designated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Notices to Franchisor:
Notice to Master Franchisee:
All written notices and reports permitted or required to be deli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addressed to the party to be notified at
its most current principal business address of which the notifying party has been
notified and shall be deemed so delivered (i) at the time delivered by hand; (ii)
one (1) business day after sending by telegraph, facsimile or comparable
electronic system; or (iii) if sent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or by other
means which affords the sender evidence of delivery, on the date and time of
receipt or attempted delivery if delivery has been refused or rendered
impossible by the party being notified.

XIII. NON WAIVER
A. No failure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power reserved to it in this
Agreement, or to insist upon compliance by Master Franchisee with any
obligation or condition in this Agreement, and no custom or practice of
the parties at variance with the terms hereof,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Franchisor's right to demand exact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aiver by Franchisor of any particular default shall not affect
or impair Franchisor's right with respect to any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f a different nature, nor shall any delay, forbearance, or
omission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power or rights arising out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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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r default by Master Franchisee of any of the terms, provisions, or
covenants of this Agreement, affect or impair Franchisor's rights, nor shall
such constitute a waiver by Franchisor of any rights hereunder or right to
declare any subsequent breach or default. Subsequent acceptance by
Franchisor of any payments due to it shall not be deemed to be a waiver
by Franchisor of any preceding breach by Master Franchisee of any terms,
covenant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neither Franchisor nor Master
Franchisee shall be liable for loss or damage or deemed to be in breach
of this Agreement if its failure to perform its obligations results from acts
or events which are reasonably beyond its control, such as: (1) compliance
with any law, ruling, order, regulation, requirement or instruction or any
federal, state, provincial or municipal government or any department or
agency thereof; (2) acts of God; (3) acts or omissions of the other party;
(4) fires, strikes, embargoes, war or riot; or (5) any other similar event or
caus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non performing party must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of its inability to perform, and shall
expeditiously resume performance upon cessation of the impairment. Any
such delay which results in the inability to perform for at least 60
consecutive days shall extend performance accordingly or excuse
performance, in whole or in part, as may be reasonable.

XIV. INDEPENDENT CONTRACTOR AND INDEMNIFICATION
A. It is understood and agreed by the parties hereto that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m, that Master Franchisee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and that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intended
to constitute either party an agent, legal representative, subsidiary, joint
venturer, partner, employee, or servant of the other for any purpose
whatsoever.
B. Master Franchisee shall hold itself out to the public to be an independent
contractor operating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agrees
to take such actions as shall be necessary to that end.
C. Master Franchise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nothing in this Agreement
authorizes the Master Franchisee to make any contract, agreement,
warranty, or representation on Franchisor's behalf, or to incur any debt or
any other obligation in Franchisor's name, and that Franchisor shall 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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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assume liability for, or be deemed liable hereunder as a result of,
any such action or by reason of any act or omission of Master Franchisee,
or any claim or judgement arising therefrom. Master Franchisee shall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and Franchisor'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harmless against any and all such claim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Master Franchisee's activities, as well as the cost, including attorney's fees,
of defending against such claims.

XV. TAXES, PERMITS AND INDEBTEDNESS
A. Master Franchisee shall promptly pay when due all duties, taxes, contract
registration charges, together with any interests and penalties, and all
accounts and other indebtedness of every kind incurred by Master
Franchisee in the conduct of the franchised business under this Agreement.
B. Master Franchisee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shall timely obtain any and all permits, certificates, or licenses necessary
for the full and proper conduct of the businesses operated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censes to do business, sales tax
permits and fire clearances.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ny and all governmental charg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any amendment hereto, in
the form of registration fees, surtax, stamp duties, income tax or other
governmental rates, V.A.T., taxes or charges of any nature whatsoever,
shall be paid by Master Franchisee when such charges are assessed and
are due under any national or local law in effect in the country in which
the Restaurant or Master Franchise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provided, however, Master Franchisee shall be responsible for
withholding and paying over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ny and all
withholding taxes which are assessed on or against any amounts owed to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shall provide proof,
including original receipts, to Franchisor of its withholding and payment of
any such taxes. Master Franchisee shall indemnify Franchisor and its
officers, directors and employees and hold them harmless for any
assessments that might be made against Franchisor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within the
country in which the Restaurant is located for Master Franchisee's failure
to withhold or pay over any such withholding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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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aster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within five (5) days of
the commencement of any action, suit or proceeding, and of the issuance of
any order, writ, injunction, award or decree of any court, agency, or other
governmental instrumentality, which may adversely affect, in a material
manner, the operation or the financial condition of Master Franchisee.

XVI. APPROVALS
A. Whenever this Agreement requires the prior approval of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shall make a timely written request to Franchisor therefore,
and, except as may otherwise be expressly provided herein, any approval
or consent granted shall be in writing.
B. Franchisor makes no warranties or guaranties upon which Master
Franchisee may rely, and assumes no liability or obligation to Master
Franchisee or any third party to which Franchisor would not otherwise be
subject, by providing any waiver, approval, advice, consent, or services to
Master Franchise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by reason of any
neglect, delay, or denial of any request therefor.

XVII. ACKNOWLEDGEMENT AND DISCLAIMER
A.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the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involves substantial business risks and will
be largely dependent upon the ability of Master Franchisee as an
independent businessman. Franchisor expressly disclaims the making of, and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not having received, any warranty or
guaranty, expressed or implied, as to the potential volume, profits, or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B.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Master Franchisee has received, read,
and understood this Agreement, the Exhibits hereto, and agreements
relating hereto, if any; and Franchisor has accorded Master Franchisee
ample time and opportunity to consult with advisors of Master Franchisee's
own choosing about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XVIII. SEVERABILITY AND CONSTRUCTION
A. The official text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English languag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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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eement shall be executed in the original English text and, in case
of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text and any translation thereof, the
English text shall be deemed controlling.
B.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 each portion, section,
part, term, and/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severable; and if, for any reason any section, part, term, and/or provision
herein is determined to be invalid and contrary to, or conflict with, any
existing or future law or regulation by a court or agency having valid
jurisdiction, such shall not impair the operation, or have any other effect
upon, such other portions, section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may remain otherwise intelligible, and the latter shall
continue to be given full force and effect to bind the parties; and said
invalid portions, section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shall be deemed
not to be part of this Agreement.
C. Except as has been express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intended, nor shall be deemed, to confer upon any
person or legal entity other than Master Franchisee, Franchisor,
Franchisor's officers, directors, and employees, and such of Master
Franchisee's and Franchisor's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any rights
or remedies under or by reason of this Agreement.
D.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multiple originals, and each copy so
executed deemed an original.

XIX. ENTIRE AGREEMENT AND APPLICABLE LAW
A. This Agreement, the documents referred to herein, and the Exhibits hereto,
constitute the entire, full, and complete 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 any
and all prior agreements regarding such subject matter. Except for those
permitted to be made unilaterally by Franchisor hereunder, no amendment,
change, or variance from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either party
unless mutually agreed to by the parties and executed by their authorized
officers or agents in writing.
B.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laws shall prevail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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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o right or remedy herein conferred upon or reserved to Franchisor is
exclusiv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herein, or by law or equity
provided or permitted; but each shall be cumulative of any right or
remedy provided in this Agreement.
D.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ar Franchisor's right to obtain injunctive
relief against threatened conduct that will cause it loss or damages, under
the usual equity rules, including the applicable rules for obtaining
restraining order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E.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provisions of Sections IX and X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whatsoever.

XX. ARBITRATION
A. In the event any dispute should arise between the parties hereto in
connection with, arising from, or with respect to any provision hereof,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hereto, or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is
Agreement or any provision hereof, and such dispute shall not be resolved
within 30 days after either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in writing, of such
dispute, then such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arbitration on the demand of
either party. The parties expressly agree that, before any dispute is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representative of Franchisor and the representative of
Master Franchisee shall meet in person to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on
mutually agreeable terms. If such meeting cannot be arranged within the
thirty (30) day period referred to above, the parties agree to extend such
period for an additional thirty (30) days to accommodate the schedules of the
designated executive(s) available for the meeting contemplated in this Section.
Failure to attend this meeting as provided herein by either party shall be
deemed a default by such party under this Agreement.
B.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by a panel of three (3) arbitrators in
Los Angeles, California.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shall each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to act as Chairman of the tribunal. If a party fails to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claimant's
Request for Arbitration (given and effective as set forth in the Notice
Section of this Agreement), such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two arbitrators thus appointed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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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 to agree upon the third arbitrator to act as Chairman. If said two
arbitrators fail to nominate the Chairma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to be appointed, the Chairman
shall be appoint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C.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provided that the arbitrators shall base their
decision and awar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hereto, and such award may include money damages,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lief. The decision and award of the
arbitrators shall be conclusive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thereto and
judgment upon the award, including any partial, temporary or interim
awar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agree that any arbitration award may be enforced
against either or both of them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Franchisor and Master Franchisee each waives any right to contest, and
hereby agrees not to contes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such award.
The parties agree that the arbitrators may award interest from the date
of any damages incurred for breach or other violation of this Agreement,
until paid in full, at a rate to be fixed by the arbitrators

XXI. GOVERNMENTAL APPROVALS
A. All franchise agreements contemplated herein shall be executed subject to
any and all required government approvals described in this Section. Where
required, Master Franchisee shall promptly take such actions as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to obtain required government approvals and
authorizations from any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in the Territory,
and, if necessary, from any other organization whose approval or
authorization is required under applicable law or regulation for this
Agreement or any franchise agreement to be effective or for the payment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or any franchise agreement to be made to
Franchisor as directed therein. All such approvals or authorizations shall be
at Master Franchisee's expense.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at its option
and expense, to participate in all phases of the registration process and
will, in any event, cooperate with Master Franchisee in all such
undertakings. Master Franchisee agrees to provide reasonable notice to
Franchisor in advance of any and all meetings with government personnel
for that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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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ny government or agency thereof should require, as a condition of its
approval of the initial effectiveness of any Franchise Agreement, directly
or indirectly,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such
Franchise Agreement, or of the performance of the parties thereunder, the
parties agree to use their best efforts to comply with such request. The
parties further acknowledge that (i) the ability of Master Franchisee to
purchase and receive into the Territory Franchisor's Trade Secret products
(as defined in the franchise agreements), and (ii) the ability of Master
Franchisee to pay all fees required to be paid by it to Franchisor under
and as specified in the franchise agreements are material causes for
Franchisor's execution of this Agreement.
C.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is executed by both parties.

XXII. SUBFRANCHISE RIGHTS
A. Grant of Subfranchise Rights
1. Franchisor hereby grants Master Franchisee the right,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XXII, to grant subfranchises to third parties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Subfranchisees"), to develop and
operate the Restaurants as subfranchised units ("Subfranchised Units") in
the Territory, at locations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the
"Subfranchise Rights"). The Subfranchised Rights granted herein to Master
Franchisee shall arise if and only if Master Franchisee has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a minimum of twelve Restaurants, as provided in Exhibit
“A”. Further, Master Franchisee shall not be permitted to grant any
further subfranchises to third parties if the addition of a Subfranchised Unit
will render the percentage of Developed-owned Restaurants to fall under
thirty percent (30%) of all Restaurants developed in the Territory.
2. Each Subfranchised Unit shall be developed and operated pursuant to a
separate Franchise Agreement executed by Master Franchisee and the
Subfranchisee, which shall be in the form substantially the same as
Exhibit C.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require changes to the
form of Franchise Agreement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local
law in the Territory and/or to reflect changes in the Brand System.
Master Franchisee shall make no material changes to the Franchise
Agreement (except to complete blank lines, where such blank line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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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Franchisor.
3. Failure by Master Franchisee to adhere to the Minimum Development
Schedule shall result in a loss of the Subfranchise Rights, provided,
however, that Master Franchisee's other rights and obligations as
Subfranchisor hereu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the
end of the term of the last Franchise Agreement executed by Master
Franchisee hereunder, unless terminated earlier by Franchisor pursuant
to the terms hereof. The opening of each Subfranchised Unit shall be
counted and applied towards the Minimum Development Schedule.
B. Subfranchise Fees
1. In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each Subfranchised Unit and the
assistance and technical services which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received by Master Franchisee hereunder,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for each Subfranchised Unit developed hereunder the
following fees:
(a) Franchise Fees. Master Franchisee shall pay Franchisor, for each
Subfranchised Unit developed by a Subfranchisee hereunder, a
Franchise Fee in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II.B hereof.
(b) Royalty Fees. Master Franchisee shall pay Franchisor, for each
Subfranchised Unit developed by a Subfranchisee hereunder, the same
recurring, non refundable royalty fee and all other fees required to
be paid by Master Franchisee to Franchisor under the Franchise
Agreement attached hereto as Exhibit C of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of the Franchise Agreement payable on a calendar quarter basis
("Calendar Quarter").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each year
during the term hereof shall consist of four, three month Calendar
Quarters, ending on March 31, June 30, September 30, and December
31, respectively. During each year, or partial year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shall remit royalty fee payments to
Franchisor no later than ten (10) business days after the end of each
Calendar Quarter, for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2. The fees to be paid by Master Franchisee to Franchisor under this Section
shall be payable by Master Franchisee to 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Section XXII.B,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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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ll of such fees are received by Master Franchisee from Subfranchisees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plicable Franchise Agreements.
3.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herein, Franchise Fees
payable by Master Franchisee to Franchisor pursuant to Section XXII
hereunder for Subfranchised Units shall be payable within ten (10) days
after the earlier to occur of: (i) the date on which the Franchise
Agreement for such Unit is executed; (ii) the date upon which any
franchise fee (or its equivalent) is paid by the Subfranchisee to Master
Franchisee for such Subfranchised Unit; or (iii) the date upon which the
Subfranchisee commences construction of the Subfranchised Unit.
C. Term of the Agreement and the Subfranchise Rights
Master Franchisee's right to grant Subfranchises for Subfranchised Units
shall expire upon completion of the Minimum Development Schedule, unless
soone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D. Obligations of Master Franchisee as Subfranchisor
1. Approval of Subfranchisees. Master Franchisee shall not grant any
Franchise Agreement to a Subfranchisee unless such Subfranchisee has
been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Franchisor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the approval of a prospective Subfranchisee
provided Franchisor shall have determined, to its satisfaction, that the
prospective Subfranchisee's qualifications meet Franchisor's then current
criteria for new franchise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ranchisor's
minimum financial and restaurant operations requirements. Master
Franchisee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approval of each prospective
Subfranchisee, together with (i) a copy of the prospective Subfranchisee's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 (ii) a "business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ubfranchised Units in the Territory by the prospective Subfranchisee;
(ii) a summary of the business experience of the prospective Subfranchisee,
and such other information as Franchisor may request. If Master Franchisee
does not receive written approval of the a prospective Subfranchisee from
Franchiso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Franchisor has received Master
Franchisee's request for such approval, Franchisor shall be deemed to
have disapproved the prospective Subfranchisee, and Master Franchisee
shall not thereafter grant any Franchise Agreements to such prospective
Sub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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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bfranchised Unit Location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f a Subfranchised Unit and/or execu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for a
Subfranchised Unit, Master Franchisee shall provide Franchisor with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site for the proposed Subfranchised Unit for
Franchisor's review and approval. Master Franchisee shall not approve a
site by a proposed Subfranchised Unit unless Franchisor has provided its
prior written approval of such proposed site. In the event Master
Franchisee does not receive written approval of the proposed site within
thirty (30) days of Franchisor's receipt of Master Franchisee's request to
approve such site, Franchisor shall be deemed to have disapproved the
proposed location.
3. Training of Subfranchisee
(a) Master Franchi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providing training to
Subfranchisees, at Master Franchisee's sole cost and expense, as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and in the manner set
forth under the Franchise Agreements.
(b) Master Franchisee shall maintain in its employ, at all times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minimum of two (2) employees, whom
Master Franchisee shall designate, by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who
shall be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Franchiso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ersons designated as Master Franchisee's initial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Franchisor's basic management training
program (including initial training guidelines) at a location designated
by Franchisor. Master Franchisee's initial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shall attend and complete the training program to
Franchisor's satisfaction, prior to Master Franchisee granting the first
Franchise Agreement for a Subfranchised Unit under this Agreement.
Master Franchisee shall also designate, by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any person subsequently employed and designated by Master
Franchisee as a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may require that any person subsequently employed
as one of Master Franchisee's two (2)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attend and complete, to Franchisor's satisfaction,
Franchisor's basic management training program at a location
designated by Franchisor. While Franchisor will provide the initial
training instruction and materials, all other expenses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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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period, including costs of accommodations, wages, travel, and
translation, if necessary, and the costs of subsequent training and
materials shall be borne exclusively by Master Franchisee.
(c) Master Franchisee's Highly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shall
conduct training courses as approved by Franchisor for all owners and
managers of Subfranchised Units and for any person subsequently
employed as a manager at each Subfranchised Unit, as required by
the Unit Franchise Agreement. Such training shall be conducted at a
location designated by Master Franchisee.
4. Befo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f any Subfranchised Unit,
Master Franchisee shall provide Franchisor with copies of the plans and
specif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r renovation) and decoration of such
Subfranchised Unit for Franchisor's written approval. Such plans and
specifications shall be in conformity with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Brand Restaurants, as set forth in the then current
Brand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s or otherwise in writing. No
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any Subfranchised Unit may commence until
Master Franchisee has received Franchisor's written approval of the plans
and specifications for such Franchised Unit. In the event Master
Franchisee does not receive written approval of the proposed construction
plans and specifications within forty (40) days of Franchisor's receipt of
same, Franchisor shall be deemed to have approved the proposed
construction plans and specifications.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obligation for supervision of construction of Subfranchised Units to insure
compliance with the then current Manuals and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Restaurants sha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Master Franchisee.
5. Execution of Agreements. On or before the date on which 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each Subfranchised Unit begins, Master Franchisee and
the Subfranchisee shall execute the Franchise Agreement for such
Restaurant, in triplicate. Master Franchisee shall provide to Franchisor
one of the original three (3) signed copies of each Franchise Agreement
within ten (10) days after execution of such agreement.
6. Upon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a Subfranchised
Unit, Master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on such forms
as Franchisor may pre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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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the proposed opening of each
Subfranchised Unit, Master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of such proposed opening date.
8. Enforcement of Franchise Agreements.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every detail of the appearance and operation of the
Subfranchised Units is important to Franchisor, Master Franchisee, and
the Subfranchisees in order to develop and maintain superior operating
standards, to increase the demand for services and products sold by
Brand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and to protect Franchisor's reputation
and goodwill, and, therefore, agrees as follows:
(a) Master Franchisee shall fulfill all of the duties of "franchisor" under
each Franchise Agreement execu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b) Master Franchisee shall enforce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Franchise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ulfillment of
training requirements; proper usage of the Proprietary Marks;
adherence to the Manuals and other written directives of Franchisor;
and compliance with Franchisor's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Subfranchised Units. If Master Franchisee fail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arising under this Section XXII.D within the
time provided in the Franchise Agreement (or, if no time is specified,
within a reasonable time), Franchisor may itself take such steps as
may be necessary to enforc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ranchise Agreements. Franchisor shall be specifically named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in each Franchise Agreement, and Franchisor
shall have the independent right and authority to enforce the terms
of said Franchise Agreements.
9. Subfranchisee Operations
(a) Master Franchisee shall require Subfranchisees to purchase all
ingredients, products, materials, supplies, paper
goods, and
improvement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Subfranchised Units
solely from suppliers who demonstrate, to the continuing reasonable
satisfaction of Franchisor, the ability to meet Franchisor's reasonabl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such items, as may from time to time
exist; who possess adequate quality controls and capacity to supply
Subfranchisees' needs promptly and reliably; and who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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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nd not thereafter disapproved. If
any Subfranchisee desires to purchase any items from an unapproved
supplier, Master Franchisee shall submit to Franchisor a written
request for such approval, or shall request the supplier itself to do so.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as a condition of its
approval, that its representatives be permitted to inspect the suppliers'
facilities, and that samples from the supplier be delivered, at
Franchisor's option, either to Franchisor or to an independent,
certified laboratory, designated by Franchisor for testing prior to
granting approval. A charge not to exceed the reasonable cost of the
inspection and the actual cost of the test shall be paid by the supplier
or Master Franchisee.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at its option, to
reinspect the facilities and retest the products, at such supplier's
expense, of any such approved suppliers from time to time and to
revoke its approval upon such supplier's failure to continue to meet
any of the foregoing criteria, as may from time to time be modified
by Franchisor.
(b) In the event Master Franchisee is approved by Franchisor as an
approved supplier of goods and/or services to Subfranchisees, Master
Franchisee's prices for such goods and services sold to
Subfranchisee's shall be fair and reasonable and shall not, in any
event, exceed the then current market price of such goods and
services in the market in which such Subfranchisees operate their
Subfranchised Units.
10. Trade Secret Product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
Products (as defined in Section "X.C" of the form of Franchise
Agreement attached hereto as Exhibit "C l") to the System, Master
Franchisee shall fully cooperate with Franchisor and Franchisor's
approved suppliers in connection with any reasonable request made by
Franchisor or its approved suppliers in order to make Trade Secret
Products available to Subfranchisees in the Territory.
Master
Franchisee shall execute such document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counsel for Franchisor and its approved suppliers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is Section XXII.D. 13
11. Subfranchisee Advertising.
(a) Master Franchisee shall submit to Franchisor, within thirty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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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its first use, for Franchisor's written approval, samples of all
promotional and advertising materials proposed for use by
Subfranchisees. Master Franchisee shall not use or provide its approval
to a Subfranchisee to use any such proposed advertising, unless Master
Franchisee has received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of such
advertising material. If Master Franchisee does not receive written
approval from Franchisor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Franchisor has
received the proposed advertising materials, Franchisor shall be deemed
to have disapproved such proposed advertising materials.
(b) Upon execution of the first (1st) Franchise Agreement issued
hereunder, Master Franchisee shall establish an advertising co
operative for the Territory and shall ensure that all contributions
required pursuant to Franchise Agreements executed by Master
Franchisee and pursuant to Franchise Agreements entered into by
Subfranchisees, are thereafter made to such advertising cooperative
by Master Franchisee and all Subfranchisees.
12. Subfranchisee/Restaurant Information. Master Franchisee shall promptly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of any Subfranchised Unit that ceases to
do business for any reason whatsoever. Master Franchisee shall
promptly provide Franchisor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Franchisor
may request regarding Subfranchisees, and Subfranchised Units
developed by Subfranchisees. Franchisor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require reasonable periodic reports from Master Franchisee of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Subfranchisees and Subfranchised Units and
Master Franchisee agrees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Master
Franchisee shall provide Franchisor with copies of all written notices of
default of Franchise Agreements and advise Franchisor, in writing,
before any Franchise Agreement is terminated before the normal
expiration of the term.
13.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the Brand System must continue to
evolve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market and to meet new and
changing consumer demands and that accordingly, variations and
additions thereto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in order to
preserve and enhance the public image, ensure the continuing
uniformity of the Brand System and increase efficiency as well as
demand by the public for the Brand Menu items. Accordingly, the
parties agree that they will consult with each other from time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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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spect to proposed changes to the Brand System. Following such
consultation,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upon written notice to
Master Franchisee, add to, subtract from or otherwise change the Brand
System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doption and use of new or
modified products, services, equipment and furnishings and new recipe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relating to the preparation, sale, promotion
and marketing of Brand menu items. Master Franchisee agrees to cause
all Subfranchisees to promptly accept, implement, use and display in the
operation of Subfranchised Units all such additions, newly purchased
equipment, developments, modifications and changes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14. Books and Records.
(a) Master Franchisee shall submit to Franchisor such forms and reports
and other financ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ales and operation of
all Subfranchised Units, as specified by Franchisor, at the time when
payments of royalty fees are due under Section XXII.B. above, or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 Manuals or otherwise in writing. If Master
Franchisee fails to submit any financial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Section XXII.D.17, Franchisor may obtain such information by audit,
conducted at Master Franchisee's expense.
(b) Master Franchisee shall preserve and make available to Franchisor all
books, records and accounts relating to the sales and operations of
Subfranchised Units for a period of seven (7) years, or for such
other time period as may be prescribed in the Manuals or otherwise
in writing. Franchisor may reconstruct records from available data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echniques in the United States.
(c) Franchisor may inspect the books, records, and accounts of Master
Franchisee and of each Sub Franchisee at any reasonable time or
place (including Master Franchisee's or Subfranchise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f such inspection reveals that the Gross Sales of any
Subfranchised Unit reported by Master Franchisee to Franchisor are
less than the Gross Sales ascertained by such inspections, then Master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pay to Franchisor the amount owing to
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the correct gross sales report. Upon
discovery of an understatement in the report of Gross Sales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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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ranchised Unit of two (2%) percent or more, Master Franchisee
shall reimburse Franchisor for any and all expenses connected with
such insp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asonable accounting
and legal fees, as well as interest on the unreported sales at the rate
of one and one half (1.5%) percent over the prime lending rate of
the Bank of America of the overdue balance per month from the
date said payment was due until paid, or the maximum rate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Master Franchisee has its
principal business address, whichever is less. Such pay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emedies Franchisor may have under
this Agreement.
15. Immigration Matters. Master Franchisee shall provide such assistance as
may be requested by 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the immigration laws
of the Territory to facilitate the travel of representatives of Franchisor
and its approved suppliers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E. Proprietary Marks
1. With respect to Master Franchisee's use and/or licensing of the
Proprietary Marks in connection with the Subfranchise Rights granted
herein, Master Franchisee agrees to use and authorize Subfranchisee's
to use only the Proprietary Marks designated by Franchisor, and shall
permit their use only in the manner authorized and permitted by
Franchisor, and as set forth in the Franchise Agreements, and/or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F. Default
1. Subject to the cure provisions of Section VII.D herein, Master Franchisee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hereunder and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and/or the Subfranchise Rights granted
to Master Franchisee hereunder,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if Master Franchisee fails to
fulfill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or fails to enforce, or comply with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and/or any Franchise
Agreement which Master Franchisee has granted pursuant 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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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ffec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Subfranchise Rights
1.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Development Agreement and/or the
Subfranchise Rights granted herein;
(a) Master Franchisee shall no longer have the right to grant any other
party a Franchise Agreement to establish and/or operate any
Restaurant for which a Franchise Agreement has not been executed
by Master Franchisee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and/or
expiration;
(b) Master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pay all sums owing to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ffiliates, and approved suppliers pursuant to this
Section XXII.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Subfranchise Rights
and/or Franchisor's election of the Franchisor Assignment Option (as
defined below) as a result of any default by Master Franchisee, such
sums shall include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as a result of such
default;
(c) Upon written notice to Master Franchisee, each Franchise Agreement
executed by Master Franchisee and the Subfranchisees shall
automatically be deemed to be assigned to Franchisor. In order to
memorialize same, Master Franchisee and each Subfranchisee shall
immediately execute the appropriate assignments and agreements
transferring Master Franchisee's rights and obligations in all Franchise
Agreements to Franchisor (hereafter "Franchisor's Assignment Option").
In the event Franchisor elects to exercise Franchisor's Assignment
Option, Master Franchisee shall, nonetheless, remain a guarantor of all
Subfranchisee's obligations to Franchisor under each Subfranchise
Agreement;
(d) In the event Franchisor does not elect to exercise Franchisor's Assignment
Option, Master Franchisee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all obligations and
duties as "franchisor"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ach Franchise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uty to inspect the
Subfranchised Units, provide advice and assistance to the Subfranchisees,
training, and advertising. In such event, Master Franchisee shall continue to
remit to Franchisor all amounts due under the terms of Section XXII.B
hereof, provided, however, Master Franchisee shall not be entitled to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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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Agreements for any new Subfranchised Units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Subfranchise Rights granted herein.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not in conflict herewith shall remain valid and
enforceable subsequent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set forth herein; and
(e) Master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and witnesse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in seeking recovery of damages caused by any action
of Master Franchisee in violation of, or in obtaining injunctive relief
for enforcement of, any portion of this Section XXII. Further, Master
Franchi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ny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XXII shall result in irreparable injury to
Franchisor and shall entitle Franchisor to seek and obtain injunctive
relief in any court.
H. Independent Contractor and Indemnification
1. Master Franchise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nothing in this Agreement
authorizes the Master Franchisee in exercising the Subfranchise Rights to
make any contract, agreement, warranty, or representation on
Franchisor's behalf (except to the extent specifically contemplated under
Franchise Agreements) or to incur any debt or any other obligation in
Franchisor's name; and that Franchisor shall in no event assume liability
for, or be deemed liable hereunder as a result of, any such action or by
reason of any act or omission of Master Franchisee any Subfranchisee or
any claim or judgement arising therefrom.
2. Master Franchisee shall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Franchisor's
parent, subsidiaries and affiliates, Franchisor's approved supplier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agents, and employees
harmless against any and all claim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Subfranchised Units by
Subfranchisees, the offer, sale, termination, and non renewal of Franchise
Agreements and Master Franchisee's activities hereunder, as well as the
cost, including attorney's and witnesses' fees, of defending against such
claims.
I. Approvals
1.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of Subfranchise Rights to Master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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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under, Franchisor makes no warranties or guarantees upon which
Master Franchisee and/or any Subfranchisee may rely, and assumes no
liability or obligation to Master Franchisee or any third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Subfranchisee) to which Franchisor would not
otherwise be subject by providing any waiver, approval, advice, consent,
or services to Master Franchisee or by reason of any neglect, delay, or
denial of any request therefor.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duly executed, sealed, and delivered this Agreement in multiple
originals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FRANCHISOR COMPANY

MASTER FRANCHISEE

By: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______________________

Title: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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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A"
MINIMUM DEVELOPMENT SCHEDULE

NUMBER OF NEW
FRANCHISED
RESTAURANTS TO
BE OPENED AND
IN OPERATION

DATE TO BE
OPENED BY

CUMULATIVE
NUMBER OF
FRANCHISED
RESTAURANTS TO
BE OPEN AND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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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B"
DEVELOPMENT TERRITORY

The following area(s), as its/their respective political boundaries exist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e Develop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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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C"
FRANCHI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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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AGREEMENT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made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 ____, by and between FRANCHISOR COMPANY,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_________________ hereafter "Franchisor") and
______________________,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after "Franchisee").
WITNESSETH:
WHEREAS, FRANCHISOR (hereafter "FRANCHISOR") has developed and owns
a unique system for opening and operating restaurants specializing in unique
food product ("Brand Food System" or "System") and is entitled to authorize
others to use the System;
WHEREA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Food System include,
without limitation, the names Brand, Brand Food Product, specially designed
buildings, distinctive interior and exterior layouts, decor, color schemes, and
furnishings; confidential food formulas and recipes used in the preparation of
food products and, particularly, a unique batter formula for preparing Brand
food item; specialized menu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and
equipment layouts, products, operating procedures, and management programs,
all of which may be changed, improved, and further develop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WHEREAS, the Brand Food System is identified by means of certain trade
names, service marks, trademarks, logos, emblems, and indicia of orig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ark "Brand Food Product" and such other
trade names, service marks, and trademarks, and as are now,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by FRANCHISOR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system
("Proprietary Marks");
WHEREAS, FRANCHISOR has the sole right to develop, operate, or license
others to develop and/or operate, Brand restaurants;
WHEREAS, FRANCHISOR and Franchisor continue to develop, use, and control
the use of said Proprietary Marks in order to identify for the public the source
of services and products marketed thereunder in the Brand Food System and to
represent the Brand Food System's high standards of quality, appear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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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WHEREAS, Franchisee wishes to open and operate Brand Food Product
restaurants using the System ("Franchised Units" or "Restaurants"), and wishes
to be assisted, trained, and licensed by Franchisor as a Brand Food Product
Franchisee;
WHEREAS, Franchise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he Brand Food System
and Brand high and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cleanliness, appearance, and
service, and the necessity of opening and operating Brand Restaurants and
Biscuits System;
NOW, THEREFORE,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I. APPOINTMENT
Franchisor grants to Franchisee a franchise to open and operate a Brand
Restaurant, at one location only, such location to be described as:
_________________________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contained an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e development 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dated ___, __ , (the "Development
Agreement"), which is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and a license to use in
connection therewith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and the System,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trademarks described on Exhibit A attached hereto.

II. DURATION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term of this Franchise
Agreement shall expire on the tenth (10th) anniversary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Franchisee agrees to
execute and deliver to Franchisor an Acknowledgement of Commencement
date in the form attached as Exhibit "B" immediately upon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Franchisee agrees
and shall be obligated to operate the Franchised Unit and perform
hereunder for the full term of this Agreement.
B. Franchisee may, at its option, renew this franchise for one (1) additional
period of ten (10) years, provided that, at the time of renewal:
1. Franchisee gives Franchisor written notice of such election to renew not
less than twelve (12) months nor more than eighteen (18) months prior
미국

263

to the end of the primary term;
2. Franchisee executes Franchisor's then current standard form of franchise
agreement;
3. Franchisee executes a general release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Franchisor;
4. Franchisee is not in default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any
amendment hereof or successor hereto,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Franchisee and Franchisor, or any subsidiary or affiliate of Franchisor,
and has fully and faithfully performed all of Franchisee's obligations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5. Franchisee has satisfied all monetary obligations own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and any indebtedness as to
which Franchisor is guarantor, and has timely met these obligations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6. Franchisee agrees to remodel and modernize the Franchised Uni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rior and exterior design, signs, equipment,
furnishings, and decor, to conform with Franchisor's then current
standards for the System, as contained in the then current franchise
agreement, Manual (as hereinafter defined), or other writings.

III. FEES
A. In consideration of the franchise granted to Franchisee herein, and the
training, assistance and services which have been and will be received by
Franchisee,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the following:
1. Upon execution hereof by Franchisee, a non refundable, franchise fee of
___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 per Restaurant for the first ten
Restaurants and ________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_) per
Restaurant for the next twenty Restaurants. In addition to the territorial
fee provided in Section II.A. of the Master Franchise Agreement,
Franchisee shall pay a total of ___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__)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which payment shall represent an
advance payment of 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_) for each
Restaurant to be opened by the Franchisee under this Agreement. Upon
payment of the _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 in addi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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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fee, Franchisee shall be required to pay _______________
Dollars (USD _________) per Restaurant for the first ten Restaurants and
____________ (USD ________) per Restaurant for the next twenty
Restaurants upon execution of each relevant Franchise Agreement. Said
franchise fee has been fully earned by Franchisor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Franchisee and is in addition to any territorial fees paid.
2. A recurring, non refundable royalty fee of five percent (5%) of Gross
Sales (as defined below)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payable on
a calendar quarter basis ("Calendar Quarter").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each year during the term hereof shall consist of four, three
month Calendar Quarters, ending on March 31, June 30, September 30,
and December 31, respectively. During each year, or partial year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remit royalty fee payments to
Franchisor no later than ten (10) business days after the end of each
Calendar Quarter, for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Section to the contrary, in the event Franchisee's
cumulative number of Restaurants franchised hereunder is less than
seventy percent (70%) of the total number of Restaurants to be
developed under the Development Agreement pursuant to the
Development Schedule (the "Commitment"), the royalty fee rat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creased to six percent (6%) of Gross Sales until
such time as the cumulative number of Restaurants franchised hereunder
equals or exceeds seventy percent (70%) of the Commitment, at which
time the royalty fee rat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duced to five
percent (5%) of Gross Sales; provided further, in the event Franchisee's
cumulative number of Restaurants franchised hereunder is less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Commitment, the royalty fee rat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increased to seven percent (7%) of Gross Sales until
such time as the cumulative number of Restaurants franchised hereunder
equals or exceeds fifty percent (50%) of the Commitment, at which time
the royalty fee rat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duced to six percent
(6%) of Gross Sales;
B. In consideration of the license by Franchisor of the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a recurring, non refundable trademark fee of six-tenth percent
(0.6%) of Gross Sal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payable on a
Calendar Quarter basis (or such other basis as may be set forth in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on or before the
tenth (1Oth) day of each succeeding Calendar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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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In addition to the payments provided for in Section III.A. hereof,
Franchisee, recognizing the value of uniform international advertising and of
certain prototype promotional plans and materials offered by Franchisor, and
the importance of the standardization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to the
goodwill and public image of the System, agrees to purchas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from Franchisor and to pay to Franchisor within ten
(10) business days following each Calendar Quarter, a recurring, non
refundable amount equal to one-half percent (0.5%) of Gross Sales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in exchange for one copy each of the
international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 for the Brand System.
Franchisee shall further have the right to purchase additional copies of such
materials on such terms and in such quantities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provided that the purchase price per copy for such additional copies
will include a reasonable profit to Franchisor. Franchisee shall bear all costs
of adapting, producing and reproducing such advertising, market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including the translation of such materials into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for use in the Territory.
2. In addition to the purchase of materials required in C. 1. above,
Franchisee, recognizing the value of advertising and importance of the
standardization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to the goodwill and public
image of the System, agrees to spend an amount equal to not less than
five percent (5%) of the Gross Sales of the Franchised Unit during each
Calendar Quarter for local advertising,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
dignified manner and shall conform to such standards and requirements as
Franchisor may specify (hereinafter the "Local Advertising Expenditure").
Samples of any advertising or promotional plans or materials used by
Franchisee that have not been prepared by Franchisor must be received
by Franchisor (by air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at least 14 days prior
to the proposed use of such materials by Franchisee. Franchisor may
notify Franchisee, at any time, that such advertising or promotional plans
have been disapproved. Upon receipt of such notice, Franchisee shall not
use such disapproved advertising or promotional materials. Franchisee's
Local Advertising Expenditure shall be reduced by an amount equal to
Franchisee's actual contribution,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to an
advertising Cooperative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X.F.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submit documentation to Franchisor within ten
(10) business days following each Calendar Quarter, including invoices,
substantiating that Franchisee has made the advertising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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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in this subsection C.2.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Quarter.
D. As used in this Agreement, the term "Gross Sales" shall include all
revenue from the sale of all services and products, and all other income
of every kind and nature related to the Franchised Unit.
E. All payments made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aid to Franchisor
in United States dollars deposited to such bank accounts in the United
States as Franchisor shall designate. Calculation of amounts payable to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onverted from local currency to
U.S. dollars at the exchange rate for dollars quoted by Bank of America or
by another internationally recognized bank designated by Franchisor, which
is of equivalent size and reputation, for such local currency as of the last
day of the period for which payment is due.
F. If any monetary obligations ow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are more
than seven (7) days overdue, Franchisee shall,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s,
pay to Franchisor a sum equal to one and one half percent (1.5%) over
the prime lending rate of the Bank of America on the overdue balance,
per month.
G.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y payments in the form and manner
herein required are the responsibility of Franchisee, and any governmental
approvals or registra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exchange control
approvals, shall be obtained by Franchisee at Franchisee's expense.
Franchisee shall use its best effort to obtain any such approvals in paying
Franchisor pursuant to this Agreement. If Franchisee is prevented by a
governmental authority from making full and complete payments in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notify Franchisor and, at which time, Franchisor may, at its sole option, d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accept payments due hereunder in any
other currency or any other form selected by Franchisor and permitted
by law. Should Franchisor elect such alternative payment due hereunder,
such acceptance of payment in an alternative currency or form shall
not relieve Franchisee of its obligation to make subsequent payments in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ance of such alternative
form of payment shall not affect Franchisor's other rights hereunder; or
2.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if the currency
control or restriction remains in effect for a period of at leas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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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cutive days.

IV. ACCOUNTING AND RECORDS
A. Franchisee shall record all sales on a cash register equipped with tapes
and utilizing a locked in grand total mechanism, or any such other
equipment as Franchisor may authorize.
B. Franchisee agrees to maintain,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complete and accurate books, records and accounts in the manner
prescrib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C. Franchisee shall submit to Franchisor such forms, reports, as specified, and
at the time specifi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D. Franchisee shall preserve all books, records, accounts and tapes for a
period of seven (7) years, or for such other time period as may be
prescrib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Franchisor may
reconstruct records from available data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echniques.
E. Franchisor may inspect, or may appoint representatives to inspect,
Franchisee's books, records, and accounts at any reasonable time or place
(including Franchise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f such inspection
reveals that the Gross Sales report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are less
than the Gross Sales ascertained by such inspections, then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pay to Franchisor the amount owing to 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the correct gross sales report. Upon discovery of an
understatement in the report of Gross Sales of two percent (2%) or more,
Franchisee shall reimburse Franchisor for any and all expenses connected
with such insp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asonable accounting
and legal fees, as well as interest on the unreported sales at the rate of
eighteen percent (18%) per annum or the highest rate permitted by law,
whichever is less, from the date said payment was due. Such pay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emedies Franchisor may have
under this Agreement.

V. PROPRIETARY MARKS
A.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franchise to use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applies only to their us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franchised in this Agreement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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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designated in Section I hereof, and includes only such Proprietary
Marks as are now designated or which may hereafter be designat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s part of the System, and does not
include any other mark, name or indicia of origin of Franchisor now
existing or which may hereafter be adopted or acquired by Franchisor.
B. With respect to Franchisee's use of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pursuant
to this Agreement, Franchisee agrees that:
1. Franchisee shall not use any Proprietary Marks of Franchisor as part of
Franchisee's corporate or other business name;
2. Franchisee shall not hold out or otherwise employ the Proprietary Marks
to perform any activity or to incur any obligation or indebtedness in
such manner as might, in any way, make Franchisor liable therefor,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3. Franchisee shall execute any documents and provide any other assistance
deemed necessary by Franchisor or its counsel to obtain protection for
the Proprietary Marks or to maintain their continued validity; and
4.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substitute different Proprietary Marks for
use in identifying the System and the franchised businesses operating
thereunder, and Franchisee agrees to immediately comply with such
substitutions when notified by Franchisor to do so.
C. Franchisee expressly acknowledges Franchisor's right to use the mark
"Brand" for restaurant services, fried food item, and other related food
products; the building configuration; and the other Proprietary Marks of
the System. Franchisee agrees not to represent in any manner that it has
any ownership in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or right to use the
Proprietary Mark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greement. Franchisee
further agrees that its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shall not create in its
favor any right, title, or interest in or to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and that all of such use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Franchisor.
D.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the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outside the
scope of this license,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is an
infringement of Franchisor's exclusive right to use the Proprietary Marks
and expressly covenants tha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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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hereof, Franchisee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commit an act of infringement or take any other action in
derogation thereof.
E. Franchisee shall execute and record any documents that are deemed
necessary by Franchisor to obtain protection for the Proprietary Marks or
to maintain their continued validity and enforceability by Franchisor in the
territory in which the Restaurant is located. However, Franchisee agrees
not to make an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Proprietary Marks,
unless Franchisor directs, in writing, that Franchisee make such
application.
F. Franchisee shall promptly notify Franchisor of any suspected infringement
of, or challenge to, the validity of the ownership of, or Franchisor's right
to use, the Proprietary Marks licensed hereunder.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has the right to control any administrative proceeding or
litigation involving the Proprietary Marks. In the event Franchisor
undertakes the defense or prosecution of any litigation relating to the
Proprietary Marks, Franchisee agrees to execute any and all documents and
to do such acts and things as may, in the opinion of counsel for
Franchisor, be necessary to carry out such defense or prosecu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litigation is the result of Franchisee's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agrees to reimburse Franchisee for its out of pocket
costs in doing such acts and things, except that Franchisee shall bear the
salary costs of its employees.
G. Franchisee understands and agrees that its license with respect to the
Proprietary Marks is non exclusive to the extent that Franchisor has and
retains the right under this Agreement:
1. To grant other licenses for the Proprietary Marks, in addition to those
licenses already granted to existing franchisees;
2. To develop, establish and operate other franchise systems for the same,
similar, or different products or services utilizing proprietary marks not
now or hereafter designated as part of the System licensed by this
Agreement, and to grant licenses thereto, without providing Franchisee
any right therein; and

27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3. To develop and establish other systems for the sale, at wholesale or
retail, of similar or different products utilizing the same or similar
Proprietary Marks, without providing Franchisee any right therein.
H. Franchisee acknowledges and expressly agrees that any and all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System and identified by the Proprietary Marks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shall inure directly and exclusively to the benefit of
Franchisor and is the property of Franchisor, and that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no monetary
amount shall be assigned as attributable to any goodwill associated with
any of Franchisee's activities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granted herein, or Franchisee's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I. Franchisee shall not use any Proprietary Marks of Franchisor as part of
Franchisee's corporate or other business name, nor shall Franchisee hold
out or otherwise employ the Proprietary Marks to perform any activity, or
to incur any obligation or indebtedness in such a manner as might, in any
way, make Franchisor liable therefor,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J. Franchise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each and every detail of the
Brand System is important to Franchisee, Franchisor, and other franchisees
in order to develop and maintain high and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and
services, and hence to protect the reputation and goodwill of Brand
restaurants. Franchisee accordingly covenants:
1. To operate and advertise, at Franchisee's own expense, under the name
"Brand Food Product", without prefix or suffix, in English;
2. To adopt and use the Proprietary Marks licensed hereunder solely in the
manner prescribed by Franchisor;
3. To observe such reasonable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rademark
registration notices as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direct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K. In order to preserve the validity and integrity of the Proprietary Marks
licensed herein and to assure that Franchisee is properly employing the
same in the operation of Franchisee's business, Franchisor or its agents
shall at all reasonable times have the right to inspect Franchi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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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premises, and Franchised Unit and make periodic evaluations of
the services provided and the products sold and used therein. Franchisee
shall cooperate with Franchisor's representative in such inspections and
render such assistance to the representative as he may reasonably request.

VI. OBLIGATIONS OF CORPORATE OR PARTNERSHIP FRANCHISEE
A. If the Franchisee, or any successor to or assignee of Franchisee, is a
corporation, partnership or any other form of non individual legal entity
permitted by the laws of the territory of Franchisee's domicile (for ease
of reference, all such legal forms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rporation):
1. The corporate Franchisee shall furnish to Franchisor, upon execution or
any subsequent transfer of this Agreement, a copy of the Franchisee's
Articl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Bylaws, or
equivalent documentation evidencing the legal validity of Franchisee's
existence, and shall thereafter promptly furnish Franchisor with a copy
of any and all amendments or modifications thereto;
2. The corporate Franchisee shall promptly furnish Franchisor, on a regular
basis, with certified copies of such corporate records material to the
franchised business as Franchisor may require from time to time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nd
3. Each stock certificate or equivalent indicia of ownership in the corporate
Franchisee, the transfer of which is restricted by this Agreement, shall
have conspicuously endorsed upon it a statement that it is held subject
to all restrictions imposed upon transfers or assignments in Section XIV
hereof.
B. If the Franchisee, or any successor to or assignee of Franchisee is a joint
venture, established and authorized to do business under the laws of the
Territory(hereinafter a "Joint Venture"):
1. The Franchisee shall furnish to Franchisor, upon execution or any
subsequent transfer of this Agreement; copies of the Joint Venture's
Joint Venture Contract; Articles of Association and Business License; as
well as copies of all Investment Certificates issued to owners of any
interest in the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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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Franchisee shall promptly furnish Franchisor, on a regular basis, with
certified copies of such business and/or financial records of the Joint
Venture, material to the franchised business, as Franchisor may require,
from time to time,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VII.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A. In order to protect the reputation and goodwill of the Brand System and to
maintain uniform standards of operation under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Franchisee shall conduct the franchised business in accordance with
Franchisor's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the "Manual").
B. Franchisee shall at all times treat the Manual, any other manuals created
for or approved for use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granted herein,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s confidential; and
shall use all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uch information secret and
confidential. Franchisee shall not, at any time,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copy, duplicate, record, or otherwise make the Manual
available to any unauthorized person or source.
C. The Manual and any translated copies thereof shall at all times remain the
sole property of Franchisor.
D. In order that Franchisee may benefit from new knowledge gained by
Franchisor as to improved techniqu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revise the Manual; and Franchisee
agrees to adhere to and abide by all such revisions.
E. Franchisee shall at all times insure that its copy of the Manual is kept
current and up to date, and in the event of any dispute as to the contents
of Franchisee's Manual, the terms of the master copy of the Manual
maintained by Franchisor at Franchisor's home office, shall be controlling.
F. The official text of the Manual shall be the English language text.

VIII. TRAINING
A. Franchisor may provide to designated management employees of Franchisee,
Franchisor's basic management training program or other program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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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designated by Franchisor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may
choose to conduct. The exact number of such designated management
employ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Attendance at such training programs may be mandatory.
Franchisee's management employees shall attend and complete the training
program to Franchisor's satisfaction prior to commencing business.
Franchisee shall maintain the number of trained management employees
designated by Franchisor in the employ of the Franchised Unit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any such employee ceases
active employment at the Franchised Unit, Franchisee must enroll a
qualified replacement in Franchisor's training program within thirty (30)
days of cessation of the former employee's employment. The replacement
employee shall attend and complete the basic management training
program to Franchisor's satisfaction as soon as is practicable. The cost of
the training (instruction and required materials) of Franchisee's employees
shall be borne by Franchisor. All other expenses during the training period,
including costs of accommodations, wages, travel, and language interpreters
shall be borne by Franchisee.
B. Franchisor may make available to Franchisee or Franchisee's employees,
from time to time, such additional training programs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may choose to conduct. Attendance at said training
programs may be mandatory. All expenses during the training period,
including costs of accommodations, wages, and travel, shall be borne by
the Franchisee.
C. The initial required training for Franchisee shall consist of two phases. Prior
to opening the first Franchised Unit under the Development Agreement,
Franchisee shall complete the Investor Training Program which consists of
one week of workshops/seminars. The workshops/seminars relate to the
planning and operational stage for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is to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signing of the Development
Agreement. Second, Franchisee's designated management employees shall
successfully complete the Basic Management Training Program before
opening the first Franchised Unit, and the designated management
employees for each Franchised Unit shall complete this program before
opening the Franchised Unit to which they will be assigned.

IX. DUTIES OF 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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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anchisor will make available such continuing advisory assistance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rendered in person or by bulletins (in
English) made available from time to time to Franchisee, as Franchisor
may deem appropriate.
B. Franchisor shall make available to Franchisee standard plans and
specifications to be utilized only in the construction of the Franchised Unit.
No modifications to or deviations from the standard plans and specifications
may be made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Franchisee shall
obtain, at its expense, further qualified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to prepare surveys, site and foundations, and to adapt the
standard plans and specifications to applicable local or federal laws or
regulations. Franchisee shall bear the cost of preparing plans containing
deviations or modifications from the standard plans.
C. Franchisor shall loan one (1) copy of the Manual, in the English language,
to Franchisee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hich Manual contains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procedures and techniques of the Brand
System.
D. Franchisor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maintain high and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cleanliness, appearance and service at all Brand restaurants,
thus protecting and enhancing the reputation of the Brand System and the
demand for the products and services of the System and, to that end,
Franchisor shall establish uniform criteria for approving supplies;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isseminate it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to prospective suppliers of the Franchisee up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Franchisee, except that Franchisor may elect not to make
available to prospective suppliers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such
food formulae or equipment designs deemed confidential; and shall conduct
periodic inspections of the premises and periodic evaluations of the
products used and sold at the Franchised Unit and in all other Brand
restaurants.

X. DUTIES OF THE FRANCHISEE
Franchise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every detail of the System is
important to Franchisor, Franchisee and other franchisees in order to develop
and maintain high and uniform operating standards, to increase the demand for
Brand products and services, and to protect the reputation and goodw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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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 Franchisee accordingly agrees:
A. To maintain, at all tim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t Franchisee's
expense, the premises of the Franchised Unit and all fixtures, furnishings,
signs, and equipment (hereinafter "improvements") thereon, in conformity
with Franchisor's high standards and public image; and, in connection
therewith, to make such additions, alterations, repairs, and replacements
thereto (but no other,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as may
be required:
1. To keep the Franchised unit in the highest degree of sanitation and repai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uch periodic repainting, repairs to impaired
equipment, and replacement of obsolete signs,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direct;
2. To meet and maintain the highest governmental standards and ratings
applicable to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es;
3. To refurbish the Franchised Unit, upon Franchisor's request, to conform
to the System,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uch extensive structural
changes, remodeling, and redecoration, and such modifications to existing
improvements, as may be necessary to comply with Franchisor's request.
B. To operate the Franchised Unit in conformity with such uniform method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s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prescribe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to insure that the highest degree of
quality and service is uniformly maintained; to refrain from any deviation
therefrom and from otherwise operating in any manner which reflects
adversely on Franchisor's name and goodwill or on the Proprietary Marks,
and in connection therewith:
1. To maintain in sufficient supply, and use at all times, only such
ingredients, products, materials, supplies, and paper goods as conform to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to refrain from deviating
therefrom by using non conforming items,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2. To sell or offer for sale only such products and menu items as meet
Franchisor's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and quantity, as have been
expressly approved for sale in writing by Franchisor, and as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Franchisor's methods and techniqu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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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eparation; to sell or offer for sale the minimum menu items
specifi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to refrain from any
deviation from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serving or
selling the menu items,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and to
discontinue selling or offering for sale such items as Franchisor may, in
its discretion, disapprove in writing at any time;
3. To use the premises of the Franchised Unit sole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business franchised hereunder, and to conduct no other
activity therein, whether for profit or otherwise,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4. To permit Franchisor or its agents, at any time, to remove from the
premises of the Restaurant, at Franchisor's option, certain samples of
any ingredients, products, materials, supplies, and paper goods used in
the operations of the Franchised Unit, without payment therefor, in
amounts reasonably necessary for testing by Franchisor or an
independent laboratory, to determine whether said samples meet
Franchisor's then current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it may have under this Agreement, Franchisor may
require Franchisee to bear the cost of such testing if the supplier has
not been approved by Franchisor or if the sample fails to conform to
Franchisor's specifications;
5. To purchase and install, at Franchisee's expense, all improvements specified
in the approved standard plans and specifications, and such others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direct from time to time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nd to refrain from installing or permitting to be
installed on or about the premises of the Franchised Unit, without
Franchisor's written consent, any improvements not previously approved as
meeting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6. To permit Franchisor or its representative, without notice, to enter upon
the premises of the Franchised Unit without liability for trespass; and, at
Franchisor's options, to remove, replace, repair and/or remodel, at
Franchisee's expense, any items which do not conform with Franchisor's
then current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fter Franchisee's delay or
refusal upon request promptly to do so; to make such other modifications
or alter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achieve such conformity; and to
bill Franchisee for all costs and expenses reasonably incurred in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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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 purchase all of the Franchisee's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of ingredients, products, materials, supplies, or other
items which are or incorporate trade secrets of Franchisor, as designated
by Franchisor ("Trade Secret Products") only from Franchisor or suppliers
designated by Franchisor. The parties expressly acknowledge that the
ability of Franchisee to receive shipments of Franchisor's Trade Secret
Products is an essential element of and condition to the grant made herein.
If Franchisor is prevented by a governmental authority from delivering
such Trade Secret Products to Franchisee, or if Franchisee is so prevented
from receiving such products, the prohibi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and, at which time, Franchisor may, at its sole option, d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1.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arrange for other suppliers of such Trade
Secret Products in the country in which the Franchised Unit is located
during such period of prohibition; or
2.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The purchase price for products purchased from Franchisor shall be reasonable
in light of the then prevailing market prices.
D. To purchase all ingredients, products, materials, supplies, paper goods, and
improvement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except
Trade Secret Products, solely from suppliers who demonstrate, to the
continuing reasonable satisfaction of Franchisor, the ability to meet
Franchisor's reasonabl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such items; who
possess adequate quality controls and capacity to supply Franchisee's needs
promptly and reliably; and who have been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nd not thereafter disapproved. If Franchisee desires to purchase
any items from an unapproved supplier, Franchisee shall submit to
Franchisor a written request for such approval, or shall request the supplier
itself to do so.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as a condition of
its approval, that its representatives be permitted to inspect the supplier's
facilities, and that samples from the supplier be delivered, at Franchisor's
option, either to Franchisor or to an independent, certified laboratory
designated by Franchisor for testing prior to granting approval. A charge
not to exceed the reasonable cost of the inspection and the actual cost of
the test shall be paid by the supplier or Franchisee. Franchisor reserves
27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the right, at its option, to reinspect the facilities and products of any such
approved suppliers from time to time and to revoke its approval upon its
failure to continue to meet any of the foregoing criteria.
E. To require all of its employees of the Restaurant,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to execute, in English and/or the prevalent local language, an
employment agreement or confidentiality agreement, as provid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prohibiting them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or thereafter, from communicating, divulging, or using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other than Franchisor or Franchisee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concerning the
methods of operation of the Restaurants which may be acquired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with Franchisee. A duplicate original of each
such agreement shall be provid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immediately
upon execution.
F. Advertising Cooperative.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in its sole
discretion, to designate any geographic area within the country in which
the Franchised Unit is located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an
advertising cooperative ("Cooperative").
1. If a Cooperative has been established, Franchisee shall become a member
of such Cooperative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ooperative commences operation. In no event shall Franchisee
be required to be a member of more than one Cooperative as owner of
and with respect to the Franchised Unit.
2. If a Cooperative has been established, Franchisee shall contribute an
amount, to be determined by the Cooperative, which shall not exceed
three and one half percent (3 l/2%) of the annual Gross Sales of the
Franchised Unit, payable on a Calendar Quarter basis, for the preceding
Calendar (or such other period as may be set forth, in writing, by the
Cooperative).
3. Each Cooperative shall be organized and governed in a form and
manner, and shall commence operations on a date, approved in advance
by Franchisor in writing.
(a) Each Cooperative shall be organized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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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ering regional advertising programs and developing, subject to
Franchisor's approval, standardized promotional materials for use by
the members in local advertising.
(b) No advertising or promotional plans or materials may be used by a
Cooperative or furnished to its members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Franchisor, pursuant to the procedures and terms set forth in Section
X(G) hereof.
(c) Franchisee shall submit its required contribution to the Cooperative on
a Period basis on Gross Sales for the preceding period, together with
such other statements or reports as may be required by Franchisor, or
by the Cooperative with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4.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may grant to any franchisee an
exemption for any length of time from the requirement of membership
in a Cooperative, and/or from the obligation to contribute thereto
(including a reduction, deferral or waiver of such contribution), upon
written request of such franchisee stating reasons supporting such
exemption. Franchisor's decision concerning such request for exemption
shall be final. If an exemption is granted to a franchisee, such
franchisee shall be required to expend on local advertising, the full
amount set forth in Section III.C. hereof.
G. All local advertising by Franchisee shall be in such media, and of such
type of format as Franchisor may approve; shall be conducted in a
dignified manner; and shall conform to such standards and requirements as
Franchisor may specify. Franchisee shall not use any advertising or
promotional plans or materials unless and until Franchisee has received
written approval from Franchisor, pursuant to the procedures and terms
set forth in Section X(G) hereof.
H. For all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lans which require Franchisor's
approval prior to use, Franchisee or the Cooperative, where applicable,
shall submit samples of such plans and materials to Franchisor, for
Franchisor's prior approval (except with respect to prices to be charged),
if such plans and materials have not been prepared or previously
approved by Franchisor. If written approval is not received by Franchisee
or the Cooperative from Franchisor within fifteen (15) days of the date of
receipt by Franchisor of such samples or materials, Franchisor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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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med to have disapproved such samples or materials.
I.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health authoritie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Restaurant is located, and those of all other
applicable health and governmental agencies, sanitary standards, laws and
regulations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J. To comply with all other requirement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XI. INSURANCE
A. Franchisee shall procure,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construction is to begin on the Franchised Unit or 15 day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renovation or remodeling of a building already constructed,
and maintain in full force and effect during the entire term of this
Agreement, at the Franchisee's expense, an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protecting the Franchisee and Franchisor, and their officers, directors,
partners, and employees, against any loss, liability, or expense whatsoever
from fire, lightning, personal injury, theft, death, in connection with the
franchised business or by reason of the construction, operation, or
occupancy of the Restaurant. Franchisor shall be an additional named
insured in such policy or policies (statutory policies excepted).
B. Such policy or policies shall be written by an insurance company
acceptable to Franchisor, as provided for in the Manual and shall include
minimum coverage as set forth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dditional coverage and higher policy limits may reasonably be specified
for all franchisees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C. Evidence of insurance issued by the insurance company showing compliance
with the foregoing requirements shall be furnish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no later than the date insurance is to be procured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of this Agreement and annually thereafter.
The evidence of insurance shall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policy or
policies may not be canceled or altered without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D. Maintenance of insurance and the performance by Franchisee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relieve the Franchisee of liability
under the indemnity provisions set forth in Section XVIII 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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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hould Franchisee, for any reason, not procure and maintain the insurance
coverage required by this Agreement and the Manual, then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authority (without, however, any obligation to do so)
immediately to procure such insurance coverage and charge same to
Franchisee, which charges, together with the fee of $100 for expenses
incurred by 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such procurement, shall be
payable by Franchisee immediately upon notice.
F. Franchisee shall provide adequate Worker's Compensation or comparable
insurance for Franchisee and all of Franchisee's employee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any training program and provide written certification of
such policy to Franchisor.

XII. CONFIDENTIAL INFORMATION
Franchisor and Franchisee recognize and hereby acknowledge that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s necessarily involve certain
information which is confidential and which will be disclosed by Franchisor to
Franchisee on a confidential basis for use solel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and Franchisee further recognize
and acknowledge that the improper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would likely have the effect of impairing or destroying
the value, for both parties and for other franchisees, of the Brand System.
Therefore, Franchisee agrees that it will no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renewals thereof) and for 30 years thereafter, communicate,
divulge, or use for the benefit of any other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s, or corporation,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concerning the construction and methods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may be communicated to Franchisee, or of which Franchisee
may be apprised, by virtue of Franchisee's operation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Developer shall divulg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to said employees of
Franchisee as must have access to it in order to exercise the franchise rights
granted hereunder and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Franchised Unit pursuant
hereto or to the extent required to do so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y and all information, knowledge, and know ho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rawings, materials, equipment, recipes, prepared mixtures or
blends of spices or other food products, and other data, which Franchisor
designates as confidential, and any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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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derived by analysis thereof, shall be deemed confidential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except information which Franchisee can demonstrate came
to Franchisee's attention prior to disclosure thereof by Franchisor' or which, at
the time of disclosure thereof by Franchisor to Franchisee, had become a part
of the public domain, through publication or communication by others' or which,
after disclosure to Franchisee by Franchisor, becomes a part of the public
domain, through publication or communication by others.
Unless prohibited by local law, Franchisee shall require all of Franchisee's
employees and all officers, directors, and holders of direct or indirect beneficial
ownership interests of five percent (5%) or more in Franchisee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or ownership, to execute a confidentiality agreement, as
provided in writing by Franchisor, prohibiting them during the term of their
employment, or ownership in Franchisee, or thereafter, from communicating,
divulging, or using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ledge, or know how
concerning the methods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may be
acquired during the term of their association with Franchisee.

XIII. COVENANTS
A. Franchisee covenants that, during the term of the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writing by Franchisor, Franchisee or, alternatively,
one designated management employee if that employee assume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 Unit, shall devote full
time, energy and best efforts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B. Franchisee specifically acknowledges that, pursuant to this Agreement,
Franchisee will receive valuable specialized training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formation regarding the
operational, sales, promotional, and marketing methods and techniques of
Franchisor and the System.
C. Franchisee covenants tha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Franchisee (who, unless
otherwise specified, shall include,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the president (or equivalent officer), all directors and
holders of a beneficial interest of five (5%) percent or more of the
securities with voting rights of Franchisee and of any corporation,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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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ndirectly controlling Franchisee, if Franchisee is a corporation, and the
general partner and any limited partners, including any corporation and the
officers directors and holders of a beneficial interest of five percent (5%)
or more of securities with voting rights of a corporation which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any general or limited partner, if Franchisee is a
partnership) shall no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or corporation:
1. Divert or attempt to divert any business or customer of the business
franchised hereunder to any competitor by direct or indirect inducements
or otherwise, or to do or perform, directly or indirectly, any other act
injurious or prejudicial to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and the System;
2. Employ or seek to employ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employed by
Franchisor or by any other Brand franchisee, or otherwise, directly or
indirectly, induce such person to leave his or her employment therewith;
or
3. Own, maintain, operate, engage i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ast food
(either takeout, on premises consumption, or a combination thereof)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the sale of food item ("Food item Store").
D. Franchisee covenants tha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Franchisee shall not, regardless of the cause for termin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Franchisee, or through,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or corporation:
1. For two (2) year following termination, own, maintain, engage in, or have
an interest in any Food item Store which is located within a radius of
ten (10) miles of the location specified in Section I or the location of any
restaurant under the System, whether owned by Franchisor or any other
Brand franchisee, which is in existence as of the date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2. For one (1) year following termination, employ or seek to employ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employed by Franchisor or by any other
Brand franchisee, or otherwise, directly or indirectly, induce such person
to leave his or her employment ther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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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t Franchisor's request, Franchisee shall require and obtain execution of
covenants similar to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 (including covenants
applicable upon the termination of a person's relationship with Franchisee)
from any or all of the following persons:
1. All managers and assistant managers of the Franchised Unit, and any
other personnel employed by Franchisee who have received or will
receive training from Franchisor or from Franchisee's management
employees;
2. All officers, directors, and holders of a direct or indirect beneficial
ownership interest of five percent (5%) or more in Franchisee.
Every covenant required by this sub Section shall be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pecific identification of Franchisor as a
third party beneficiary of such covenants with the independent right to enforce
them. A duplicate original of each such covenant shall be provided to Franchisor
upon execution. Failure of Franchisee to obtain execution of a covenant
required by this sub Section shall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XIV. TRANSFERABILITY OF INTEREST
A. Transfer by Franchisor.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successors and assigns of Franchisor.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of
transfer or assign its interest in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association, or corporation. If Franchisor's assignee assumes all
the obligations of Franchisor hereunder and sends written notice of the
assignment so attesting, Franchisee agrees promptly to execute a general
release of Franchisor, and any affiliates of Franchisor, from claims or
liability of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B. Transfer by Franchisee. Franchise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the
rights and dutie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personal to Franchisee,
and that Franchisor has granted this Agreement in reliance on Franchisee's
business skill and financial capacity. Accordingly, neither (i) Franchisee, nor
(ii) any immediate or remote successor to Franchisee, nor (iii) any
individual, partnership,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owns any interest in the Franchisee or in this Franchise
Agreement, shall sell, assign, transfer, convey, donate, pledge, mortgag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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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encumber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any legal entity which owns the Franchised Busines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Any purported assignment or transfer, by
operation of law or otherwise, not having the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shall be null and void, and shall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for which Franchisor may then terminate without
opportunity to cure pursuant to Section XV of this Agreement.
C. Conditions for Consent. Franchisor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any transfer referred to in Section XIV(B) hereof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hereof, when requested; provided, however, that
prior to the time of transfer;
1. All of Franchisee's accrued monetary obligations to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shall have been satisfied;
2. Franchisee shall have agreed to remain obligated under the covenants
contained in Section XIII hereof as if this Agreement had been
terminated on the date of the transfer;
3. The transferee must be of good moral character and reputation, in the
sole judgment of Franchisor;
4. The transferee shall have demonstrated to Franchisor's satisfaction, by
meeting with Franchisor or otherwise at Franchisor's option, that the
transferee's qualifications meet Franchisor's then current criteria for new
franchisees;
5. The parties must execute a written assignment,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pursuant to which the transferee shall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of the individual or entity which is the transferor under this
Agreement and pursuant to which Developer shall generally release any
and all claims it might have against Franchisor as of the date of the
assignment;
6. The transferee must, at Franchisor's option, execute the then current
form of Franchise Agreement and such other then current ancillary
agreements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require. The then current form
of Franchisee Agreement may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provis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 higher royalty fee and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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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than that contained in this Agreement. The then current
form of Franchise Agreement will expire on the expiration date of this
Agreement and will contain the same renewal rights as are available to
Franchisee herein;
7. The parties shall agree to make such upgrades to the Restaurant as are
necessary in order to bring the Restaurant and the operations up to then
current standards;
8. The transferee, and such other individuals as may be designated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must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then in effect for new franchisees;
9. If the transferee is a partnership, the partnership agreement shall
provide that further assignments or transfers of any interest in the
partnership are subject to all restrictions imposed upon assignments and
transfers in this Agreement;
10. Franchisee shall, at Franchisor's option and request, execute a written
guarantee of the transferee'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which
such guarantee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transfer; provided, however, that, if there should be a default
in the payment of franchise fees, royalties, or Advertising Fund
contributions on the part of the transferee during the last 12 months of
the guarantee period, said guarantee period shall automatically extend
for an additional three (3) years from the date of on which said
guarantee would have otherwise expired.
11. The transferee shall have paid to Franchisor a transfer fee of Five
Thousand Dollars (USD 5,000.00), to cover Franchisor's administrative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but no franchise fee shall be
charged by Franchisee for a transfer. If the transferee is a corporation
formed by Franchisee for the convenience of ownership and in which
the Franchisee is the sole shareholder, no transfer fee shall be
required.
D. Grant of Security Interest. Franchisee shall grant no security interest in
this Agreement, the Franchised Business, or in any of its assets unless the
secured party agrees that, in the event of any default by Franchisee
under any documents related to the security interest (i) Franchisor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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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with notice of default and be given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o cure said default, (ii)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option
to be substituted as obligor to the secured party and to cure any default
of Franchisee or to purchase the rights of the secured party upon
payment of all sums then due to such secured party, except such amounts
which may have become due as a result of any acceleration of the
payment dates based upon the Franchisee's default, and (iii) such other
requirements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deems reasonable and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Proprietary Marks and the Brand
System.
E. Transfer on Death or Mental Incapacity. Upon the death or mental
incapacity of any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is Agreement, the
Franchised Business or Franchisee, the executor, administrator, or personal
representative of such person shall transfer his interest to a third party
approved by Franchisor within 12 months after such death or mental
incapacity. Such transf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ransfer by devise
or inheritance,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any inter vivos
transfer. However, in the case of transfer by devise or inheritance, if the
heirs or beneficiaries of any such person are unable to meet the
conditions in this Section XIV,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Franchisee shall have a reasonable time, but in no event more than 18
months from Franchisee's death, to dispose of the deceased's interest in
this Agreement and the business conducted pursuant hereto, which
disposition shall be subject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assignments
and transfer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If the interest is not disposed
of within 12 or 18 months, whichever is applicable, Franchiso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pursuant to the transf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F. Right of First Refusal. Any party holding any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Franchisee, and who desires to accept any bona fide offer from a third
party to purchase such interest,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of such
offer within ten (10) days of receipt of such offer, and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offer as Franchiser may
require.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option, exercisable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such written notification, to send written notice to the
seller that Franchisor intends to purchase the sellers interest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offered by the third party. In the event that
Franchisor elects to purchase the sellers interest, closing on such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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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occur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to the seller of the
election to purchase by Franchisor. Any material change in the terms of
any offer prior to closing shall constitute a new offer subject to the same
rights of first refusal by Franchisor as in the case of an initial offer.
Failure of Franchisor to exercise the option afforded by this Section XIV(G)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XIV, with respect to a
proposed transfer.
In the event the consideration, terms, and/or conditions offered by a third
party are such that Franchisor may 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furnish the
same consideration, terms, and/or conditions, then Franchisor may purchase the
interest in this Agreement, Franchisee, or Franchisee's business proposed to be
sold for the reasonable equivalent in cash. If the parties cannot agree within a
reasonable time as to the reasonable equivalent in cash of the consideration,
terms and/or conditions offered by the third party, an independent appraiser
shall be designated by Franchisor, and his determination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G. Offerings by Franchisee. Securities or partnership interests in Franchisee
may be offered to the public, by private offering or otherwise,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ll materials required for such offering by federal
or state law shall be submitted to Franchisor for review prior to their
being filed with any governmental agency; and any materials to be used in
any exempt offering shall be submitted to Franchisor for review prior to
their use. No offering of such securities shall imply (by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or otherwise) that Franchisor is participating in the
underwriting, issuance, or offering of securities by Franchisee; and
Franchiser's review of any offering shall be limited solely to the subj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ee and Franchisor. Franchisee and the
other participants in the offering must fully indemnify 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the offering. For each proposed offering,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 non refundable fee of Five Thousand Dollars (USD
5,000.00), or such greater amount as is necessary to reimburse Franchisor
for its reasonable costs and expenses associated with reviewing the
proposed offering,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egal and accounting fees.
Franchisee shall give Franchisor written notice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commencement any offering or other transaction covered by
this Section XI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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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DEFAULT AND TERMINATION
A. Franchisee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under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herein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without notice to
Franchisee, if Franchisee shall become insolvent or make a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if a petition in bankruptcy is filed
by Franchisee or such a petition is filed against Franchisee and not
opposed by Franchisee; or if Franchisee is adjudicated bankrupt or
insolvent; or if a receiver or other custodian (permanent or temporary) of
Franchisee's assets or property, or any part thereof, is appointed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if proceedings for a composition with
creditors under the applicable law of any jurisdiction should be instituted
by or against Franchisee; or if a final judgment remains unsatisfied or of
record for 30 days or longer (unless a supersedeas bond is filed or other
steps are taken to stay effectively the enforcement of such judgment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or if Franchisee is dissolved; or if execution is
levied against a material portion of Franchisee's property or business; or if
suit to foreclose any lien or mortgage against the premises or equipment
of any Franchised Restaurant developed hereunder is instituted against the
Franchisee and not dismissed within thirty (30) days; or if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any Franchised Restaurant developed hereunder shall
be sold after levy thereupon by any sheriff, marshal, constable or
equivalent governmental authority.
B. Franchisee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and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hereunder without
affording Franchisee any opportunity to cure the default (effective
immediately upon receipt of notice by Franchisee),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1. If Franchisee fails, refuses or neglects promptly to pay any monies owing
to Franchisor or its subsidiaries or affiliates when due, or to submit th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2. If Franchisee at any time ceases to operate or otherwise abandons the
Restaurant, or loses the right to possession of the premises of the
Restaurant, or otherwise forfeits the right to do or transact business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Restaurant is located; provided, howev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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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rough no fault of Franchisee, the premises are damaged or
destroyed by an event not within the control of Franchisee such that
repairs or reconstruction cannot be completed within 90 days thereafter,
then Franchisee shall have 30 days after such event in which to apply
for Franchisor's approval to relocate and/or reconstruct the premises,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but may be
conditioned upon the payment of an agreed minimum royalty to
Franchisor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Franchised Unit is not in
operation;
3. If Franchisee is convicted of a felony,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or any other crime or offense that Franchisor believes is reasonably
likely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System, the Proprietary Marks,
the goodwill associated therewith, or Franchisor's interest therein;
4. If a threat or danger to public health or safety results from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or operation of the Franchised Unit;
5. If Franchisee, or any partner or shareholder of Franchisee purports to
transfer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any interest in
Franchisee to any third party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contrary to the terms of Section XIII hereof;
6. If Franchisee fails to comply with the in term covenants in Section XII
hereof or fails to obtain execution of the covenants required under said
Section XII hereof;
7. If, contrary to the terms of Section XII hereof, Franchisee discloses or
divulges the contents of the Manual or any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to Franchisee by Franchisor;
8. If Franchisee knowingly maintains false books or records, or submits any
false reports to Franchisor;
9. If Franchisee or any individual, group, association, limited or general
partnership,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it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Franchisee; or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owns, controls, or holds power
to vote ten percent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ecurities
of Franchisee; or which has in common with Franchisee one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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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officers, directors, trustees, branch managers, or other persons
occupying similar status or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Affiliate")
commits any act of default under any other Franchise Agreement,
Development Agreement (except for failure to meet the development
schedule thereunder), asset purchase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entered into by Franchisee and Franchisor or any Affiliate of Franchisor;
10. If Franchisee, after or during a default pursuant to this Section hereof,
commits the same default again, whether or not such default is cured
after notice; and
11. If Franchisee defaults more than once in any twelve (12) month period
under Section XV (C) hereof, by failing to substantially comply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imposed by this Agreement, whether or not cured
after notice.
C. Except as provided in sub section (A) and (B) above, upon any default by
Franchisee which is susceptible of being cured, Franchiso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nly by giving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stating the
nature of such default to Franchisee at least ten (10) days if the default is
for failure to pay royalties or Advertising Fund contributions (including
Cooperative contributions, if any are due) and thirty (30) days for any
other defaul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provided, however,
that Franchisee may avoid termination by immediately initiating remedy to
cure such default and curing it to Franchisor's satisfaction within the ten
(10) or thirty (30) day period, as applicable, (or within such shorter time
period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specify). If any such default is not
cured within the specified time,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without
further notice to Franchisee effective immediately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n (10) day or thirty (30) day period, as applicable, or such longer
period as applicable law may require.

XVI. EFFEC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A.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ll rights granted herein
shall forthwith terminate, and:
1.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cease to operate the Franchised Unit as a
Brand restaurant, and shall not thereafter, directly or indirectly, represent
to the public that the restaurant is a Brand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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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and permanently cease to use, by
advertising or in any manner whatsoever, any menus, recipes,
confidential food formulae, equipment, methods, procedures, and the
techniques associated with the System and with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and Franchisor's other trade names,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associated with the Brand System. In particular, and without
limitation, Franchisee shall cease to use all signs, furniture, fixtures,
equipment, advertising materials, stationery, forms, and any other
articles which display the Proprietary Marks;
3. Franchisee agrees, in the event Franchisee continues to operate or
subsequently begins to operate restaurants or other businesses, not to
use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of the
Proprietary Marks in conjunction with such other business which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mistake or to deceive, and further agrees not to
utilize any trade dress, designation of origin,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which falsely suggests or represents an association or
connection with Franchisor;
4. Franchisee agrees,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upon cess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at the location specified in
Section I hereof for any reason, whether or not Franchisee continues to
operate any business at this location, and whether or not Franchisee
owns or leases the location, to make such modifications or alterations to
the Restaurant premises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cessation of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the operation of any businesses thereon by
Franchisee or others in derogation of this Section, and shall make such
specified additional changes thereto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request
for that purpose. The modifications and alterations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removal of the mansard
roof, lava rock exterior, tiffany lamps and all other trade dress indicia;
5.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pay all sums owing to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In the event of termination for any default
by Franchisee, such sums shall include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as a result
of the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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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turn over to Franchisor all manuals, records,
files, instructions, correspondence and any and all other material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in Franchisee's possession and
all copies thereof (all of which are acknowledged to be Franchisor's
property) and shall retain no copy or record of any of the foregoing,
with the exception of Franchisee's copy of the 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any correspondence between the parties, and
any other documents which Franchisee reasonably needs for compliance
with any provision by law.
B.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duty) to be exercised by notice
of intent to do so within 30 days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to
purchase any and all improvements, equipment, advertising materials,
ingredients, products, materials, supplies, paper goods and any items
bearing Franchisor's Proprietary Marks at then current fair market value. If
the parties cannot agree on a fair market value within a reasonable time,
an independent appraiser shall be designated by Franchisor, and his
determination shall be binding. If Franchisor elects to exercise any option
to purchase herein provided, it shall have the right to set off all amounts
due from Franchisee under this Agreement and the cost of the appraisal, if
any, against any payment therefor. In the event the premises are leased to
Franchisee, Franchisee agrees to assign, set over and transfer unto
Franchisor, at Franchisor's sole option and discretion, said lease and the
premises thereby, including improvements. Any such lease entered into by
Franchisee shall contain a clause specifying the landlord's consent to assign
such lease to Franchisor or its assignee in the even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C.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subsequent to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in seeking recovery of
damages caused by any action of Franchisee in violation of, or in
obtaining injunctive relief for the enforcement of, any portion of this
Section. Further, Franchi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ny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result in irreparable injury
to Franchisor.
D. Al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hich, by their terms or intent, are
designed to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so survive the expiration and/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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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TAXES, PERMITS AND INDEBTEDNESS
A. Franchisee shall promptly pay when due all duties, taxes, contract
registration charges, together with any interests and penalties, and all
accounts and other indebtedness of every kind incurred by Franchisee in
the conduct of the franchised business under this Agreement.
B. Franchise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shall
timely obtain any and all permits, certificates, or licenses necessary for the
full and proper conduct of the businesses operated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icenses to do business, trade name
registrations, sale tax permits and fire clearances.
C. Any and all governmental charg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any amendment hereto, in the form of registration fees,
surtax, stamp duties, income tax, or other governmental rates, taxes or
charges of any nature whatsoever, shall be paid (l) by Franchisee when
such charges are assessed against Franchisee and are due under any
national or local law in effect in the country in which the Restaurant or
Franchise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and (2) by Franchisor
when such charges are assessed against Franchisor and are due under any
federal, state or local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however, that Franchisee shall be responsible for withholding and paying
over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ny and all withholding taxes which are
assessed on or against any amounts owed to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provide proof to Franchisor of its withholding
and payment of any such taxes. Franchisee shall indemnify Franchisor for
any assessments that might be made against Franchisor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within
the country in which the Restaurant is located for Franchisee's failure to
withhold or pay over any such withholding taxes.
D.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within five (5) days of the
commencement of any action, suit or proceeding, and the issuance of any
order, writ, injunction, award or decree of any court, agency or other
governmental instrumentality, which may adversely affect, in a material
manner, the operation or the financial condition of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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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INDEPENDENT CONTRACTOR AND INDEMNIFICATION
A. This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Franchisee an agent, legal representative,
joint venturer, partner, employee or servant of Franchisor for any purpose
whatsoever.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Franchisee shall be an
independent contractor and is in no way authorized to make any contract,
agreement, warranty, or representation on behalf of Franchisor. The parties
further agree that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m.
B.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Franchisor be liable for any act, omission,
contract, debt or any other obligation of the Franchisee. Franchisee shall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harmless against any such claim and the
cost (including attorney's fees) of defending against such claim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or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Franchisee's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XIX. APPROVALS AND WAIVERS
A. Whenever this Agreement requires the prior approval of Franchisor,
Franchisee shall make a timely written request to Franchisor therefor, and
such approval or consent shall be in writing.
B. Franchisor makes no warranties or guarantees upon which Franchisee may
rely, and assumes no liability or obligation to Franchisee or any third party
to which Franchisor would not otherwise be subject; by providing any
waiver, approval, advice, consent, or suggestions to Franchise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by reason of any neglect, delay, or
denial of any request therefor.
C. No failure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power reserved to it in this
Agreement, or to insist upon compliance by Franchisee with any obligation
or condition in this Agreement, and no custom or practice of the parties
at variance with the terms hereof,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Franchisor's
right to demand exact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Waiver by Franchisor of any particular default shall not affect or impair
Franchisor's right in respect to any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f
a different nature, nor shall any delay, forbearance, or omission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power or rights arising out of any breach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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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by Franchisee of any of the terms, provisions, or covenants of this
Agreement, affect or impair Franchisor's right, nor shall such constitute a
waiver by Franchisor of any rights, hereunder or right to declare any
subsequent breach or default. Subsequent acceptance by Franchisor of any
payments due to it shall not be deemed to be a waiver by Franchisor of
any preceding breach by Franchisee of any terms, covenant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XX. NOTICES
Any and all notices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personally delivered, sent by registered mail, or by any
other means which will provide evidence of the date received to the respective
parties at the following addresses unless and until a different address has been
designated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Notices to Franchisor:
Notice to Franchisee:
All written notices and reports permitted or required to be deliver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English, addressed to the party to be
notified at its most current principal business address of which the notifying
party has been notified and shall be deemed so delivered (i) at the time
delivered by hand; (ii) one (1) business day after sending by telegraph, facsimile
or comparable electronic system; or (iii) if sent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or
by other means which affords the send evidence of delivery, on the date and
time of receipt or attempted delivery if delivery has been refused or rendered
impossible by the party being notified.

XXI. SEVERABILITY AND CONSTRUCTION
A.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 each paragraph, part,
term, and/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severable; and
if, for any reason, any section, part, term, and/or provision herein is
determined to be invalid and contrary to, or in conflict with, any existing
or future law or regulation by a court or agency having valid jurisdiction,
such shall not impair the operation, or have any other effect upon, such
other portions, section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may remain otherwise intelligible, and the latter shall continu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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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full force and effect to bind the parties hereto; and said invalid
portions, section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shall be deemed not to be
a part of this Agreement.
B. Except as has been express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intended, nor shall be deemed, to confer upon any
person or legal entity other than Franchisee, Franchisor, Franchisor's
officer, directors, and employees, and such of Franchisee's and Franchisor's
respective successor and assigns, any rights or remedies under or by
reason of this Agreement.
C. The official text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English language text.
Franchisor may arrange for an official translation of this agreement into
the prevalent local language, upon request of Franchisee, at Franchisee's
expense. This Agreement is to be executed in the original in English, and
in case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text and any translation
thereof, the English text shall be deemed controlling.

XXII.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the documents referred to herein, the Development
Agreement, if any, and the exhibits hereto, constitute the entire, full, and
complete 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 any and all prior agreements. Except for those
permitted to be made unilaterally by Franchisor hereunder, no amendment,
change, or variance from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either party unless
executed in writing.

XXIII. CAPTIONS
The captions to each paragraph herein are used for convenience only and shall
not be considered part of this Agreement, nor used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hereof.

XXIV. ACKNOWLEDGMENTS
A.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ee has conducte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Brand franchise and recognizes that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involves business risks and will
be largely dependent upon the ability of the Franchisee as an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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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ranchisor expressly disclaims the making of, and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ee has not received, any warranty or guaranty,
expressed or implied, as to the potential volume, profits or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B.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ee has read and understands this
Agreement, the attachments hereto, and agreements relating thereto, if
any, and that Franchisor has accorded Franchisee ample time and
opportunity and has encouraged Franchisee to consult with advisors of
Franchisee's own choosing about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XXV. APPLICABLE LAW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laws shall prevail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of laws.

XXVI. ARBITRATION
A. In the event any dispute should arise between the parties hereto in
connection with, arising from, or with respect to any provision hereof,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hereto, or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is
Agreement or any provision hereof, and such dispute shall not be resolved
within 30 days after either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in writing, of such
dispute, then such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arbitration on the
demand of either party.
B.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Los Angeles, California by a panel of
three (3) arbitrators. Franchisor and Franchisee shall each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to act as Chairman of the tribunal. If a party fails to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claimant's Request for
Arbitration (given and effective as set forth in the Notice Section of this
Agreement), such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two arbitrators thus appointed shall attempt to agree upon
the third arbitrator to act as Chairman. If said two arbitrators fail to
nominate the Chairma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to be appointed, the Chairman shall be appoint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C.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rules of the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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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Association, provided that the arbitrators shall base their
decision and awar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hereto, and such award may include money damages,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lief. The decision and award of the
arbitrators shall be conclusive and binding upon all parties thereto and
judgment upon the award, including any partial, temporary or interim awar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ranchisor and
Franchisee agree that any arbitration award may be enforced against either
or both of them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Franchisor and
Franchisee each waives any right to contest, and hereby agrees not to
contes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such award. The parties agree that
the arbitrators may award interest from the date of any damages incurred
for breach or other violation of this Agreement, until paid in full, at a rate
to be fixed by the arbitrators, but in no event less than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Citibank Preference Rate quoted for the
corresponding periods, as reported in the Wall Street Journal, or the
maximum rate permitted by applicable law, whichever is less.
D. The arbitration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actions seeking injunctive relief with regard to the use of the Proprietary
Marks, which actions shall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Franchisor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parties hereby waiving
all questions of personal jurisdiction or venue for this limited purpose.
E. The parties agree that any action brought by Franchisee or Franchisor
hereunder, in any court, for the enforcement of any arbitration award or
decision, or otherwise, shall be brought within such state and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Franchisor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parties hereby waive all questions of personal jurisdiction or venue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is provision.
F. No right or remedy herein conferred upon or reserved to Franchisor is
exclusiv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herein, or by law or equity
provided or permitted; but each shall be cumulativ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provided in this Agreement.
G.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ar Franchisor's right to obtain injunctive
relief against threatened conduct that will cause it loss or damages, under
the usual equity rules, including the applicable rules for obtaining
restraining order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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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VII. CORPORATE FRANCHISEE
In the event the Franchisee named herein is a corporation at the time of
execution of this Agreement it is warranted, covenanted and represented to
Franchisor that:
A. All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stock of Franchisee is owed, legally and
beneficially, by the following person or persons (indicate percentage of
ownership);
B. Franchisee is incorporated in place of business at thereto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has its principal, and shall promptly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of any change

XXVIII. GOVERNMENTAL APPROVALS; EFFECTIVE DATE
A. Franchisee shall obtain all requisite National, Provincial and/or legal
governmental approvals of this Franchise Agreement within one hundred
twenty (120) days of execution hereof (hereinafter the "Approval Period").
B. If any governmental authority requires, as a condition of an approval
required under this Section XXVIII,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performance of the parties
hereunder, the parties hereto agree to use their best efforts to comply
with such condition. Should, however, (i) Franchisee fail to obtain all
governmental approvals within the Approval Period, or (ii) Franchisor
consider any requested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this Agreement to be
unacceptable, then Franchiso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Franchisee ten (10) days written notice, and neither party thereafter shall
have any rights or obligations hereunder; except for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surviving the termination hereof.
C.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date shown on the first
page hereof.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duly executed, sealed, and delivered this Agreement in multiple
originals on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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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 COMPANY, LTD.

DEVELOPER

By: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______________________

Title: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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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________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저(이하 “프랜차이저”)와
________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________(이하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____년 __월 __일부로 본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증명한다.
프랜차이저는 고유의 식품(이하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또는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하
기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자에게 그 시스템
의 사용을 허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시스템의 특성으로는 브랜드
명,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특별히 지정된 건물, 특이
한 실내 및 실외 배치, 실내 장식, 색채 배합, 비품 등과 그 외의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저는 푸드 프로덕트 준비 단계에서 이용되는
기밀 사항인 푸드 프로덕트 방식과 조리법, 특히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
(Brand Food Product)를 준비하기 위한 고유의 반죽 방식, 전문화된 메뉴,
비품에 관한 기준과 명세 사항, 비품 배치, 제품, 영업 절차, 경영 프로그
램 등을 수시로 변경,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다.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시스템은 특정 상품명, 서비
스 상표, 일반 상표, 로고, 기장, 원산지 표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여기에
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상표 및 기타 상표명,
서비스 상표, 일반 상표 등과 그 외의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프랜
차이저는 본 시스템(이하 “소유권 상표”)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도를 현
재 또는 장래에 지정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로 거래되는 서
비스와 제품의 근원을 홍보하기 위해 식별되도록 소유권 상표의 용도를 지
속적으로 개발, 이용, 통제하며, 품질, 모양, 서비스 등에 있어서 브랜드 푸
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의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그 담당 구역에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브랜드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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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레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하도록(이하 “프랜
차이즈권이 부여된 단일체” 또는 “레스토랑”)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 위해 본 문서에 첨부된 증거물 B에 일부분으로 설정되어 표
시된 지역(이하 “담당 구역”)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얻기를 원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의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 등에 있어서 높은 통일된 기준의 중요성과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에 적합한 레스토랑의 개점 및 영업의 필요
성을 이해한다.
본 계약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

I. 허가
A.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허
가하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30개의 레스토랑 개점, 영업 및 본 계약
과 함께 이에 관하여 지역 TV에 나오는 바와 같이 수행되는 별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특정 지역에서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본 개발
계약의 조건과 본 계약(이하 “개발 계약”)에 대해 증거물 A에 제시
된 일정에 의거하여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한다. 본 계약에 따라
개점된 각 레스토랑은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가 허용한 지역의
담당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B.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프랜차이저는 본 개발 계약이 그 규정에 따라
종료 또는 만료할 때까지 레스토랑을 개점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외
의 다른 자가 그 담당 구역 내에서 레스토랑을 열거나 소유권 상표를
사용하게 정하거나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단,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며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소유권
상표 또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를 사용할 권리
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개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허
락될 것이다. 본 계약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다른 당사자에 대해
레스토랑을 개발, 개점을 허가하거나 영업하도록 프랜차이즈나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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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또는 기타의 인가를 허가할 권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
러한 권리들은 프랜차이저가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D.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담당 구역 내의 상표, 서비스 상표, 상품명의 등
록 및 유지를 위해 합당하게 요구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저에게 협
조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담당 구역 내에
서 다른 자가 잠재적으로 사용 목적 또는 요구를 침해하는 경우 이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프랜차이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저는 그 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
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수수료
A.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락된 권리를 고려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실행으로서 프랜차이저에게 담당 구역 수수료를 미국 통화로
______달러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자신이 초래한 행정 및 기
타 비용과 본 계약에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권리를 허락한
결과 상실했거나 연기된 개발 기회에 대해 담당 구역 수수료를 충분
하게 준비해 놓는다. 담당 구역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B. 각 레스토랑의 개점과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
용을 받아 공급받아 왔거나 받게 될 지원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마스
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___개의 레스토랑 당 ____달러의 상
환 불가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기한 제 Ⅱ절 제A
항에 규정된 담당 구역 수수료에 더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총
____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지불 금액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개점하는 각 레스토랑에 대한 ____달러의 선불
금을 의미한다. 상기한 제 Ⅱ절 A항에 규정된 담당 구역 수수료에 더
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는 ________
의 각 레스토랑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상응한 내용의 이행에 따
라 레스토랑 당 ____달러를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

III. 개발 일정
A.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은 ________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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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종료한다.
B. 본 계약 제ⅩⅢ절의 적용을 받아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마스터 프
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대해 증거물 A에 제시된 일정(이하 “개발 일
정”)에 따라 담당 구역 내의 개점하여 활동 중인 레스토랑의 총 수
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C. 담당 구역 내의 각 레스토랑은 증거물 C의 내용과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조언에 따라 프랜차이저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되는 내용과 같이 본
계약에 첨부된 프랜차이즈 계약의 실제적인 형태로 프랜차이즈 계약과
법률 및 담당 구역의 관습에 따라 적절하게 개점 및 영업되어야 한다.
D.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개
발 일정에 특정된 마지막 날짜 이후로 담당 구역 내에 레스토랑을 개
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IV.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점
A.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허
가한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계획된 각 장소에 대한 설명서 한
부를 명시된 최종 완료 계획서, 건축 또는 수리 공사 및 장식 설계서
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제출된 각 장소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최종 제안 종합 평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해야 하며, 그 장소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서
면 통지를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보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부당하
게 장소 승인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정된 장소가 승인되었
더라도 프랜차이즈 계약이 이행될 것임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프랜차
이즈 계약의 이행은 아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최종 계획과 명세서를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건축 또는 수리 공사가 시작될 때, 마스터 프랜
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저에게 이를 고지
하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C. 본 계약 제ⅩⅢ절에 따라 제외되는 사항이 없으면 마스터 프랜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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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 또는 수리 공사를 마치고 본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축
또는 수리 공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D.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계획된 영업을 시작하기 적어도 30일 이전에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개점 계획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에 기
초하여 개점하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프랜차이저는 개
점에 참석할 판매 대리인을 1인 보내야 하며, 이와 같은 판매 대리인
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개점하지 않는다. 프랜
차이저가 판매 대리인을 보내지 않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 개시
가 늦어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 개시일은 본 계약서 증거
물 A에 따를 것이 요구되며, 프랜차이저가 판매 대리인을 제공할 때
까지 그 영업 개시일은 연기하게 된다.

V. 비밀 영업 사항 매뉴얼
A.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는 초기 내용과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에서 사용되는 매뉴얼(이하 “기밀영업사항 매뉴얼” 또는 “매뉴
얼”)에 수반되는 변경 사항이 적절하도록 상의한다. 그러나 프랜차이
저가 자신의 재량권 내에서 매뉴얼의 내용과 변경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언제라도 프랜차이저에게 매뉴얼이
그 담당 구역의 법률과 관습, 시장 특성에 부합하도록 매뉴얼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저의 서면 허가가 사전에 있지 않으
면 매뉴얼은 변경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제
안한 변경 사항이 수령된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
인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해당 담당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매뉴얼을 채택 및 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출을 지불해야 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매뉴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승인된 기타의 매뉴얼을 항상 취급하여야 함과 동
시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포함되는 정보를 비밀히 다루어야 하며, 본
계약서 제Ⅹ절에 따라 비밀히 신뢰할 수 있게 그 정보를 유지하는 데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매뉴얼을 복사, 복제, 녹음하거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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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다른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자 또는 제조업자가 본 매뉴얼을 사
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C. 본 시스템의 영업 기법을 개선하여 프랜차이저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
를 통해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이익을 얻게 하기위해 프랜차이저는 본
매뉴얼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D. 본 매뉴얼의 판본은 영문 판본이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매뉴얼의 복사본이 최신의 내용으로 통용될 수 있게 유지되고 있음을
항상 확인해야 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매뉴얼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프랜차이저가 자신의 본사에 보관하고 있는 영문으로 써 있는
기밀영업사항 매뉴얼의 최종 복사본 내용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VI. 교육 및 관리
A. 프랜차이저는 필요 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직원들에게 프랜차이저가
자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미국 내의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의무적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첫 레스토랑을 개점하
기 이전에 수업 및 필요한 자재 등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직원들을 위
한 교육에 드는 비용은 프랜차이저가 부담하여야 한다. 숙박비용, 요
금, 여행, 통역 등을 포함한 교육 기간 동안 기타의 모든 경비는 마스
터 프랜차이지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해 충분히 숙련된 관리인을 포함한 유능하고
성실하며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C.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본 매뉴얼 또는 다른 서면상의 매
뉴얼에 근거하여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각 5개의 프랜
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을 감독하고 조정하
도록 프랜차이저가 합당하게 임명하도록 부과한 기준에 맞는 현장 주
임을 최소한 1인 고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현장 주임은 매 5번째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본 계약서에 근거한 다수의 가맹점 영업의
개시가 있을 때 고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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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불이행
A.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허락된 권리는 특히 마
스터 프랜차이지의 대표성과 확실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본 개발 계약서의 제Ⅲ절과 제Ⅳ
절에 나타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총
체적으로 양도한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파산 신청을 제출한 경
우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불리하게 파산 신청이 제출됐는데 마
스터 프랜차이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마스터 프랜차
이지가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
의 자산, 재산 또는 그 일부분의 수령자나 임시 또는 종신 관리인을
사법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임명한 경우, 재판 관할 적용 법률의 적
용을 받아 채권자와의 조정 절차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의해 구성되
었거나 그에게 불리한 경우, 최종 판결에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소
송 정지 영장 증서가 제출되었거나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기타의 절차
에 의해 관련 관할 재판 집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30일 이상 동안 기
록이 남아 있는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직분이 종료된 경우, 강제
처분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책임자의 재산 또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불리하게 부과된 경우, 본 계약에 기초하여 전개된 프랜차이즈 레스
토랑의 부동산 또는 설비에 불리하게 유치권 또는 저당권을 유질 처
분하는 소송이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불리하게 제기되어 30일 이내
에 기각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개점, 영업되는 레스토랑
의 실질 또는 개인 재산이 재판 결과 주지사, 연방 보안관, 경찰관,
정부 권한에 상응하는 기타의 자 등에 의해 징수된 후 매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허가된 모든 권리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대한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C.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ⅰ) 본 계약서의 증거물 A에 제시된 개발 일정
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본 계약 조건에 따르지 못하거나, (ⅱ) 본 계
약에 기초하여 개점한 레스토랑에 적용되는 어떠한 프랜차이즈 계약
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계열 회사 사이의 기타 계약을 따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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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 그 불이행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주
의가 요구된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본 개발 계약의 적용을 받는 불이
행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그 재
량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프랜차이
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유효하게 즉시 서면 통지를 발송하여 그
사실을 알린다.
1. 본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가된 모든 권리
를 소멸케 한다. 이 때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그 불이행을 전보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2.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의 제Ⅲ절에 따라 개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를 줄인다.
3. 본 계약 제Ⅰ절에 준거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허가한 담당 구
역 독점권을 종료케 하거나 본 계약 제Ⅲ절에 준거하여 마스터 프
랜차이지에게 허가된 담당 구역 독점권 지역을 줄인다.
4. 불이행한 사항을 만족할 만큼 이행할 때까지 건축 공사 중인 프랜
차이즈 가맹점의 개점을 연기하며, 만약 건축 공사를 마친 프랜차
이즈 가맹점인 경우 그 영업 개시를 연기한다. 이 때 장소 건의 종
합 계획과 유예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행하지 않는다.
5. 본 계약 증거물 A에 제시된 개발 일정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또는
6. 본 계약 제ⅩⅩⅡ절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허락된 “서브
프랜차이즈권”을 종료한다.
D. 본 계약의 종료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자신에게 교부된 프랜차이즈
계약이 프랜차이저가 작성한 적이 없는 것이면 본 계약이 종료할 때
이를 근거로 레스토랑을 개점 또는 영업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
리고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그 담당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도
록 허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체결한 기타의 유효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E.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모든 손해와 비용과 지출을 지불해
야 하며, 여기에는 본 개발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실
시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저가 부담한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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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이익의 이전 가능성
A. 프랜차이저가 이전하는 경우
본 계약은 후임자의 이익과 프랜차이저의 양수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
한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 있어서 그 이익을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 협력 업체, 단체, 법인 등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프랜차이저의 양수인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저의
모든 의무를 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수한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지
를 발송한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
저의 요구 또는 책임으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 계열 회사 사이의
일반 양도 계약서를 즉시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이전하는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제시된 권리와 의무가 자신에게 속함
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영업 수완과
재정 역량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허가한다. 따라서 (ⅰ) 마스터 프랜차
이지, (ⅱ)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우선순위 후계자 또는 후순위 후계자,
(ⅲ)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는 본 개발 계약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협력업체, 법인 또는 기타의 법적 단체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상대로 매도, 할당, 이전, 양도, 기부하거나 담보 및
저당 설정 또는 기타의 채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법률 또는 기타 사항의 시행으로 주장되는 양도 또는
이전은 무효로 될 것이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되며, 이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 제Ⅶ절 (C)항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의 적
용을 받아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부여된 권리 및 의무의 이행에 관한
특정 목적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지한다. 따
라서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브랜드 레스토랑의 개점 및 영업에 관해 필수적인 사업 허가
및 또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내용으로 프랜차이저의 승인을 얻은 자
회사에게 행하는 본 계약의 이전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그 자회사에게 행하는 본 계약의 이전으
로 비용 지불을 포함한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의
무는 양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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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허가 조건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서의 잔여기간을 이유로
본 절에 따른 이전 허가를 부당하게 지체해서는 안 된다. 단 이전 시기
에 앞서 다음의 사유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1. 프랜차이저에 대해 발생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모든 금전 채무와
함께 프랜차이저의 자회사 및 관련 단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2.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서 제Ⅸ절 및 제Ⅹ절에 포함된 계약
내용을 적용 받아 강요된 잔액에 동의해야 한다.
3. 양수인은 프랜차이저의 독자적인 판단에 있어서 훌륭한 도덕성과
평판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4. 양수인은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른 그 외의 사항
에 부합함으로써 프랜차이저가 만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양수인의 자격은 신임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위해 프랜차이저의 당
시 및 최근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양 당사자는 프랜차이저가 만족하는 형식에 맞게 양도 증서를 반드
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양도인인 개인 또는 단체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마스터 프
랜차이지는 양도가 있은 날짜부로 프랜차이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양수인은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라 개발 계약을 당시의 방식대로
이행하며 또한 프랜차이저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당시의
부수적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개발 계약 당시의 방식은 현저하
게 다른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7. 양수인이 협력업체인 경우 동업 계약이 그 이상의 양도를 제공하거
나 또는 동업 계약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본 계약의 양도
및 이전에 부과된 모든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선택 및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양수인의 의무에 대한 서면 보증서 한 부를 작성해야
하고, 그 보증 기간은 이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보증 기간 중 지난 12개월 동안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수수료, 특
허권 사용료, 또는 광고 펀드 보험료 지불을 불이행 한 경우, 보증
기간은 보증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이 부가적으로 자동 연장된다.
9.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는 양수인은 본 이전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
의 일반 관리비를 보상하기 위해 프랜차이저에게 5,000 달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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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저는 이전에 대한 담
당 구역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 총판 영업자가 소
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 양수인이며 마스터 프랜차
이지가 단독 주주인 경우, 이전 비용은 요구되지 않는다.
D. 선취특권의 허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선취특권과 관련된 문서의 적용을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에
있어서의 선취특권을 허가하지 못하며, (ⅰ) 프랜차이저에게는 불이행에
대해 주의와 함께 그의 선택에 따라 그 불이행 사항을 이행할 충분한 시
간이 주어져야 하고, (ⅱ) 프랜차이저는 저당권자에 대해 채무자로서 대
신할 권리와 선택권과 함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을 대신 이행하
거나 저당권자에게 치러야 할 총액을 지불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를
취득할 권리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단 이 경우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불
이행으로 인해 지불일이 단축되어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며, (ⅲ) 기타 프
랜차이저의 자유재량에 따른 요청으로 소유권 표시와 해당 시스템의 통
합을 보호하는 데 합당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비도 제외한다.
E.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
본 계약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에 따라 관리인, 관재인 또는 이러한 자들의 개인적 대리
인은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제3자에게 그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이 발
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의 법률상의 이익을 이전해야 한다. 본
절의 이전은 계책 또는 상속에 의한 이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전을
포함하며 당사자 생존 중 효력이 있는 이전과 같은 조건에 따라야 한
다. 그러나 계책 또는 상속에 의한 이전의 경우, 상속자 또는 수혜자가
본 계약 제Ⅵ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망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개인적 대리인이 본 계약상의 사망한 자의 법률상의 권리를 처리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단, 이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사
망한 날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수행
된 사업의 처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양도 및 이전에 관한 모든 조건에
따른다. 법률상의 권리가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처분되지 못한 경
우 프랜차이저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 계약 제Ⅶ절에 따라 본 계약을 종
료할 수 있다.

미국

315

F. 제1선매권
본 계약 또는 본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 법률상 권리를 매입하기 위해 선의로 제3당사자의 제안
을 수락하기 원하는 자는 그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필요할 수 있는 그 제안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프랜
차이저는 제3자가 제안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자의 법률상 권
리를 매입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매도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선
택권을 가져야 한다. 프랜차이저가 매도자의 법률상 권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매입 결정에 대해 매도인에게 통
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상 권리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
다. 그러나 그 60일이 만료하기 이전에 생긴 제안 조건의 중대한 변동
은 최초의 제안이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프랜차이저의 제1선매권에 따
라 새로운 제안을 구성하게 된다.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 제Ⅷ절의 적용
을 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된 선택권의 행사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하
여 제안된 이전에 관한 본 계약 제 Ⅷ절의 모든 요건을 포함한 본 계약
기타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3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이 프랜차이저
에게 이와 동일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을 당연히 제공하도록 요
구할 수 없다는 것인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현금으로 환산된 적정한 등가로 매각할 것을
제안 받은 사업 등에 기초한 법률상 권리를 매입할 수 있다. 만약 당사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3당사자가 제안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에 대한 현금으로 환산된 적정한 등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프랜차이저는 독자적인 감정인을 지명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그 감정인
의 결정에 구속된다.
G.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제안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담보물 또는 조합 지분은 프랜차이저의 서면 사전
동의와 함께 사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사회에 제공될 수 있으며 프랜차
이저는 사전 동의를 부당하게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 자치 정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회에 헌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정부 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프랜차이저가 검토하도록 프
랜차이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는 헌납을 위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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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헌납되기 이전에 검토를 위해 프랜차이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저가 증권 인수, 배급에 가담하거나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나
프랜차이저의 담보물 제공 등을 수반하는 소유권 상표 또는 기타의 보
증은 헌납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납 대상 물건에 대한 프
랜차이저의 검토는 오로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 사이에 관
련이 있는 헌납 대상 물건에만 제한된다.
본 헌납에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그 외의 참가자들은 본 헌납
과 관련이 있는 프랜차이저에게 반드시 충분한 보상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각 계획된 헌납 대상 물건에 대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
저에게 상환불가 수수료 5,000 달러를 지불하거나, 또는 제출된 헌납 대
상 물건의 검토에 관련되는 합당한 비용과 지출에 대해 법무 비용 및
회계 비용과 그 외의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보다 더 많은 액수로
프랜차이저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헌납 또는 본
계약 제Ⅷ절의 적용을 받는 그 외의 거래의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90일
이전에 프랜차이저에게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IX. 비밀 정보
A.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발과 영업
은 반드시 비밀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개발과 영업에는 본 계약의 수
행과 관련된 사용 목적을 위해서만 프랜차이저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게 공개하는 비밀 주성분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
고 이에 동의한다.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와 같은 비밀
정보를 부적절하고 권한 없이 공개하는 것은 양 당사자 및 기타 프랜
차이즈 영업자에 대해 본 브랜드 시스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훼손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그러므
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과 본 계약의 효력이
종료한 후 30년 동안 본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의 영업권에 의해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전달될 수 있거나, 또는 마스
터 프랜차이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레스토랑의 구조, 영업 방법에
관한 비밀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 폭로하거나 다른 1인 또는 1
인 이상의 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단체, 법인 등의 이익을 위
해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의 유효한 기간은
본 계약의 갱신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러한 비밀
정보를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개발권을 행사하고 프랜차이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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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따라 레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하기 위해 비밀 정보에 접근해야만
하거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 정보에의 접
근이 필요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해당 직원에게만 알려야 한다.
B. 도면, 자재, 장비, 레시피, 조리된 혼합물, 양념 또는 다른 푸드 프로덕
트의 혼합, 프랜차이저가 기밀로 분류한 데이터, 정보, 경험, 본 계약
에 근거한 분석 정보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은 본 계약 목적을 위한 비밀로 간주된다. 단 프랜차이저의
본 계약에 근거한 정보 공개에 앞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대처에 대
해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하
여 프랜차이저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행한 정보 공개의 내용이 다
른 자들의 출판, 또는 교신을 통해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경
우를 제외한다.
C. 지역 법률이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
이저가 서면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비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
에게 소속된 직원과 임원 및 이사 전원과 직간접적으로 법률상 권리
5%를 실질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 또는 고용 또는 소유권 조건에 따
라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있어서 더 많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자를
요청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서면 제안에서 상기한 자들이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따르는 동안, 또는 고
용 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간 중 획득 가능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 방법과 관련
된 비밀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 폭로하거나 다른 1인 또는 다
수의 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단체, 법인 등을 위해 이를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한다.

X. 계약 조항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문 교육
및 비밀 정보와 함께 본 시스템과 프랜차이저의 영업, 판매, 판촉, 마
케팅 방법 및 기법,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
수받을 것을 명확히 동의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약을 맺으며,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승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인의 자, 다수의 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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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대신하거나 그들과 관련하여
서는 안 된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인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경쟁자에게 레스토
랑 경영 또는 고객을 옮기거나 이를 시도하는 것, 또는 본 소유권 상
표 및 시스템과 관련된 영업권에 불리하거나 편파적인 기타의 행동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 또는 성취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것.
2. 당시에 프랜차이저가 고용하고 있는 자, 또는 다른 브랜드의 푸드
프로덕트 프랜차이즈 영업자 또는 그 밖의 자가 고용하고 있는 자
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고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자를 이직하게 유
인하는 것.
3. 푸드 프로덕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테이크아웃 또는 점포 내에서
식사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 두 방식을 모두 겸하고 있는 패스
트푸드 레스토랑(이하 “푸드 프로덕트점”)을 소유 또는 지원하거
나 이에 종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단, 여기서 말하는 “푸
드 프로덕트점”은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계열 회사에 따
르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영업하
는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B.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계약 종료의 이유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인의 자 또는
1인 이상의 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법인 등과 통하거나 이들
과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1. 그 푸드 프로덕트점이 프랜차이저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프랜차이즈 영업자의 소유인지
를 묻지 않고 본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본 개발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일 현재 현존하는 담당 구역 내에 소재한 푸드 프로덕트점 또
는 본 시스템이 적용되는 레스토랑의 소재지에서 반경 10마일 이내
에 있는 푸드 프로덕트점을 소유, 지원하거나 이에 종사, 또는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것.
2. 본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본 계약 종료 당시 프랜차이저 또는 다
른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프랜차이즈 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던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고 하는 것, 또는 이러한
자가 이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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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랜차이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마스터 프랜차
이지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1인의 자에게 적용 가능한 서약을 포함하
여 본 절에 제시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서약을 이행할 것을 마스터
프랜차이지 대표 및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5% 또는 그 이상의 실질
소유주를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임원과 보유자들에게 요청
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약은 프
랜차이저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여기에는 서약을 강
제하는 별개의 권리와 함께 이 서약의 제3당사자인 수익자로서 프랜
차이저의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을 포함하며 그 외의 관계 사항도 포
함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절에서 요구하는 서약을 이행하게
하는 데 태만한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D.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소유권 상표를 보호하거나 담당 구역에서 프랜
차이저가 소유권 상표의 지속적인 유효성과 강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저에게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문서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소유권 상표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만들 것
을 지시한 것이 아니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소유권 상표 등록을 목
적으로 신청서를 만들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I. 종료 또는 만료의 효력
A.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되면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락된 모든 권리
는 그 즉시 종결되며 다음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브랜드마스터 프랜차이지로서 기능하는 바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 종료 당시에 영업 중이지 않은 레
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종료
하면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차이지 사이에 이행되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지 아
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저에게는 자신이 레스토랑을 개점하
거나 다른 자에게 그 담당 구역 내에서 레스토랑을 개점하게 허용
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2.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 그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의해
초래된 총 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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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위반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본 절의 일정 부분의 집
행을 위해 금지 명령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저가 초래한 모
든 손해와 비용, 경비를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
정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절 조항의 준
수 사항을 불이행하여 프랜차이저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사
실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XII. 주의사항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요구되거나 인정되는 모든 주의사항은 타방 당사
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다른 주소가 지정될 때까지 아래의 주소로 교부되
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수령되는 날짜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한다.

프랜차이저에 대한 주의사항: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대한 주의사항
본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인도될 것이 인정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서면으
로 작성된 주의사항과 보고서는 통보를 하는 당사자의 가장 최근의 주된
사무실 주소에서 그 통보를 수령할 당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단 (ⅰ)
직접 그 주의사항과 보고서를 수령한 때 (ⅱ) 전신, 팩시밀리 또는 이와 상
당한 전자 시스템으로 그 주의사항과 보고서를 발송한 후 제1영업일인 때,
또는 (ⅲ) 주의사항과 보고서의 수령일 또는 인도를 시도한 날 등기우편,
배달 증명 우편, 또는 인도물의 발송인 증명이 가능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인도가 거절되었거나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에 의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XIII. 권리 불포기
A. 본 계약에 있어서 유보된 권한 행사,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본
계약의 의무 및 조건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태만하지 않고, 쌍방 당사자의 관습 또는 업무가 본 계약의 조항과 일
치하지 않는 사항이 없는 경우, 본 계약 조항에 엄밀히 따를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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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랜차이저의 권리는 기권을 구성하게 된다. 특정 불이행을 이유
로 프랜차이저가 권리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동일한 또는 상이한
성질의 후속하는 불이행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
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조건, 조항 또는 이에 관한
서약에 관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프랜차이저의 권한 또는 권리의 행사에 대해 연기,
보류, 또는 부작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
또는 후속하는 위반 및 불이행을 선언하는 권리에 관하여 특정 불이행
을 이유로 프랜차이저의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가
특정 불이행에 대한 지불을 이후에 수락한 것을 근거로 마스터 프랜차
이지가 이전에 본 조약의 조항, 서약,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B. 본 절의 조항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저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미친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1) 법
률, 판정, 명령, 규정, 요구, 지시에 따르거나 연방 정부, 행정부, 지방
정부, 자치 정부, 본 계약에 근거한 부문이나 기관, (2) 불가항력, (3)
타방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4) 화재, 파업, 출항 금지, 전쟁, 폭
동, (5) 이와 유사한 사건 또는 원인과 같은 그 통제권을 상당히 벗어
난 행동 또는 사건의 결과로 그 의무 수행에 불이행이 있게 된 경우
프랜차이저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하지 아니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불이행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수행 불능에 대해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그 실행
에 다시 착수하여야 한다. 최소한 연속되는 60일 동안 실행 불능으로
야기된 지연을 원인으로 본 계약의 수행 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거나,
또는 본 계약의 수행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히 면제하여야 한다.

XIV. 독립 계약자 및 배상
A.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마스터 프
랜차이지는 독립 계약자로서 본 계약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도 대리
인, 법적 대표, 자회사, 합작회사, 공동 경영자, 직원, 또는 기타의 목
적을 위한 그 외의 자의 종업원 등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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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당사자는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라 기능하는 독립 계약자가 되도록
대중에 공개된 상태에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C.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이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프랜차이저를
대신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저의 명의로 채무 또는 기타의 의무를 초
래하는 계약, 계약, 보증, 또는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지 않음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한다. 프랜차이저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용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작위 또는 부
작위, 또는 본 계약으로부터 비롯된 주장 또는 판단의 결과 프랜차이
저가 본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배상과 함께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를 방어하는 데 지출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그 비용
지출의 결과 또는 이에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주장에
손상 없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등을
유지해야 한다.

XV. 세금, 승인 및 채무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만기가 도래한 모든 부과
금, 세금, 계약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
즈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초래한 모든 종류의
외상 거래와 기타 청구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영업하는 사업의 충분하고 적절한 수행
을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인준 또는 라이선스를 시기적절하게 획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라이선스, 판매세 증명서,
소방 방재 허가증 등과 그 외의 관련 사항들이 포함된다.
C. 본 계약에 제시된 기타의 사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수
정안에 기초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등록 수수료,
부가세, 인지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기타 세금 또는 청구액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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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과하는 청구금액은 레스토랑이 소재하거나 마스터 프랜차이
지의 주된 사무가 이뤄지는 장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유효하
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부과된 금액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적절
한 권한 기관이 부과한 금액을 지체한 후 지불한 데 대한 책임과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와 같은 세금을 지체한 후 지불한 데 대해 영수증 원본을 포함한 증
거를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
와 그 임원, 이사 및 직원에게 배상하고,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
징수 또는 연체된 세금 납부를 불이행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담당하
는 레스토랑이 소재한 지역의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부과하는 불입 추징에 있어서 프랜차이저에게 불리할 수 있
는 경우 이로 인해 프랜차이저와 그 임원, 이사 및 직원에게 손해가 미
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D.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결정, 탄원, 소송 절차 등이 개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그리고 법원, 행정기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방법
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영업 또는 재무 조건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명령, 영장 발부, 금지 명령, 심판, 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
터 5일 이내에 이에 대해 서면으로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야 한다.

XVI. 승인
A. 본 계약이 프랜차이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할 때 마다 마스터 프랜차
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할 서면 요청서를 적시에 작성하여야 한
다. 단, 명시적으로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허가된 승낙 또
는 허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 프랜차이저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과 관련
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기권 증서, 승인, 조언, 허락 또는 부대
설비 등을 제시, 또는 태만, 지연, 또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의
거절을 이유로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과된 채
무 또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신뢰, 추정할 수 있는 보증 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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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인정 및 기권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계획된 벤처 사업의 성공이
실질적인 경영 위험을 수반하고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마스터 프랜
차이지의 능력에 크게 의존함을 인정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계획
된 벤처 사업의 예상 규모, 이익 또는 성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프
랜차이저는 담보 또는 보증을 설정하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담보 또는 보증을 수령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B. 프랜차이저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본 계약에 관한 예상 이익과 위
험에 대해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선임한 고문과 상담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서와 본 계약서상
의 증거들 및 본 계약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여러 계약서 등을 수령
한 후 충분히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한다.

XVIII. 분리 가능성 및 구성
A. 본 계약의 공식 판본은 영문 판본이어야 한다. 본 계약은 영문 원판
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영문 판본과 번역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판본을 그 내용 대조의 표준으로 간주한다.
B.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본 계약의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모종의 이유로 본 계약의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이 유효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
는 법원 또는 기관에 의한 기존 또는 미래의 법률 또는 규정에 타당
하지 않고 상반되거나 이에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로 인
해 다른 상태로 유지되는 그 의미가 명료한 본 계약의 다른 일부, 단
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에 대한 작용을 손상케 하거나
다른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자는 당사자들을 구속할
완전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주어지도록 지속되어야 하지만 당해 무효
인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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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마스터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저의 임원, 이사, 직원 등
과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프랜차이저의 각 승계
인과 양수인 이외의 자 또는 법적 단체에 본 계약이 적용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를 수여하려고 의도하거나 수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D. 본 계약서는 여러 원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각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XIV. 계약서의 전체 구조 및 적용 법률
A. 본 계약서와 이에 인용되는 문서, 본 계약서에 관한 증거물 등은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체결한 계약
을 완전 충분하게 구성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며 이러한 내용과 관
련된 모든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
랜차이저가 일방적으로 허가한 개정안, 변경 또는 예외적 허가를 제
외하고 본 계약 당사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임원 또는 대리인이 서면
으로 작성할 것을 상호 동의한 바가 아니면 본 계약서의 개정안, 변
경 또는 예외적 허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B. 본 계약은 캘리포니아 주 법의 적용을 받아 해석 및 분석되어야 하
며, 캘리포니아 주 법은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C. 본 계약에 근거하거나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해 규정되었거나 또는
이에 의거하여 허용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근
거하여 프랜차이저에게 수여되거나 지정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는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용된 각 권리 또는 구제 절차는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또는 구제 절차에 통합된다.
D. 본 계약은 금지 명령 및 사전 금지 명령의 적용을 받는 데 적용 가능
한 법률을 포함한 통상의 형평법 규정의 적용으로 손실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위협 행동에 대한 금지적 구제를 획득하는 프랜차이저의 권
리를 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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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규정과 반대로 본 계약 제Ⅸ절과 제Ⅹ절
규정은 본 계약이 어떤 이유에서 종료하더라도 그 효력을 계속 유지
한다.

XX. 중재
A.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규정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에 기인하는 등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또는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실
효성 및 집행 가능성 그리고 해당 분쟁 등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
사자에게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분쟁은 타방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중재에 회부된다.
양 당사자들은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기 전에 프랜차이저의 대리인과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대리인이 상호 합당한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해 직접 만나야 한다는 데 명백히 동의한다. 이러한 회동이 위
에서 언급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당
사자는 본 절에 기초하여 계획된 회동이 성사되도록 선임된 이사 또
는 이사들의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30일의 기간을 연장하
는 데 동의한다.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본 계약이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해당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해당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B. 본 중재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인의 중재자로 위
원단에 의해 수행된다.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각각 1인
의 중재자를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2인의 중재자는 중재 심판 위원
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나머지 1인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어느 일
방 당사자가 본 계약 주의사항에 관한 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해지
며 효력을 지니는 중재를 요구자로부터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그 지명을 대신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2인
의 중재자는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중재자 지명을 기
도해야 한다. 만약 이 2인의 중재자가 두 번째 중재자가 지명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미국 중재 협회가 그
지명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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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 중재는 중재자가 본 계약과 본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률의 조건에
따른 결정 및 판정을 기초로 하고, 그 판정은 금전상의 손해, 특정 수
행 및 금지 명령 구제 등을 포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미국 중재
협회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적, 잠정적, 또는 임시의 판정을 포함한 중재자의 결정 및
판정과 그 판정에 따른 선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구속
력을 발휘한다. 프랜차이저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중재 판정이 관할
법원에서 그들 중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게 불리하게 집행될 수 있다
는 데 동의하며 각자는 이와 같은 판정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다. 각 당사자는 중재자가 본 계약에 대한 침해 또는 기타 위반을 초
래한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중재자가 정한 고정 비율로 그 금액이
충분히 지급될 때까지 이해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XXI. 정부 승인
A. 본 계약에서 기도된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 절에 제시된 요구되
는 정부 승인의 내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필수적
인 정부 승인과 함께 담당 구역 내의 정부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본 계약 또는 실행 중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하여 적
용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으로 요구되는 다른 기관의 승인 또
는 허가를 얻거나 본 계약의 지시대로 프랜차이저에게 지급되도록 본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아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필요 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
은 승인 및 허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부담으로
한다.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선택과 경비로 등록 절차의 전 과정에 참
가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이와 같은 인수
에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협조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
는 그 목적을 위해 정부 인사와 회동을 갖기 전에 이에 관하여 프랜
차이저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B. 프랜차이즈 계약의 초기 유효성에 대해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의 직간
접적인 승인 조건으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프
랜차이즈 계약의 조건 또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업무 수
행의 내용을 교체 또는 변경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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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동의한다. 나아가 각 당사자는
(ⅰ) 프랜차이즈 계약에 한정적으로 명시된 프랜차이저의 거래 비밀
물품을 매입, 이를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수령하는 마스터 프랜차이
지의 역량과 (ⅱ)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열거된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프랜차이저
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역
량을 인정한다.
C. 본 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시행되는 날을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XXII.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
A.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 허가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 계약 제ⅩⅩⅡ절의 조건에 따라 프랜차이저
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프랜차이저(이하 “서브 프랜차이지”)가
승인한 제3당사자에게 서브 프랜차이즈를 서면으로 허가하는 권리
와 함께 담당 구역 내의 승인된 장소에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 레스토랑(이하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발, 영업할 권
리(이하 “서브 프랜차이지 권리”)를 서면으로 허가하는 권리를 승
인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허가된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증거물 "A"에 제시된 12개
의 레스토랑에 대해 최소 개발 일정을 마쳤을 때 발생한다.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추가분이 개발소유 레스토랑의 수익을
담당 구역 내에서 개발된 모든 레스토랑 수익의 30% 이하로 떨어
지게 했을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제3당사자
에게 서브 프랜차이즈를 허가하지 못한다.
2.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서브 프랜차이
지가 작성한 별개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개발, 영업되어야 하
며 증거물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프
랜차이저는 수시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형태가 담당 지역의 지역 법
률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며 브랜드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
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대하게 변경하여
서는 안 된다. 단, 기재된 내용이 없던 기입란을 채우는 것은 예외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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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최소 개발 일정도 태만하게 준수하여 이로 인
해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
거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그 외의 권리와 의무는 서브 프랜차이
저와 같이 본 계약에 근거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집행하는 프랜
차이즈 계약이 유효한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단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조기에
종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점은
최소 개발 일정에 포함되며 그 적용을 받는다.
B. 서브 프랜차이즈 수수료
1.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점과 본 계약에 의거하여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전수받도록 지속되는 제공되는 지원과 기술적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개발된 각 서브 프
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다음의 수수료를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한
다.
(A) 프랜차이즈 수수료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서브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개발한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본 계
약 제Ⅱ절 B항에 규정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 로열티 수수료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증거물 C에
첨부된 프랜차이즈 계약서 규정에 의해 서브 프랜차이지가 개발한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반복하여 발생하는 상환 불능
의 로열티 수수료와 기타의 비용을 책력 분기상의 지불 만기를 기
초로(이하 “책력 분기”)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동안 프랜차이저
에게 지불해야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본 계약의 기간의 1
년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각각에 만료하는 4
개월 기준의 책력 분기와 3개월 기준의 책력 분기로 이루어져 있
다. 상기한 책력 분기 동안 매해 또는 본 계약 기간의 일부 동안
매 책력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마스터 프랜차
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로열티 수수료 지불 금액을 송금해야 한
다.
2. 본 절의 규정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
야 하는 수수료는 적용 가능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마
스터 프랜차이지가 서브 프랜차이지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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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부인지에 관계없이 본 절 제ⅩⅩⅡ절 B항의 조건에 따라 마
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 대해 지불 가능해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제시된 내용에 반하여 서브 프랜차이
즈 가맹점에 대하여 본 계약 제ⅩⅩⅡ절의 규정에 따라 마스터 프
랜차이지의 프랜차이저에 대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ⅰ) 서브 프랜
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일, (ⅱ) 서브 프랜차
이즈 가맹점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지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프
랜차이즈 수수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날, 또
는 (ⅲ) 서브 프랜차이지가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설립을 개시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 가능해야 한다.
C. 본 계약과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의 기간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즈를 허용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권리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만료하기 이전에 종료하지
않는 한 최소 개발 일정의 만료로 종료하게 된다.
D. 서브 프랜차이저로서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의무
1. 서브 프랜차이지 허가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승인한 서브 프랜차이
지가 아닌 자에게 어떠한 프랜차이즈 계약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프
랜차이저의 최소한의 재정 및 레스토랑 영업에 관한 요구 사항과 그
외의 관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의 자격이 새로운 프랜차이지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최근
의 기준에 부합한지 그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저가 만족
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승낙을 부당하게 지체하여서는 안 된
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상되
는 자의 승인에 있어서 (ⅰ)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상
되는 자의 최근의 재정보고서 한 부, (ⅱ) 담당 구역 내의 서브 프랜
차이즈 가맹점의 개발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
상되는 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 한 부, (ⅲ)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의 사업상 경력 요약서 한 부 등과 기타
프랜차이저가 요구하는 정보 사항과 함께 서면 신청서를 한 부 제출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저가 상기한 내용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신청
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프랜차이저에게서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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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프랜
차이저가 서브 프랜차이지로 승인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그 이후 승인 받지 못한
서브 프랜차이지 예상자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위치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설립 개시 및 또는 서브 프랜차이즈 가
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시행 이전에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
차이저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계획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입
점할 장소에 대한 서면 설명서 한 부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
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선정된 장소에 대한 사전 서
면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 선정
장소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프랜차이저가 선정된 장소에 대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신청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선정된 장소에 대한 서면 승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프랜차이저
가 선정된 장소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서브 프랜차이지 교육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지시와 프랜차이즈 계약에
제시된 방법으로 서브 프랜차이지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는 데
단독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이 지명하고 프랜차이
저에게 서면 고지한 고도로 숙련된 관리 담당 직원을 최소한 2인(이
하 “고도로 숙련된 관리 담당 직원”)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프랜
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최초의 고도로 숙련된 관리 담당 직원으로
지명된 자에게 초기 교육 지침을 포함한 프랜차이저의 기본 관리 교
육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최초의 고도로 숙련된 관리 직원은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의 적용에 따른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
점에 대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허가하기 이전에 프랜차이저가
만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이를 수료해야 한다. 또한 마스
터 프랜차이지는 고도로 숙련된 관리 담당 직원으로 그 이후에 고용
될 자를 지명하여 이들을 프랜차이저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프
랜차이저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고도로 숙련된 관리 담당 직원 2
인 중 1인이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된 프랜차이저의 기
본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프랜차이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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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한 자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
가 초기 교육과 교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숙박, 임금, 여행, 통역 등에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 교육 기간 동안 소요되는 기타의 모든 비용과
필요 시 시행되는 후속 교육 및 교재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C)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고도로 숙련된 관리 담당 직원은 프랜차이
저가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든 소유주 및 관리자와 각 서
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관리자로 후속 고용한 자 등을 위해 승
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
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지
정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설립을 개시하기 이전에 마스터 프랜차
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가맹점 건축 또는 개조에 관한 계획서 및
명세서 사본과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을 얻기 위한 서브 프랜차이
즈 가맹점의 장식에 관한 계획서 및 명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서 및 명세서는 프랜차이저의 기준과 최근의 브랜드 기밀
영업 매뉴얼 또는 기타의 서면으로 작성된 관계 문서에 제시된 브
랜드 레스토랑에 관한 열거 사항에 따라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
지는 프랜차이저로부터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획서와 명세서
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건축
또는 개조를 개시하지 못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제출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계획서와 명세서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이를 수령한 후 40일 동안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이에 대한 서면 승
인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저가 제출된 건축 계획서와 명세
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당사자는 레스토랑 건축에 대한
최신의 매뉴얼과 프랜차이저의 기준 및 명세서를 준수함을 보증하
는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 건축의 감독에 대한 책임을 마스터 프
랜차이지가 단독으로 부담함에 동의한다.
5. 계약의 이행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건축 또는 개조를 시작하는 날짜 또
는 그 이전에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서브 프랜차이지는 레스토랑에 대
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3장 작성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계
약서를 작성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각 프랜차이즈 계약서 3장 중
한 장을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건축 또는 개조를 시작하는 즉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규정한 방식으로 이를 프랜차이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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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해야 한다.
7.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각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예정된 개점일
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예정된 개점 일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8. 프랜차이즈 계약의 시행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외형과 영업의 모
든 미세한 부분도 양질의 영업 기준을 개발 및 유지보수하고 담당 구
역 내의 브랜드 레스토랑이 판매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요구를
향상시키며 프랜차이저의 평판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저,
마스터 프랜차이지, 서브 프랜차이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아래의 사항에 동의
한다.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각 프랜차이
즈 계약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저”에 대한 모든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교육 요건의 이행, 소유권 상표의 적절한
사용, 본 매뉴얼 및 프랜차이저의 기타 서면 지시사항의 충실한
이행,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을 위한 프랜차이저의 기준
과 절차 준수, 그리고 그 이외의 관계사항 등과 함께 각 프랜차
이즈 계약의 모든 규정상의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 마스터 프
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기간 동안 본
계약 제ⅩⅩⅡ절 제D항의 적용으로 발생한 의무사항을 태만하게
이행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합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프랜차이저는 각 프랜차이즈 계약에 제3당사자인 수혜자로 명확
하게 지정되어야 하고, 당해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
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9. 서브 프랜차이지의 영업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서브 프랜차이지에게 프랜차이저의 적절한 기
준과 각 품목에 대한 명세 사항에 충족하는 능력을 증명하며 적절
한 품질 통제와 서브 프랜차이지의 요구에 즉각 신뢰할 수 있게 공
급하는 능력을 소지하여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그에 따라 승인한
공급업자에게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업하는 데 필요한 재
료, 제품, 도구, 준비물, 종이 제품, 개량된 물품 등을 매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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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해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지가 승인 받지 않은 공급업자에게서
필요한 품목을 매입하기 원하는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와 같
은 승인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해
당 공급업자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프랜차
이저는 승인조건으로서 자신의 대리인이 공급업자의 시설을 검사할
것을 허용하고, 또한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자가 프랜차
이저에게 견본을 인도하거나 승인을 허가하기 이전에 테스트를 목
적으로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독자적으로 영업되는 인증된 실험실에
견본을 인도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합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검사 비용과 실제 테스트 비용은 공급업자 또는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부담한다.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라 공급업자의 비용
으로 수시로 승인된 공급업자의 시설을 재검사하고 제품을 다시 테
스트하는 권리를 가지며, 공급업자가 상기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이행을 계속하는 경우 그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한다. 단, 상기한 기준은 프랜차이저에 의해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
(B) 프랜차이저가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서브 프랜차이지에 대한 물
품 및 또는 서비스 공급업자로 승인한 경우, 서브 프랜차이지에
게 판매되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은 공
정하고 합당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서브 프랜차이지가 영업하는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재한
시장의 당시 시장 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0. 거래 기밀 제품
증거물 “C-1"으로 첨부된 프랜차이즈 계약 형태의 제Ⅹ절 제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에 대한 거래 기밀 제품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담당 구역 내에서 거래 기밀 제품이 서브 프랜
차이지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공
급업자의 합당한 요청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공급업자에게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제ⅩⅩⅡ절
제D항 13호를 실행하기 위해 프랜차이저와 자신이 승인한 공급업자로
구성된 협의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서의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11. 서브 프랜차이지의 광고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을 얻기 위하여 서
브 프랜차이지가 제출한 모든 판촉물과 광고물 견본을 처음 사
용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광고물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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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제안된 광고물을
사용할 것을 서브 프랜차이지에게 승인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
이저가 제출된 광고물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마스터 프랜차
이지가 프랜차이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프랜차
이저는 제출된 광고물의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B)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포된 첫 번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시행이
있으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담당 구역을 위한 광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모든 서브 프랜차이지
가 광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시행하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서브 프랜차이지가 참가하는 프랜차이즈 계
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여자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서브 프랜차이지 및 레스토랑에 관한 정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사업을 중지하는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그 중지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서면으로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
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서브 프랜차이지와 서브
프랜차이지가 개발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정보를 프랜차이저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프랜
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지와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에 대해 마스터 프랜차이지로부터 합당한 보고서를 주기적으
로 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러한 요
구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모든 서면 통지 사본을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하고 정상
적인 기간 만료 이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그 이전에
프랜차이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3.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브랜드 시스템을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고
새롭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하며, 이에 대외적 이미지를 보존, 고양시키고 브랜드 메뉴
품목에 대한 공공의 요구뿐만 아니라 브랜드 시스템의 통일성 유
지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수시로 변화와 추가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브랜드 시스템에 제안된 변화와 관련하여 수
시로 상호 의논할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상호 의논한 내용에 따
라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수
시로 새로운 또는 변형된 제품, 서비스, 장비, 비품, 브랜드 메뉴
품목의 준비, 판매, 판촉, 마케팅과 관련된 새로운 레시피 기법과
방법론의 채택 및 사용 등과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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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스템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스
터 프랜차이지는 모든 서브 프랜차이지가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
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추가되는 내용과 새로 매입한 장비, 개발
및 변경된 내용, 변화 등을 즉시 그 단독 비용 부담으로 받아들이
고 개량하며 이를 사용, 발휘하게 할 것에 동의한다.
14. 장부와 기록
(A)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상기한 제
ⅩⅩⅡ절 제B항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 또는 매뉴얼에 특정된 날
짜 및 기타 서면상의 날짜의 만기가 되었을 때 모든 서브 프랜
차이즈 가맹점의 판매와 영업에 관련된 신청 용지와 보고서, 기
타 재무 정보 등을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제ⅩⅩⅡ절 제D항 17호에서 요구되는 재무 정보 제출
을 불이행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비용 부담
으로 수행된 회계 감사를 통해 재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B)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7년 동안 또는 매뉴얼 기타 서면에 규정된 다
른 기간 동안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판매와 영업에 관한 모든
장부와 기록, 계산서를 보관하여 프랜차이저가 유용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기법에 따라 유용한 데이터를 통해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C) 프랜차이저는 적당한 시기에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는 서브 프랜
차이지의 주된 영업장소를 포함한 적당한 장소에서 마스터 프랜
차이지 및 각 서브 프랜차이지의 장부와 기록, 계좌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보고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매출이 본 점검에서 확인된 총매출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정확한 총매출 보
고에 따라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2% 또는 그 이상의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 총매출 보고에
서 수효를 적게 잡은 사실이 발견되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적정
한 회계 및 법무 비용뿐만 아니라 보고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 당
해 지불 금액이 지불되었어야 한 날로부터 지불 기한이 넘은 차
액에 대해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기본 대
출 금리를 1~1.5% 넘는 비율,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주된 영
업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률상 허용되는 최고의 이율 중
적은 이율로 해당 점검과 연관되는 비용을 프랜차이저에게 변상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환으로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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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기타의 구제 절차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15. 이민 문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대리인과 그의 승인된 공급업자
가 미국에 원활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담당 구역의 이민법과 관련
하여 프랜차이저가 요청할 수 있는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E. 소유권 상표
1.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가된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와 관련된 소유권
상표에 대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사용 및 또는 인가와 관련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소유권 상표만 사용되도
록 하는 데 대해 서브 프랜차이지의 소유권 상표를 사용, 허가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소유권 상표의 사용과 허가는 프랜차이저가
인정하고 허용한 방식과 프랜차이즈 계약에 제시된 방법 및 또는
기타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을 통해 허용된다.
F. 불이행
1. 본 계약의 제ⅤⅡ절 제D항의 보호 규정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
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불이행 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의 경우
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 및 또는
본 계약에 기초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허가한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를 종료할 수 있다.
(A)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계약 및 또는 마스터 프랜
차이지가 본 계약에 따라 허가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을 실
행을 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한 경우
G.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의 종료 또는 만료의 효력
1. 본 개발 계약 및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의 종료 또는 만료가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
(A)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가 종료 또는 만료된 경우 마스터 프랜차
이지는 다른 당사자에게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시행하지 않은 프
랜차이즈 계약에 기인하여 레스토랑을 개점 및 또는 영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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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허가할 권리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제ⅩⅩⅡ절의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저와 그
자회사, 협력 단체 및 승인된 공급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의 결과
아래에 명확히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랜차이저 지정 선택에 관한
서브 프랜차이즈의 권리 및 또는 프랜차이저의 선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금액에는 불이행으로 인해 프랜차이저가 초래한 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와 비용, 지출 등이 포함된다.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대한 서면 통지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각
프랜차이즈 계약을 시행하고, 해당 서브 프랜차이지는 자동적으로
프랜차이저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 위
해 마스터 프랜차이지와 각 서브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에 대한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의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권리와 의
무를 이전하는 적정한 지정과 협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이하
“프랜차이저의 지정 선택”). 프랜차이저의 지정 선택을 시행하기
로 프랜차이저가 결정한 경우에도 각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의 규
정의 적용으로 인해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지의 모든 의무를 담보하는 보증인으로 남는다.
프랜차이저의 지정 선택을 시행하지 않기로 프랜차이저가 결정
한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각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에 따
라 “프랜차이저”로서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점검할 의무,
서브 프랜차이지에게 조언과 후원을 제공할 의무, 교육을 시킬
의무, 광고를 할 의무 등과 그 이외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계속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마스터 프랜차
이지는 본 계약에 기초한 제ⅩⅩⅡ절 제B항의 조건에 따라 모든
금액을 프랜차이저에게 계속 송금해야 한다. 그러나 마스터 프
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용된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가
종료 또는 만료된 이후 새로운 서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허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본 계약과 충
돌하지 않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에 제시된 조항이
만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며 계속하여 시행가능하다.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제ⅩⅩⅡ절 규정의 일정 부분을 위반했거
나 그 규정의 시행에 관한 금지 명령 구제를 받은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던
중 프랜차이저가 발생시킨 적정한 변호사 비용과 증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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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모든 손해, 비용, 지출 등을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한
다. 더 나아가 자신이 제ⅩⅩⅡ절 규정을 준수하는 데 태만히
한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한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로 인해 프
랜차이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프랜차이저에게
법정에서 금지 명령 구제를 요구, 획득하는 자격을 주어야 함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H. 독립 계약자 및 보증
1.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내용 중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프
랜차이저에 대리하여 계약, 계약, 보증 또는 대리하거나 또는 프랜
차이저의 명의로 채무 또는 기타의 의무를 초래하는 서브 프랜차이
즈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없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
한다. 단, 프랜차이즈 계약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계획된 범위는
제외한다. 프랜차이저가 어떠한 행위의 결과나 마스터 프랜차이지
의 또는 서브 프랜차이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청구 또는 판결 등을 이유로 이하
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마스터 프랜차이지는 이와 같은 청구를 보호하는 데 소요된 변호사
비용과 증인 비용을 포함한 서브 프랜차이지의 서브 프랜차이즈 가
맹점 영업, 제공, 판매, 종료,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 불가,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취한 다음의 내용의 조치 및 비용의 결과 또는 이와
관련된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저의 모회사, 자회사 및 계열회사, 프
랜차이저가 승인한 공급업자와 그 공급업자의 각각의 임원과 이사,
주주, 대리인,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청
구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유지해야 한다.

I. 승인
1. 아래의 내용에 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지에게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
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가 마스터 프랜차이지에 대
한 권리 포기, 승인, 통지, 허락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 또는 태만,
지연, 또는 요청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 대해 마스터 프랜차이
지 및 또는 서브 프랜차이지는 서브 프랜차이지와 그 외의 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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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마스터 프랜차이지 또는 제3당사자에게 책임 또는 의무가 없
다고 믿거나 추정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법적으로 구속될 것을 의도하는 양 당사자는 적법하게 작성되어
날인된 본 계약서를 상기한 첫 번째 날짜부로 세 장의 원본에 나누어 이를
정식 교부한다.
프랜차이저 회사
지
성명: 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

마스터 프랜차이
성명: 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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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A”
최소 개발 일정

개점, 영업을 예정하는 새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번호
개점 예정일
개점한 자
개점, 영업 예정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누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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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B”
개발 구역

다음의 영역은 개발 계약의 발효일부로 그 행정 경계에 따라 구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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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C”
프랜차이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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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_______에 주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저 회사(이하 “프랜차이
저”)와 ________에 주된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________(이하 “프랜차
이지”)은 ____년 __월 __일부로 본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증명한다.
프랜차이저는 고유의 식품(이하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또는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하
기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자에게 그 시스템
의 사용을 허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시스템의 특징적인 특성에는
브랜드 명,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특별히 지정된 건
물, 특이한 실내 및 실외 배치, 실내 장식, 색채 배합, 비품 등이 포함되며
그 범위의 제한은 없다. 프랜차이저는 푸드 프로덕트 준비 단계에서 이용
되는 기밀 사항인 푸드 프로덕트 방식과 조리법, 특히 브랜드 푸드 프로덕
트(Brand Food Product)를 준비하기 위한 고유의 반죽 방식, 전문화된 메
뉴, 비품에 관한 기준과 명세 사항, 비품 배치, 제품, 영업 절차, 경영 프로
그램 등을 수시로 변경, 개선 및 발전시킬 수 있다.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시스템은 특정 상품명, 서비
스 상표, 상표, 로고, 기장, 원산지 표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여기에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상표 및 기타 상표명, 서비
스 상표, 상표 등과 그 외의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프랜차이저는
본 시스템(이하 “소유권 상표”)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도를 현재 또는 장
래에 지정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브랜드 레스토랑을 단독으로 개발, 영업할 권리 및 다른
자에게 개발 및 또는 영업하게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프랜차이저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로 거래되는 서
비스와 제품의 원천을 홍보하기 위해 식별되도록 소유권 상표의 용도를 지
속적으로 개발, 이용, 통제하며, 품질, 모양, 서비스 등에 있어서 브랜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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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의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프랜차이지는 본 시스템(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레스토
랑”)을 이용하여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레스토랑을
개점, 영업하고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프랜차이지로서
프랜차이저의 지원과 교육, 허가 등을 받기를 원한다.
프랜차이지는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시스템과 브랜드
의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 등에 있어서 높은 균일한 기준의 중요성과 브
랜드 레스토랑과 비스킷 시스템을 개설, 영업하는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동의
한다.

Ⅰ. 지정
본 계약의 조건과 함께 참조를 위해 본 계약에 포함된 __월 __일부로 프
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가 체결한 개발 계약의 조건(이하 “개발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________와 같이 설명되는 한 개의 장
소에서만 브랜드 레스토랑을 개점, 영업하는 독점 영업권과 본 계약에 첨
부된 증거물 A에 기술된 상표와 그 외의 관계되는 내용을 포함한 프랜차
이저의 소유권 상표와 본 시스템에 관련하여 이들을 행사할 라이선스를 허
가한다.

Ⅱ. 존속 기간
A. 본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간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0주년 되는 날
종료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하는 즉시
증거물 B에 따라 첨부된 방식에 맞게 개시일 승인서를 작성하여 프
랜차이저에게 교부할 것을 동의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
점을 영업하는 것에 동의하여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며 본 계약
의 조건에 충실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수행한다.
B. 프랜차이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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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되는 한 주기로 하여 기한을 연기하는 때로부터 본 프랜차이
즈를 갱신할 수 있다.
1. 프랜차이지는 갱신하기로 한 결정을 원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2
개월 이후 18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2.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정한 당시의
표준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3.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일반적인 양도 증
서를 작성한다.
4.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규정, 본 계약의 수정안, 본 계약에 관한 후임
자,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가 체결한 기타의 계약, 프랜차이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에 대하여 불이행한 바가 없어야 하며 본 계
약 기간 동안 프랜차이지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 프랜차이저가 보
증인일 것을 요구하는 채무 등에 대해 지불 의무가 있는 모든 재무
상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제때에 상기
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6. 프랜차이지는 당시의 프랜차이즈 계약, 본 계약에 규정된 매뉴얼,
기타 문서 등에 규정된 프랜차이저의 시스템에 대한 당시 기준에
따라 실내 및 실외 디자인, 간판, 장비, 비품, 실내 장식 등과 그 이
외의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조 및 현대화하
는 데 동의한다.

Ⅲ. 수수료
A. 본 계약에서 프랜차이지가 허가 받은 가맹점 영업권과 프랜차이지가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교육,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보수로서 프랜
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다음에 정한 내용을 지불해야 한다.
1. 프랜차이지의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이 있으면 프랜차이지는 처
음 10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당 ____달러를, 그 다음 20
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당 ____달러를 상환 불가의 가맹
점 영업권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제
Ⅱ절 제A항에 규정된 담당 구역 수수료에 더하여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시행이 있으면 총 ____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 지불 금액
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점을 예정하고 있는 각 레스토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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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____달러를 선불했음을 나타낸다. 담당 구역 수수료에 더하여
달러의 지불이 있으면 프랜차이지는 각 관련 프랜차이즈 계약의 시
행에 따라 처음 10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당 ____달러,
그 다음 두 번째 20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각 레스토랑당 ____달러
를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을 이행하면 프랜차이저는
당해 가맹점 영업권 수수료를 완불 받아야 하며 이 수수료는 지불
된 담당 구역 수수료에 부가된다.
2. 본 계약 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총 매출의 5%를 반복하여 발생하
는 상환 불가 로열티 수수료를 책력 분기를 기초로(이하 “책력 분
기”) 지불 가능해야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본 계약의 기간
의 1년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각각에 만료하는
4개월 기준의 책력 분기와 3개월 기준의 책력 분기로 이루어져 있
다. 상기한 책력 분기 동안 매해 또는 본 계약 기간의 일부 동안 매
책력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마스터 프랜차이지
는 프랜차이저에게 로열티 수수료 지불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본
절 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기초하여 가맹
점 영업권이 허가된 프랜차이지의 레스토랑 누적 점포 수가 개발
일정(이하 “공약”)에 따른 개발 계약의 적용으로 개발이 예정된
총 레스토랑 수의 70% 미만인 경우,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 비율은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의 누적 수가 본 공
약의 7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할 때까지 총 매출의 6%로 늘어
나게 되며,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 누적수가 본 공약의
7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하게 되면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는 5%로 줄어들게 된다. 프랜차이지가 운영하는 가맹점 영업
이 허가된 레스토랑의 누적 수가 본 공약의 50% 미만인 경우,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 비율은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
스토랑의 누적 수가 본 공약의 5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할 때까
지 총 매출의 7%로 증가하게 되며, 가맹점 영업이 허가된 레스토랑
누적수가 본 공약의 50%를 초과하거나 이와 상당하게 되면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로열티 수수료는 6%로 줄어들게 된다.
B. 소유권 상표 사용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허가한 라이선스에 대한 대
가로서 본 계약 기간 동안 총 매출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복
하는 상환 불가 상표 사용 수수료 책력 분기를 기준으로 또는 연속
되는 각 책력 분기의 10일째인 날 이전에 지불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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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획일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광고와 특
정 견본 판촉 계획 및 특정 견본 판촉물에 대한 가치와 함께 시스
템의 평판과 대외 이미지 홍보 및 촉진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관하여 제Ⅲ절 제A항에 규정된 지불
금액에 더하여 프랜차이저로부터 광고 및 판촉물을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각 책력 분기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브랜드 시스템을
위해 전 세계에 나갈 광고 및 판촉물 각각에 대한 사본 하나의 대
가로서 이전 책력 분기 동안 총 매출의 0.5%에 상당한 반복하는 상
환 불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더 나아가 프랜차이지는 추가되는
광고물 및 판촉물의 한 개당 매입 가격에 프랜차이저가 취할 적정
한 이윤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간에 합의한 조건과
분량에 따라 광고물 및 판촉물의 추가적인 사본을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프랜차이지는 광고물, 마케팅물, 판촉물 등을 담당 구역 내
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을 포
함하여 이들을 채택, 생산 및 재생산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상기한 제C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매입에 더하여 시스템의
평판과 대외 이미지 홍보 및 촉진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프랜차이지는 지역 광고를 위해 각 책력 분기 동안 프랜차이즈 가
맹점 총 매출의 적어도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데 동의한
다. 지역 광고는 격조 있게 제작되어야 하고 프랜차이저가 지정하
는 기준과 요구(이하 “지역 광고 지출”)에 따라야 한다. 프랜차이
저가 준비하지 않은 광고 및 판촉 계획 견본 또는 광고물 및 판촉
물 견본은 사용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그 광고 및 판촉 계획 견본
또는 광고물 및 판촉물 견본을 프랜차이지가 이들을 제출한 후 적
어도 14일 이전에 요청된 항공 우편, 확인증에 따라 반드시 수령해
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광고 또는 판촉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하시라도 프랜차이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프랜차이지는 승인이 거부된 광고물 또는 판촉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지의 지역 광고 지출은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의 제
Ⅹ절 제F항에 따라 설립된 광고 협동조합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실
제 기여한 정도에 상당한 금액만큼 줄어든다. 프랜차이지는 다음
각 책력 분기의 10 영업일 이내에 프랜차이지가 이전 책력 분기 동
안 본 절 제C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광고 지출을 하였음을 입증하
는 송장을 포함한 문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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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 계약에서 사용된 ‘총 매출’이라는 용어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의
판매로부터 생긴 모든 이익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된 모든 종류
및 성질의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E.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불 금액은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미국 내의 은
행 계좌에 공탁된 미국 통화인 달러로 프랜차이저에게 지불되어야 한
다. 본 계약의 적용을 받은 프랜차이저에게 지불 가능한 금액 계산에
있어서 지역 통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또는 프랜
차이저가 지정한 상당한 규모와 평판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지된 은행
이 산정한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지불 기일이 된 지불 금액
기간 최종일의 지역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F.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할 금전 채무가 7일 이상 연체
된 경우 프랜차이지는 그 채무에 더하여 매달 연체된 차감 잔액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단기 대부 대출 금리의 1.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를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한다.
G.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프랜차이지는 상환에 있어서 정부 승인 또는
등록과 그 외의 필요 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방
법을 따를 책임이 있으며, 프랜차이지가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프랜차
이지는 정부 승인 또는 등록 등을 획득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에게 그 금액을 지불하여 위와 같은 승인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프랜차이지가 미연방 공화국의 통화
로 그 지불을 충분히 완수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프랜차이지는 이를
즉시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프랜차이저는 다음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단독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에 의거하여 법률상 허용된
프랜차이저가 선택한 다른 국가의 통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상환을
수락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이러한 대체 상
환 방법을 결정한 경우, 대체 통화 또는 대체 방식의 상환 수령은
미합중국 통화로 상환을 후속해야 하는 프랜차이지의 채무를 구제
하지 못 한다. 상환의 대체 방법 수락은 본 계약에 기초한 프랜차
이저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2. 적어도 연속되는 90일의 기간 동안 사실상 통화 통제 또는 통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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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
을 종료시킬 수 있다.

Ⅳ. 계좌 및 기록
A. 프랜차이지는 고정된 모든 기계 장치 또는 프랜차이저가 허가할 수
있는 다른 장비를 활용하여 테이프가 내장된 현금 등록기에 기록된
모든 판매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정확한 장부, 기록 및 계좌를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유지 및 완수할 것에 동의한다.
C. 프랜차이지는 이러한 양식 및 보고서가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서
특정된 때에 그 지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들을 프랜차이저에게 제출
해야 한다.
D. 프랜차이지는 장부, 기록, 계좌 및 테이프 모두를 7년의 기간 또는 매
뉴얼 또는 기타의 문서에서 특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
다. 프랜차이저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원칙 및 기법에 따른 유
용한 데이터를 기초로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E.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장부, 기록 및 계좌를 프랜차이지의 주된
영업장소를 포함한 적정한 장소에서 적정한 시기에 직접 점검하거나
대리인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에서 프랜차
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보고한 총 매출이 점검에서 확인된 총 매출보
다 적은 것이 드러난 경우 프랜차이지는 즉시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했
어야 할 금액을 정확한 총 매출 보고서에 따라 프랜차이저에게 지불
해야 한다. 총 매출 보고를 2% 또는 그 이상 적게 보고한 것이 발견
되면 프랜차이지는 당해 상환이 만기된 날로부터 18%의 이율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의 이율 중 적은 이율을 보고되지 않은 판매액
에 이자를 부가하여 적정한 회계 및 법무 비용과 그 외의 필요한 비
용을 포함한 그 점검과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프랜차이저에게 재상환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
아 취할 수 있는 기타 변상에 대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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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유권 상표
A.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 사용에 관한 본 영업 허가권에 대해 본 계
약에 의거하여 제Ⅰ절에 지정된 장소에서 본 계약이 허가한 프랜차이
즈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한 소유권 상표의 사용권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 동의한다. 그리고 해당 영업 허가권은 매뉴얼 또는 본 시
스템의 일부인 기타 문서에 의해 현재 지정되어 있거나 본 계약에 의
거하여 지정될 소유권 상표만을 포함하며,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앞
으로 프랜차이저가 지정하거나 획득할 프랜차이저가 처음으로 만든
기타 상표, 상호 또는 증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에 대한 프랜차이지의 사용
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지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1.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지의 법인 발행 채권 또는 기타 사업 명의의
일부로서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프랜차이저에게 대신
납입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 또는 부채액을 초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소유권 상표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법률 고문이 소유권 상
표를 위한 후원 획득 또는 그 계속되는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하다고 간주하는 문서의 작성과 기타 원조의 제공을 수행해야 한다.
4.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가맹
회사의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소유권 상표로 대체하
는 권리를 가지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그 내용에 대해 통
지했을 때 그 대체된 내용에 즉시 따를 것을 동의한다.
C.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레스토랑 서비스, 유탕 식품류, 기타 식
품과 관련된 사항 및 배치 구축, 기타 본 시스템의 소유권 상표를 위
해 “Brand”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프
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프랜
차이저의 소유권 상표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리 또는 소유권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나타내지 않는 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프랜차이지
는 소유권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프랜차이저 소유권 상표에 대한 권
리, 자격 또는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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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않는 데 동의하며 프랜차이지의 소유권 상표 사용은 프랜차이
저의 이익에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D.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본 라이선스 영역 외
의 소유권 상표의 사용이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 독점 사용권을 침해
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본 계약의 기간 동안 및 만료 또는 종료 후
직간접적으로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 독점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손상시키는 기타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서약한다.
E. 프랜차이지는 소유권 상표를 위한 보호 조치 획득 또는 레스토랑이
소재하는 담당 구역에서 프랜차이저가 소유권 상표의 유효성과 시행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서를
작성,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지에 대한 소유권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서면 지시 없이 소유권 상표 등
록을 신청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F.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용된 소유권 상표를 사용에 대한
소유권의 실효성 또는 이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저의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소유권 상표를 포함한 행정상의 절
차 및 소송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프랜차이저
가 소유권 상표와 관련된 변호 또는 기소를 책임지게 된 경우, 프랜
차이지는 프랜차이저 측의 법률 고문의 의견에 따라 변호 또는 기소
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조치와 의견을
취하는 데 동의한다.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
로 소유권 상표를 사용한 결과 기소가 있게 된 범위를 제외하고 프랜
차이저는 프랜차이지가 그러한 조치와 의견을 취하는 과정에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해 프랜차이지에게 상환하는 데 동의한다. 단, 프랜차이
지가 그 직원의 봉급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G. 프랜차이지는 소유권 상표와 관련한 자신의 라이선스에 대해 프랜차
이저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권리를 보유하는 범위에서 비독점적인
사실을 인지하며 동의한다.
1. 소유권 상표를 위해 기존의 프랜차이지에게 이미 허가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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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하여 다른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것.
2. 현재 본 계약에 의해 허가된 시스템의 부분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향후 지정되지 않을 소유권 상표를 활용하여 동일, 유사 또는 상이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이에 대한 권리를 프랜차이지에게 제공
하지 않고 다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개발, 수립, 운영하거나 여기
에 추가하여 라이선스까지 허용하는 것.
3. 이에 대한 권리를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소유권 상표를 활용하여 도매 또는 소매로 유사 또는 상이한 제품
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을 개발 수립하는 것.
H. 프랜차이지는 시스템과 관련되며 거기에 연관되어 사용된 소유권 상
표에 의해 확인된 모든 평판이 프랜차이저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도
움이 되는 프랜차이저의 재산임을 인정하며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 그리고 본 계약 및 기타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가 있으면 본 계
약에 기초하여 허가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 또는 프랜차이지의
소유권 상표 사용에 있어서 프랜차이지의 활동과 관련된 평판에 기인
하여 할당되는 재무 금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I.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를 프랜차이지의 법인 또는 사
업 명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
이 활동을 수행하거나 프랜차이저가 그로 인해 책임지게 될 수 있는
계약 또는 채무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상표를 제공하거나 사용
해서는 안 된다.
J. 프랜차이지는 브랜드 시스템의 모든 세부 사항이 품질과 서비스의 높은
통일된 기준을 개발 및 유지하고 브랜드 레스토랑의 명성과 평판을 보
호하기 위해 당해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저 및 기타의 프랜차이지에게 중
요함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접두사 및 접미사 없이 영어로 쓰인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의 명칭 하에 프랜차이즈의 비용 부담으로 영업 및
광고를 행한다.
2.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소유권 상표를 프랜차이저가 지시한 방
법으로만 채택 및 사용한다.
3. 프랜차이저가 매뉴얼 또는 기타의 문서를 통해 수시로 지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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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표 등록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적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K.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소유권 상표의 유효성 및 완전성의 보전
과 함께 프랜차이지가 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들을 적정하게 사용
함을 확보하기 위해 프랜차이저 및 그 대리인은 적절한 때에 프랜차
이지의 경영, 부동산,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점검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된 서비스와 프랜차이지가 판매하고 사용한 상품의 주기적인 개
발을 시행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대리인이 이와 같은 점검
을 시행하는 데 협조해야 하고, 프랜차이저 대리인의 합당한 요청에
따라 이에 지원해야 한다.

Ⅵ. 법인인 프랜차이지 및 합명회사인 프랜차이지의 의무
A. 프랜차이지, 그 승계인 또는 프랜차이지의 양수인이 법인, 합명회사
또는 기타 형태의 프랜차이지 거주지의 담당 구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개인이 아닌 법적 단위체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르며
참조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든 법적 형태를
이하에서 법인으로 부른다.
1. 법인인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시행 또는 이에 후속하는 양도가
있으면 프랜차이지의 법인 규약서, 법인 인증서 및 정관에 관한 사
본 한 부 또는 프랜차이지 존재의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이와 동
등한 문서 한 부와 함께 이에 따라 여기에 더하여 수정서 또는 변
경서 한 부를 즉시 프랜차이저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2. 법인인 프랜차이지는 가맹 영업점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인 기록물에 대해 증명
하는 사본을 프랜차이저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3. 각 공채 증서 또는 법인인 프랜차이지의 소유권에 대한 동등한 표
시, 본 계약이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양도 증서 등에는 본 계약 제
ⅩⅣ절에 규정된 양도 또는 양도 증서에 부과된 모든 제한을 따른
다는 성명이 눈에 띄게 배서되어 있다.
B. 프랜차이지 또는 그 승계자, 프랜차이지의 양수인 등이 합작 회사인
경우 그 담당 구역의 법률에 따라 사업하도록 설립 및 허가된다(이하
“합작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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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시행 또는 이에 후속하는 양도가 있으면
합작 회사의 합작 회사 계약서 사본, 정관 및 사업 라이선스, 합작
회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주에게 발행된 투자 확인서 사본 등을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합작 회사의 사업에 대해 확인된 사본 및 또는 재
무 기록, 가맹 영업점에 대한 자료 등을 프랜차이저에게 정기적으
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Ⅶ. 기밀 영업 매뉴얼
A. 브랜드 시스템의 명성과 평판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의 소유권 상표
의 적용을 받는 영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프랜차이
지는 프랜차이저의 기밀 영업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르는 가
맹 영업점을 운영해야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매뉴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에 쓰이기 위해 만
들어졌거나 승인된 기타의 매뉴얼을 항상 취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포함되는 정보를 비밀히 다루어야 하며, 이를 비밀히
신뢰할 수 있게 그 정보를 유지하는 데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매뉴얼을
복사, 복제, 녹음하거나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자
또는 제조업자가 본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C. 본 계약에 대한 매뉴얼 및 기타 번역본은 프랜차이저의 단독 소유권
으로 항상 존속한다.
D. 본
를
본
이

시스템의 영업 기법을 개선하여 프랜차이저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
통해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프랜차이저는
매뉴얼을 필요할 때마다 개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지는 이와 같
개정된 모든 내용에 따라 충실할 것에 동의한다.

E. 프랜차이지는 본 매뉴얼의 복사본이 최신의 내용으로 통용될 수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고, 프랜차이지의 매뉴얼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프랜차이저가 자신의 본사에 보관하고 있는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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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복사본 내용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F. 매뉴얼의 공식 문자는 영문 판본이어야 한다.

ⅤⅢ. 교육
A. 프랜차이저는 기본 관리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저가
그 수행을 위해 독단의 자유 재량으로 선택한 지정 장소에서 프랜차
이지의 지정된 관리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정된 관리 직원의
정확한 인원수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상호 계약에 의해 정해
진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의 출석은 의무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프랜차이지의 관리 직원은 업무 시작 이전에 프랜차이저가 만족하도
록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여 이를 수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프
랜차이즈 가맹점의 고용에 있어서 본 계약의 전 기간 동안 프랜차이
저가 지정한 숙련된 관리 직원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 어느 고용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적극적인 고용을 중지한 경우, 프랜차이지는
선임 고용인의 고용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랜차이저의 교
육 프로그램의 제한적 대체 방법을 등록해야 한다. 대체되는 고용인
은 프랜차이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기본 관리 교육 프로
그램에 참석하고 이를 수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지의 고용에 있어서
수업 및 필요한 교재 등의 교육비용은 프랜차이저가 부담하고, 숙박
비용, 요금, 여행, 통역 등을 포함한 교육 기간 동안 기타의 모든 경
비는 프랜차이지가 부담하여야 한다.
B. 프랜차이저는 수시로 이러한 부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선
택될 수 있게 그 자유재량으로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당해 교육
프로그램에의 출석은 의무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숙박비용, 요금, 여
행, 통역 등을 포함한 교육 시행 기간 동안 모든 지출은 프랜차이지가
부담한다.
C. 프랜차이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초기 단계는 둘로 나누어진다. 개발
계약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점되기 이전에
프랜차이지는 1주일 동안 워크숍과 세미나가 개최되는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가맹 영업점을 위한 계획 및 영업 단계와
관계되는 워크숍 및 세미나는 개발 계약이 조인된 후 즉시 완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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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둘째, 프랜차이지가 지정한 관리 직원이 최초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점하기 이전에 기본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
료해야 하고,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지정된 관리 직원은 이 프
로그램을 그들이 지정 받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점되기 이전에 수
료해야 한다.

Ⅸ. 프랜차이저의 의무
A. 프랜차이저는 가맹 영업점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통한 지원
을 유용하게 하여야 하고, 자신이 적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지에게 실물 또는 고시를 통해 수시로 이를 유용하게 해야
한다. 단 고시를 통한 자문은 영어로 한다.
B.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 가맹점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계획서 및 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
저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획서 및 명세서를 변경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
게 하지 못한다. 프랜차이지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측량, 부지, 건설 등
을 준비하고 적용 가능한 지역 또는 연방법 및 제한 규정에 대한 표준 계
획서와 명세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건축 및 공학적 서비스를 부
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표준 계획서의 일탈 또는 변경된 내
용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프랜차이지에 대해 브랜드
시스템의 기준, 명세 사항, 절차, 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문으로
된 매뉴얼 한 부를 빌려줘야 한다.
D. 프랜차이저는 브랜드 시스템의 명성을 보호 및 고양하여 모든 브랜드
레스토랑의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일된 기
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위해 프랜차이저는 공급업자 승인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장차의 공급업자에 대해 이러한 기밀
사항으로 간주되는 음식 조리법 또는 장비 디자인을 위한 기준 및 명
세 사항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
차이지의 서면 요청에 따라 프랜차이지의 장래의 공급업자에 대해 그
기준과 명세서를 보급하도록 적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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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모든 브랜드 레스토
랑에서 사용 및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Ⅹ. 프랜차이지의 의무
프랜차이지는 본 시스템의 모든 자세한 내용이 높은 통일된 운영 기준의
개발 및 유지,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프랜차이저의 명
성과 평판 보호 등을 위해 프랜차이저 및 프랜차이지에게 중요함을 인지하
고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지는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
A. 본 계약 기간 동안 프랜차이지의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
와 모든 고정물, 비품, 간판,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며(이하 “개수
공사”) 프랜차이저의 높은 기준과 대외 인식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
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 교체, 보수, 교환 등
을 실시하는 것. 단,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저의 적정한 지시에 따라 손상된 장
비에 대한 재도색 및 수리, 쓸모 없게 된 간판 교체 등과 그 외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위생 및 수리 수준을 유지한다.
2. 높은 수준의 정부 기준과 가맹 영업점 영업에 적용 가능한 평가를
충족 및 유지시킨다.
3. 프랜차이저의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구조 변경, 리모델링, 개장, 기
존 개수 공사 변경 등과 함께 그 외의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프랜차
이즈 가맹점을 새롭게 단장한다.
B. 통일된 방법, 기준과 함께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매뉴얼 또는 그 외의
문서에 규정하는 명세 사항 등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과 통일적으로 유지되는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
며, 매뉴얼 및 관계 문서의 내용이 일탈과 프랜차이저의 명성 및 평
판 또는 소유권 상표와 그에 관계되는 사항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방
법이 작용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1. 프랜차이저의 기준과 명세서에 부합하는 원료, 제품, 재료, 지급품,
종이 제품만을 충분하게 갖추어 사용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품목
의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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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요구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판매를 위해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제품 준
비를 위해 프랜차이저가 정한 방법과 기술에 따라 준비된 품질과
수량에 있어서 프랜차이저의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메뉴
품목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며, 매뉴얼 또는 기타 문
서에서 특정한 최소한의 메뉴 품목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메뉴 품목을 보이거나 판매하기 위해 프랜차이저
의 기준 또는 명세 사항이 본래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게 억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프랜차이저가 그 자유재량으로 서면을 통해 불만을 나타낸 품
목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준거하여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
우에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동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의 유
무에 관계없이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상의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
레스토랑의 토지 내의 특정 성분 견본, 제품, 재료, 지급품, 프랜차
이즈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사용된 종이 제품 등을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라 아무 때나 제거하도록 프랜차이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허용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저의 당시의 기준과 명세 사항에 당해
견본이 부합하는지 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랜차이저 또는 독립 실
험실의 테스트에 관하여 필요한 적정 금액에 대해 프랜차이저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공급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그 견본이 프랜차이저의 명세 사항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구제 절차에
더하여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이와 같은 테스트 비용을 부
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승인된 표준 계획서 및 명세서에 특정된 모든 개량 물품과 프랜차
이저가 매뉴얼 기타 문서에서 적정하게 수시로 지시할 수 있는 그
외의 사항을 매입 또는 설치하는 것과 함께 프랜차이저의 서면 동
의를 갖추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에 프랜차이저의 기준
및 명세 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개
량된 물품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에 설치되거나 설치가 허용
되지 않도록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지에 가택 침입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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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지 없이 들어가도록 프랜차이저 또는 그 대리인에게 허용하
여야 하며, 프랜차이저의 당시 기준과 명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을 즉시 제거, 환원, 수리 및 또는 개조하도록 프랜차이지에게
요청한 후 프랜차이지의 비용으로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라 프랜
차이지가 이를 지체하거나 거절한 경우 프랜차이저가 대신 이를 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준수 사항을 달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의 변경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적정한 경비와 지출에 대한 계산서를 프랜차이지에게
송달해야 한다.
C. 프랜차이지가 가맹 영업점 운영을 위해 프랜차이저의 거래 비밀에 해
당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성분, 제품, 재료, 지급품 또는 기타의 품목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물품(이하 “거래 비밀 제품”)을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내용대로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가 지정한 공급업자에게
서 구매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프랜차이저의 거래 비밀 제품의 선
적을 수령하는 프랜차이지의 능력이 본 계약상의 허가에 있어서 기본
적인 조건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프랜차이저가 이러한 거래
비밀 제품을 프랜차이지에게 인도하는 것이 정부 당국에 의해 금지된
경우 또는 프랜차이지가 거래 비밀 제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 경
우 그 금지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즉시 이에 대해 통지해야 하
며 프랜차이저는 그 단독 선택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라 이러한 거래 비밀 제품의 다른 공급
업자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금지 기간 동
안 조정할 수 있다.
2.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프랜차이
저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구매 가격은 당시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해야 한다.
D. 거래 비밀 제품을 제외하고 가맹 영업점의 운영에 필요한 성분, 제품,
재료, 지급품, 종이 제품 및 개량 물품 모두를 증명된 공급업자에게서
만 구매해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지속하여 합당한 만족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공급업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적정한 기
준과 명세 사항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니고 프랜차이지의 요구를 즉시
신뢰할 수 있게 응하는 적정한 품질 통제와 역량을 소지한 자로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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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이를 거역하지 않는 자여
야 한다. 프랜차이지가 승인 받지 못한 공급업자에게서 품목을 구매
하기 원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그 승인을 위해 서면 요청서 한 부
를 프랜차이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그 공급업자에게 대신 제출할 것
을 요청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그가 승인한 조건에 준거하여 그 대
리인이 공급업자의 시설과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가 승인 허가
이전에 그 테스트를 위해 지정한 독립 증명된 연구소 중 프랜차이저
의 선택에 따라 인도된 견본을 살펴볼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업자 또는 프랜차이지는 적정한 점검 비용 및 실제 테스트 비용
을 초과하지 않은 청구 금액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저는 그 선택에 따
라 승인된 공급업자의 시설과 제품을 수시로 다시 점검할 권리와 상
기한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못한 공급업자에 대해 그 승인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E. 고용 조건에 따른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수행 요구 사항은
영어 및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역 언어로 쓰여야 한다. 그리
고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 계약 또는 기밀
계약은 고용 기간 및 그 이후에 직원들이 1인의 자, 1인 이상의 자,
합작회사, 단체 및 고용 기간 중 프랜차이저 및 프랜차이지가 아닌 자
들로 구성된 법인의 이익을 위해 프랜차이지의 고용 기간 동안 획득
한 레스토랑의 운영 방법과 관련된 비밀 정보, 지식 또는 노하우에 대
해 대화하거나 이를 폭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서 원본 각 두 장을 작성 즉시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F. 광고 협동조합
프랜차이저는 그 자유재량으로 광고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재한 국가 내의 지리학적 지역
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1.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프랜차이지는 그 협동조합이 운영을 시작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원이 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
이즈 가맹점의 소유주로서 그에 관련하여 한 개 이상의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 받지 않는다.
2.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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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 책력에 대한 책력
분기를 기준으로 또는 협동조합이 문서로 나타내는 다른 기간을 기
준으로 지불 가능한 협동조합이 정한 액수를 기부해야 한다.
3. 각 협동조합은 동일한 형태와 방법으로 구성, 통제되어야 하고 프랜
차이저가 문서로 사전에 승인한 날짜에 그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A) 프랜차이저의 승인에 따라 관리하는 지역 광고 프로그램과 개발
을 위해서 조직된 각 협동조합은 지역 광고에 있어서 그 구성원
들이 사용하는 판촉물을 표준화한다.
(B) 처리 절차와 본 계약 제Ⅹ절 제G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프랜
차이저의 사전 승인 없이 협동조합은 광고 또는 판촉에 관한 계
획서나 도구를 그 구성원에게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C) 프랜차이지는 이전 기간에 대한 총매출을 기준으로 한 기간에
그 요구되는 기부금을 프랜차이저 또는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저
의 사전 서면 승인과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계산서 및 보고서를
수반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4. 프랜차이저는 그 자유재량으로 프랜차이지에게 허용할 수 있다. 그
면제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명확히 나타내는 프랜차이지의 서면 요
청이 있으면 협동조합 구성원의 요구사항 및 또는 협동조합에 기부
해야 하는 의무의 면제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면제 요청과 관련된 프랜차이저의 결정은 최종적이어야 한다.
프랜차이지에게 면제가 허락되면 그 프랜차이지에게는 본 계약 제
Ⅲ절 제C항에 제시된 금액 전부를 지역 광고를 위해 지출할 것이
요구된다.
G. 프랜차이지가 행하는 모든 지역 광고는 언론 매체를 통해 프랜차이저
가 승인한 전체 구성 유형으로 격조 있는 방법을 갖추어 시행되어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열거하는 기준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
차이지는 본 계약의 제Ⅹ절 제G항에 규정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프
랜차이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계획
서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H. 모든 광고와 판촉에 관한 계획서는 사용하기 이전에 프랜차이저의 승
인을 받을 것을 요하며 프랜차이지 및 협동조합은 광고 및 판촉에 관
한 계획서 및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프랜차이저가 사전에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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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저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적합한 장소에서
광고 및 판촉에 관한 계획서 및 도구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과
되는 가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저가 광고 및 판촉에 관
한 계획서 및 도구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프랜차이지 또는 협동조
합이 프랜차이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프랜차이저가 그
견본 또는 도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 레스토랑이 소재한 사법 관할권의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적용 가
능한 사항과 함께 기타 적용 가능한 보건 정부 기관의 위생 기준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J. 본 계약에 제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XI. 보험
A. 프랜차이즈 가맹점 건축이 시작된 날로부터 15일 이전 또는 이미 건
축 중인 건물의 개조 또는 개보수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 프
랜차이지는 가맹 영업점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레스토랑의 건축, 영업,
점유를 이유로 하는 화재, 번개, 신체 상해, 절도, 사망으로 인해 발
생하는 손해, 채무 또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총 기간
동안 프랜차이지의 비용 부담으로 보험 증권과 함께 프랜차이지와 프
랜차이저, 그 임원, 이사, 동업자, 직원 등을 보호하는 보험 증권을
획득하여 충분한 지배력과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보험 증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저는 이와 같은 보험 증권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정 보험 계약자가 된다.
B. 프랜차이저가 수락할만한 보험회사가 매뉴얼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
당 보험 증권에 서명하고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보상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모든 프랜차이지
들을 위해 수시로 적정하게 매뉴얼 및 기타 문서에 추가되는 적용 범
위와 더 높은 보험 증권 한도에 대해 명기하여야 한다.
C. 프랜차이지는 상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수락함을 보여주는 보험 회사
발행의 보험 징표를 본 절에 따라 가입한 보험 취득일과 그 후 매년
한 번씩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 징표는 적어도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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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프랜차이저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포함해야 한다.
D. 본 절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지의 보험 유지와 채무 이행으로 본 계
약 제ⅩⅧ절에 제시된 손해 배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채무에 대한 프
랜차이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 유지하지 않은 경
우,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와 동등하게 보험
에 가입하고 청구금액을 취득할 책임이 없는 권리와 권한을 즉시 갖
는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과 청구금액 취득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지
는 프랜차이저가 초래한 지출에 대한 100 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통지
즉시 그 청구 금액을 지불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F. 프랜차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전에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
지의 전 직원에 대해 적정한 산재 보상 또는 상당한 보험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저에게 이와 같은 보험 증권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Ⅻ. 비밀 정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발과 영업은 반드시
비밀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개발과 영업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사
용 목적을 위해서만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공개하는 비밀 주성분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는 이와 같은 비밀 정보를 부적절하고 권한 없이 공개하는 것은
양 당사자 및 기타 프랜차이즈 영업자에 대해 본 브랜드 시스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고 동의한
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과 본 계약의 효력이 종
료한 후 30년 동안 본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지의 영업권에 의
해 프랜차이지에게 전달될 수 있거나, 또는 프랜차이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레스토랑의 구조, 영업 방법에 관한 비밀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전
달, 폭로하거나 다른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단체,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의 유효한 기간은 본 계약의 갱신으로 늘어날 수 있다. 프랜차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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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밀 정보를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가된 개발권을 행사하고 프랜차
이즈 계약에 따라 레스토랑을 개점 및 영업하기 위해 비밀 정보에 접근해
야만 하거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 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프랜차이지의 해당 직원에게만 알려야 한다.
도면, 자재, 장비, 레시피, 조리된 혼합물, 양념 또는 다른 푸드 프로덕트
의 혼합, 프랜차이저가 기밀로 분류한 데이터, 정보, 경험, 본 계약에 근거
한 분석 정보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은
본 계약 목적을 위한 비밀로 간주된다. 단 프랜차이저의 본 계약에 근거한
정보 공개에 앞서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대처에 대해 프랜차이지가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행
한 정보 공개의 내용이 다른 자들의 출판, 또는 교신을 통해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지역 법률이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서면
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비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소속된 직원과
임원 및 이사 전원과 직간접적으로 법률상 권리 5%를 실질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 또는 고용 또는 소유권 조건에 따라 프랜차이지에게 있어서 더 많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자를 요청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서면 제안에서 상기
한 자들이 프랜차이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따르는 동안, 또는
고용 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프랜차이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
간 중 얻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 방법과 관련된 비밀 정보, 경
험, 노하우 등을 전달, 폭로하거나 다른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 제휴 관계
를 맺고 있는 자, 단체, 법인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ⅩⅢ. 계약 조항
A.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약한다. 프랜차이지 또는 선임된 관리 직원이 프랜
차이즈 가맹점 영업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추측하는 경우 그 관리
직원이 프랜차이지에 대신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 및 최선의 노력을
다 바쳐 가맹 영업점의 관리와 운영에 힘써야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문 교육 및 비밀
정보와 함께 본 시스템과 프랜차이저의 영업, 판매, 판촉, 마케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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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기법,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수받을
것에 명확히 동의한다.
C.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기간 동안 법인, 임원, 이사 및 프랜차이지가 법인인 경우 일
반적 또는 제한적 동업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에 대한 투표
권과 함께 유가 증권에 대해 5%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이자를 내는 주
주를 포함하여 프랜차이지는 본 절의 목적을 위해 총체적으로 사장
또는 사장에 상당한 임원 및 이사와 함께 프랜차이지에 대한 투표권
을 수반하는 유가 증권, 프랜차이지가 법인인 경우 그 프랜차이지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인, 일반적인 동업자 및 제한적 동업자 등
에 대해 5% 또는 그 이상의 수익 이자를 보유한 주주가 다음의 사항
에 대하여 1인의 자 및 1인 이상의 자, 합명 회사 또는 법인과 직간
접적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의 내용으로 서약한다.
1. 직간접적인 유도 또는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 및 시스템과 관련
된 평판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 계약에 근거한
가맹 영업점의 사업 또는 고객을 경쟁업체에 전환시키거나 전환시
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2. 프랜차이저 또는 다른 브랜드 프랜차이지에 당시 고용된 자를 고용
하거나 고용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자에게
이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3. 음식 품목(이하 “음식 종목 판매점”)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테이
크아웃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형태 또는 이 양자를 모두
갖춘 형태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소유, 유지, 영업하고 있거나
이에 종사 또는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
C.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지는 종료의
이유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인의 자 또는 다수의 자,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자, 법인 등과 통하거나 이들과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리하지 않을 것을 다음의 내용으로 서약한다.
1. 그 푸드 프로덕트점이 프랜차이저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 푸드
프로덕트(Brand Food Product) 프랜차이즈 영업자의 소유인지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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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본 개발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일 현재
제Ⅰ절에 열거된 지역에 소재한 푸드 프로덕트점 또는 본 시스템이 적
용되는 레스토랑의 소재지에서 반경 10마일 이내에 있는 푸드 프로덕트
점을 소유, 지원하거나 이에 종사, 또는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본 계약 종료 당시 프랜차이저 또는 다
른 브랜드 프랜차이지가 고용하고 있던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려
고 하는 것, 또는 이러한 자가 이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인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D. 프랜차이저의 요청이 있으면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지와의 관계가 종
료하면 적용 가능하게 되는 계약을 포함한 본 절에 제시된 내용과 유
사한 계약의 이행을 다음에 열거된 자들 중 1인 또는 1인 이상의 자
에게 요청하여 달성한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든 관리자 및 보조 관리자,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지의 관리 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프랜차이지
에게 고용된 직원
2. 임원, 이사, 프랜차이지에 대해 5%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이자를 직간
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주
위에서 요구하는 계약 전부는 계약을 시행하는 독립 권리와 함께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제3당사자인 수혜자로서의 증명을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프랜차이저가 만족할만한 형태를 갖춘다. 각 계약
서의 원본 두 장은 그 시행이 있는 때에 프랜차이저에게 제공된다. 위에서
요구하는 계약의 시행을 달성하는 데 프랜차이지가 태만히 한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ⅩⅣ. 이익의 이전 가능성
A. 프랜차이저가 이전하는 경우
본 계약은 후임자의 이익과 프랜차이저의 양수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
한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 있어서 그 이익을 일 인 또는 그 이상의
자, 협력 업체, 단체, 법인 등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프랜차이저의 양수인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저의
모든 의무를 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수한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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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송한 경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저의 요
구 또는 책임으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 계열 회사 사이의 일반 양
도 계약서를 즉시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B. 프랜차이지가 이전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제시된 권리와 의무가 자신에게 속함을 이해
하고 인정하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영업 수완과 재정 역량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허가한다. 따라서 (ⅰ) 프랜차이지, (ⅱ) 프랜차이지
의 우선순위 후계자 또는 후순위 후계자, (ⅲ) 프랜차이지 또는 본 개발
계약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협력 업체,
법인 또는 기타의 법적 단체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프랜차이지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상대로 매도, 할당, 이전,
양도, 기부하거나 담보 및 저당 설정 또는 기타의 채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법률 또는 기타 사항의 시행
으로 주장되는 양도 또는 이전은 무효로 될 것이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 제ⅩⅤ절에 따라
위반한 사항을 치유할 기회를 갖지 않고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C. 허가 조건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서의 잔여 기간을 이유로
본 계약서상의 제ⅩⅣ절 제(B)항에 따른 이전 허가를 부당하게 보류하여서
는 안 된다. 단 이전 시기에 앞서 다음의 사유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1. 프랜차이저에 대해 발생한 프랜차이지의 모든 금전 채무와 함께 프
랜차이저의 자회사 및 관련 단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서 제Ⅸ절 및 제Ⅹ절에 포함된 계약의 적용을
받아 강요된 잔액에 동의해야 한다.
3. 양수인은 프랜차이저의 독자적인 판단에 있어서 훌륭한 도덕성과
평판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4. 양수인은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른 그 외의 사항
에 부합함으로써 프랜차이저가 만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양수인의 자격은 신임 프랜차이지를 위해 프랜차이저의 당시 및 최
근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양 당사자는 프랜차이저가 만족하는 형식에 맞게 양도 증서를 반드
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양도인인 개인 또는 단체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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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양도가 있은 날짜부로 프랜차이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반적
인 모든 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양수인은 프랜차이저의 선택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당시의 방
식대로 이행하며 또한 프랜차이저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당시의 부수적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의
방식은 본 계약에 포함된 로열티 수수료 및 광고료보다 높은 가격
으로 책정된 로열티 수수료 및 광고료와 그 외의 관계 사항을 포함
하여 현저하게 다른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시의 방식은 본 계약이 시행되는 날 종료하게 되며 프랜차이지에
게 유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된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양 당사자는 레스토랑의 외양과 그 경영이 당시의 기준에서 보아
진부하지 않도록 필요 시 레스토랑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동의한다.
8. 양수인과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에서 프랜차이저가 지명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자들은 신규 프랜차이지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과정
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9. 양수인이 협력업체인 경우 동업 계약이 그 이상의 양도를 제공하거
나 또는 동업 계약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본 계약의 양도
및 이전에 부과된 모든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선택 및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의 적용
을 받는 양수인의 의무에 대한 서면 보증서 한 부를 작성해야 하
고, 그 보증 기간은 이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
나 보증 기간 중 지난 12개월 동안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또는 광고 펀드 보험료 지불을 불이행 한 경우, 보
증 기간은 보증이 종료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부가적으로 자
동 연장된다.
11. 양수인은 본 이전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의 일반 관리비를 보상하
기 위해 프랜차이저에게 5,000 달러를 이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
다. 그러나 프랜차이저는 이전에 대한 담당 구역 수수료를 부담하
지 않는다. 프랜차이저 총판 영업자가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 양수인이며 프랜차이지가 단독 주주인 경우, 이전
비용은 요구되지 않는다.
D. 선취특권의 허가
프랜차이지는 선취특권과 관련된 문서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 가맹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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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맹 영업점의 자산에 있어서의 선취특권을 허가하지 못하며, (ⅰ)
프랜차이저에게는 불이행에 대해 주의와 함께 그 불이행 사항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ⅱ) 프랜차이저는 저당권자에 대해 채무
자로서 대신할 권리와 선택권과 함께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을 대신 이행
하거나 저당권자에게 치러야 할 총액을 지불함으로써 저당권자의 권리
를 취득할 권리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단 이 경우 프랜차이지의 불
이행으로 인해 지불일이 단축되어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며, (ⅲ) 기타
프랜차이저의 자유재량에 따른 요청으로 소유권 표시와 해당 시스템의
통합을 보호하는 데 합당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비도 제외한다.
E.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전
본 계약, 가맹 영업점 또는 프랜차이지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이 있는 경우, 관리인, 관재인 또는 이러한 자들의
개인적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제 3자에게 그 사망 또는 정신적
무능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의 법률상의 이익을 이전해
야 한다. 본 절의 이전은 계책 또는 상속에 의한 이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전을 포함하며 당사자 생존 중 효력이 있는 이전과 같은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계책 또는 상속에 의한 이전의 경우, 상속자 또는
수혜자가 본 계약 제ⅩⅣ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망한 프랜차이
지의 개인적 대리인이 본 계약상의 사망한 자의 법률상의 권리를 처리
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단, 이 경우 프랜차이지가 사망
한 날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사업의 처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양도 및 이전에 관한 모든 조건에 따
른다. 법률상의 권리가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처분되지 못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 계약의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F. 제1선매권
본 계약 또는 본 프랜차이지에게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로서 그 법률상 권리를 매입하기 위해 선의로 제3당사자의 제안을 수락
하기 원하는 자는 그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필요할
수 있는 그 제안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제3자가 제안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자의 법률상 권리를 매입
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매도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그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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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을 가
져야 한다. 프랜차이저가 매도자의 법률상 권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매입 결정에 대해 매도인에게 통지를 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상 권리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60일이 만료하기 이전에 생긴 제안 조건의 중대한 변동은 최초의 제
안이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프랜차이저의 제1선매권에 따라 새로운 제
안을 구성하게 된다.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 제ⅩⅣ절 제(g)항의 적용을
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된 선택권의 행사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제안된 이전에 관한 본 계약 제ⅩⅣ절의 모든 요건을 포함한 본 계약
기타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3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이 프랜차이저
에게 당연히 이와 동일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을 제공하도록 요
구할 수 없다는 것인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 프랜차이지, 또는 프
랜차이지가 현금으로 환산된 적정한 등가로 매각할 것을 제안 받은 사
업 등에 기초한 법률상 권리를 매입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3당사자가 제안한 약인, 기간 및 또는 조건 등에 대한 현
금으로 환산된 적정한 등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프랜차이저
는 독자적인 감정인을 지명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구속된다.
G. 프랜차이지의 제안
프랜차이지의 담보물 또는 조합 지분은 프랜차이저의 서면 사전 동의
와 함께 사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사회에 제공될 수 있으며 프랜차이
저는 사전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 자치 정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회에 헌납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물건들은 정부 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프랜차이저가 검토하도
록 프랜차이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는 헌납을 위
한 물건도 헌납되기 이전에 검토를 위해 프랜차이저에게 제출되어야 한
다. 프랜차이저가 증권 인수, 배급에 가담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지나 프
랜차이저의 담보물 제공 등을 수반하는 소유권 상표 또는 기타의 보증
은 헌납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납 대상 물건에 대한 프랜
차이저의 검토는 오로지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 사이에 관련이 있는
헌납 대상 물건에만 제한된다. 본 헌납에 있어서 프랜차이지와 그 외의
참가자들은 본 헌납과 관련이 있는 프랜차이저에게 반드시 충분한 보상
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각 계획된 헌납 대상 물건에 대해 프랜차이지
는 프랜차이저에게 상환불가 수수료 5,000 달러를 지불하거나,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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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헌납 대상 물건의 검토에 관련되는 합당한 비용과 지출에 대해 법
무 비용 및 회계 비용과 그 외의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보다 더 많
은 액수로 프랜차이저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헌납 또는
본 계약 제ⅩⅣ절 제E항의 적용을 받는 그 외의 거래의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프랜차이저에게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
다.

XV. 불이행 및 종료
A.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프랜차이지가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총체적으
로 양도한 경우, 프랜차이지가 파산 신청을 제출한 경우 또는 프랜차
이지에게 불리하게 파산 신청이 제출됐는데 프랜차이지가 이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지가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자산, 재산 또는 그 일부분의 수령
자나 임시 또는 종신 관리인을 사법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임명한
경우, 재판 관할 적용 법률의 적용을 받아 채권자와의 조정 절차가
프랜차이지에 의해 구성되었거나 그에게 불리한 경우, 최종 판결에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소송 정지 영장 증서가 제출되었거나 효과적
으로 이행되는 기타의 절차에 의해 관련 관할 재판 집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30일 이상 동안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프랜차이지의 직분이
종료된 경우, 강제 처분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책임자의 재산 또는 사
업의 중요한 부분에 불리하게 부과된 경우, 본 계약에 기초하여 전개
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부동산 또는 설비에 불리하게 유치권 또
는 저당권을 유질 처분하는 소송이 프랜차이지에게 불리하게 제기되
어 3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개점, 영업
되는 허가된 레스토랑의 실질 또는 개인 재산이 재판 결과 주지사,
연방 보안관, 경찰관, 정부 권한에 상응하는 기타담당자 등에 의해
징수된 후 매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허가된
모든 권리는 프랜차이지에 대한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B. 다음의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
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그 불이행한 사항을 이행하여 복구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 계약과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가된 모든 권
리를 그 선택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그 종료의 효력은 프랜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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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통지를 수령한 즉시 발효한다.
1.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 또는 그 자회사, 관계 단체에 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을 즉시 지불 또는 프랜차이저가 요구한 재무 또는 기타
의 정보의 제출을 불이행, 거절 또는 무시한 경우
2. 프랜차이지가 레스토랑 운영을 중지하거나 유기한 경우 또는 레스
토랑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레스토랑이 소재한 지역의 사법
관할권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래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프
랜차이지의 과실 없이 프랜차이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외의 원
인으로 인해 그 부지가 손상되거나 침해되어 그 침해가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보수 또는 재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경우, 프랜
차이지는 그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해당 부지의 재배치
및 또는 재건축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적합하지 못하게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 영업하고 있지 못하는 기간 동안 프랜차이저에게 합의된 최소한
의 로열티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프랜차이지가 중죄를 저질렀거나 패륜적 행위가 포함된 범죄 또는
프랜차이저가 그 위법 행위로 인해 시스템, 소유권 상표, 법인의 평
판 또는 프랜차이저의 이익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간주되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건축, 유지 보수 또는 운영으로 인해 공공 보건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해 침해 행위 또는 위험 행위를 결과한 경우
5. 프랜차이지 또는 프랜차이지의 동업자 및 주주가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권리 또는 채무의 이전을 의도하거나 또는 제ⅩⅢ절의 조건에
반하는 제3당사자에 대한 프랜차이즈의 물권을 프랜차이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
6.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 제ⅩⅡ절의 in-term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ⅩⅡ절의 적용을 받아 요구되는 계약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
7. 제ⅩⅡ절 조항의 내용에 반하여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제공
한 매뉴얼 또는 기타 비밀 정보의 내용을 프랜차이지가 폭로하거나
누설하는 것
8. 프랜차이지가 고의로 허위의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는 것
9. 프랜차이지 또는 개인, 단체, 협회, 제한적 또는 일반적 제휴업체,
37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로서 직간접적으로 통제의 주체 및 객체가
되고 프랜차이지의 일반적 통제 하에 있거나 프랜차이지의 미지급
유가 증권에 대해 이를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 또는 10% 내지 그
이상을 지급하는 권능을 보유하며 또는 프랜차이지와 동등하게 동
업자, 임원, 이사, 양수인, 지점 관리인 또는 비슷한 지위를 점하거
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하 “관계 단체”)이 기타
프랜차이지 계약, 개발 계약, 자산 구매 계약과 그 외의 프랜차이지
와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저 관계 단체가 체결한 계약이 적용되
는 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한 경우.
10. 본 절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이 있은 이후 또는 있는 동안 프랜차
이지가 동일한 불이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단 그 불이행 사
항이 통지 이후에 이행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11. 본 계약이 부과하는 요구 사항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데 실패함
을 이유로 제ⅩⅤ절 제(C)항의 규정상 12개월 동안 1회 이상 불이
행을 한 경우. 단 그 불이행 사항이 통지 이후에 이행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C. 상기한 세목 (A), (B)의 규정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지가 불이행한 사항
이 복구될 수 있는 것이면 프랜차이저는 협동조합 기부가 만기인 경
우 이를 포함한 로열티 또는 광고 자금 기부가 불이행인 경우 적어도
10일, 그 외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
기 30일 이전에 프랜차이지에게 그 불이행한 사항의 성질에 관해 진
술한 서면 통지의 교부를 통해서만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
나 프랜차이지는 10일 또는 30일의 기간 동안 또는 프랜차이저가 합
리적으로 특정한 보다 짧은 기간 동안 프랜차이저가 만족할 만큼 불
이행한 사항에 대해 즉시 이를 치유를 위해 그 복구를 적정하게 시작
하면 본 계약의 종료를 피할 수 있다. 그 특정된 기간 동안 불이행
사항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10일 또는 30일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률상 적정하게 요구되는 이보다 긴 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프랜
차이지에 대한 추후 통지 없이 종료된다.

ⅩⅥ. 종료 또는 만료의 효력
A.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되면 본 계약에 기초하여 허락된 모든 권리
는 그 즉시 종결되며 다음의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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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지는 브랜드 레스토랑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을
중지해야 하며 그 이후로 직간접적으로 대외에 브랜드 레스토랑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2. 프랜차이지는 광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메뉴, 레시피, 조리비법, 장
비, 방법, 절차 등과 함께 시스템, 프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 기타 상
품명, 상표 등과 관련되는 기법, 브랜드 시스템과 관련된 서비스 상표
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영구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지
는 간판, 가구, 고정물, 장치, 광고물, 문방 용품, 양식, 기타 소유권
상표를 보이는 품목과 그 외의 관계 물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 프랜차이지는 자신이 레스토랑 또는 기타 사업을 경영하거나 후속
하여 시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경우 재생산품, 위조품, 복사본, 또는
혼란 또는 착각, 기만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소
유권 상표의 가짜 모사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프랜차
이저와 관련하여 허위로 나타내거나 대표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원
본의 지정, 묘사, 표현 등을 활용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4.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하거나 제Ⅰ절에 특정된 지
역의 가맹 영업점이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 프랜차이지가 그 장소에
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지의 여부와 프랜차이지가 그 지역을
소유한 것인지 임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약의 종료 또
는 만료가 있거나 프랜차이지 또는 기타의 자가 본 절의 내용을 손
상시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 영업점의
운영을 중지하면 그 즉시 레스토랑 부지에 대해 변경 또는 교체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그 목적을 위해 적정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된 부가적인 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본 절에서
요구하는 변경 또는 교체는 만사드 지붕(mansard roof), 화산암 외장,
티파니(tiffany) 램프, 기타 트레이드 드레스 징표를 포함해야 한다.
5.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인해 발생한 모
든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으로 인해 종
료된 경우 상기한 비용은 그 불이행으로 인해 프랜차이저가 초래한
적정한 변호사 비용과 함께 모든 손해, 비용, 지출을 포함한다.
6. 프랜차이지는 모든 매뉴얼, 기록, 파일, 사용 설명서, 서신과 그 외
의 프랜차이저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프랜차이지가 점유 중인 가맹
점 영업에 관련된 자료 모두와 그에 대한 사본 전부를 프랜차이저
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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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당사자간의 서신, 프랜차이지가 법률 규정에 적정하게
따르는 데 필요한 기타 문서를 제외하고 상기한 복사본과 기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B.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개량 물품, 장비, 광고물, 원료, 제품, 재료, 지급품, 종이 제품, 프
랜차이저의 소유권 상표가 찍힌 품목 등을 당시의 공정한 시장 가격
으로 매입할 것을 통지로서 수행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의무로서
수행되지는 않는다. 양 당사자가 적정 기간 동안 공정 시장 가격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독자적인 감정인을 지정해야 하고,
그 감정인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프랜차이저가 상기한 물품들을
매입하는 데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금액 지
불 대신에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지로부터 만기가 된 총 금
액과 감정 가격을 상쇄할 권리를 갖는다. 프랜차이저가 부동산을 프
랜차이지에게 임차한 것인 경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단독 자
유재량에 따라 개량 물품을 포함한 당해 임차 건물 및 부지를 프랜차
이저에게 양도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 프랜차이지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해당 임차지를 프랜차이저 또는 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주인의 허락을 명기한 조항을 포함해
야 한다.
C.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에 수반하여 프랜차이지의 위
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거나 본 절의 집행을 위해 금지
명령 구제를 획득하는데 프랜차이저가 야기한 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 비용, 지출 등을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한다.
더 나아가 프랜차이지는 본 절의 조항을 따르는 데 있어 태만히 한
경우 프랜차이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결과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한다.
D. 그 조건과 목적을 통해 본 계약이 만기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존속하
기 위해 계획된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 및 또는 만료
된 경우에도 존속하게 된다.

ⅩⅦ. 세금, 승인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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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랜차이지는 이자 및 벌금과 함께 만기가 도래한 모든 부과금, 세금,
계약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프랜차이지가 초래한 모든 종류의 외상 거래와 다른
청구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영업되는 사업의 충분하고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인준 또는 라이선스를 시기 적절하게 획득해야 한
다. 여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라이선스, 판매세 증명서, 소방 방
재 허가증 등과 그 외의 관련 사항들이 포함된다.
C.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수정안에 기초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이와 관
련하여 발생한 등록 수수료, 부가세, 인지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기
타 세금 또는 청구액 형태로 정부가 부과하는 청구금액은 레스토랑이
소재하거나 프랜차이지의 주된 사무가 이뤄지는 장소가 소재하는 국
가 또는 지역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 그 부과된 금
액이 만기가 되었을 때 프랜차이지가 지불해야 하며, 프랜차이저에게
불리하게 부과된 청구 금액이 미국의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법 등의
적용을 받아 만료된 경우에는 프랜차이저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정상 부과되었거나 불리하게 부과된 연체 세금을 적정한 기관
에 내는 것을 지체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지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지체 및 지불에 대해 프
랜차이저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 그
임원, 이사 및 직원에게 배상하고,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 징수
또는 연체된 세금 납부를 불이행한 프랜차이지가 담당하는 레스토랑
이 소재한 지역의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부
과하는 불입 추징에 있어서 프랜차이저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경우 이
로 인해 프랜차이저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D. 프랜차이지는 결정, 탄원, 소송 절차 등이 개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그리고 법원, 행정 기관, 정부의 대행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방법으
로 프랜차이지의 영업 또는 재무 조건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명령, 영장 발부, 금지 명령, 심판, 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에 대해 서면으로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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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Ⅷ. 독립 계약자 및 배상
A. 본 계약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프랜차이지를 알선인, 법적 대리
인, 공동 사업체, 제휴자, 직원 또는 프랜차이저의 종업원으로 구성하
지 않는다. 프랜차이지는 독립 계약자여야 하며 자신이 프랜차이저를
대신하여 계약, 계약, 보증 또는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 않음을 이해
하며 동의한다. 더 나아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양 당사자 사이에
신탁 관계를 발생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B.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작위, 태만, 계약, 채무 또는 기타 책임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프랜차이지는 배상을
해야 하며 또한 프랜차이지의 가맹 영업점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로부
터 발생한 청구를 방어하는 데 들어간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과 청구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손해가 없도록 유지해야 한다.

XIX. 인정 및 기권
A. 본 계약이 프랜차이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할 때마다 프랜차이지는 프
랜차이저에게 제출할 서면 요청서를 적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및
허가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 프랜차이저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과 관련
하여 프랜차이지에게 기권 증서, 승인, 조언, 허락 또는 제안 등을 제
시, 또는 태만, 지연, 또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의 거절을 이유로
프랜차이지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과된 채무 또는 의무가 없는 것
으로 신뢰, 추정할 수 있는 보증 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C. 본 계약에 대해 유보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프랜차이지를 통해 본 계
약의 의무와 조건에 따를 것을 주장하며 본 계약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양 당사자의 관습 또는 실행을 이유로 프랜차이저의 기권을 구
성하는 프랜차이저의 채무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채무 불
이행을 이유로 한 프랜차이저의 기권은 동일한 또는 상이한 성질의
채무 불이행 수반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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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키지 않으며 프랜차이지의 본 계약의 조건, 조항 또는 계약에
관한 위반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그로부터 발생한 권한 또는 권
리를 행사하는 데 프랜차이저가 그 행사를 지연, 보류하거나 이에 게
으른 것은 프랜차이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
으며 또한 본 계약에 의거한 권리에 대해 프랜차이저에 의한 기권,
또는 수반되는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를 원인으로 한 금액 지불에 대
해 프랜차이저가 용인하더라도 이에 수반하여 본 계약의 기간, 계약,
조건 등에 있어서 프랜차이지가 이전에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프랜차
이저가 기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ⅩⅩ. 주의 사항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요구되거나 인정되는 모든 주의사항은 타방 당사
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지정된 다른 주소가 지정될 때까지 아래의 주소로
등기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교부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수령되는
날짜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한다.
프랜차이저에 대한 주의사항:
프랜차이지에 대한 주의사항
본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인도될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영문
서면으로 작성된 주의사항과 보고서는 통보를 하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가
장 최근의 주된 사무실 주소에서 그 통보를 수령할 당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단 (ⅰ) 직접 그 주의사항과 보고서를 수령한 때 (ⅱ) 전신, 팩시밀리
또는 이와 상당한 전자 시스템으로 그 주의사항과 보고서를 발송한 후 제1
영업일인 때, 또는 (ⅲ) 주의사항과 보고서의 수령일 또는 인도를 시도한
날 등기우편, 배달 증명 우편, 또는 인도물의 발송인 증명이 가능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인도가 거절되었거나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에 의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XI. 분리 가능성 및 구성
A.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본 계약의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모종의 이유로 본 계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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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이 유효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
는 법원 또는 기관에 의한 기존 또는 미래의 법률 또는 규정에 타당
하지 않고 상반되거나 이에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로 인
해 다른 상태로 유지되는 그 의미가 명료한 본 계약의 다른 일부, 단
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에 대한 작용을 손상케 하거나
다른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자는 당사자들을 구속할
완전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주어지도록 지속되어야 하지만 당해 무효
인 일부, 단락, 중요 부분, 기간 및 또는 조항 등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B. 본 계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저의 임원, 이사, 직원 등과 프랜
차이지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프랜차이저의 각 승계인과 양수인 이
외의 자 또는 법적 단체에 본 계약이 적용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를 수여하려고 의도하거나 수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
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C. 본 계약서의 공식 판본은 영문이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서
의 프랜차이지의 요구에 따라 보편적인 지역 언어로 공식 번역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프랜차이지가 부담한다. 본 계약은 영문
원본을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영문 판본과 영문 판본을 기본으로
한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영문 판본을 기준으로 이에
대조하여야 한다.

ⅩⅩⅡ. 계약서의 전체 구조
본 계약서와 이에 인용되는 문서, 개발 계약서 등은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체결한 계약을 완전 충분하게 구성할 뿐
만 아니라 완성시키며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모든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프랜차이저가 일방적으로 허가한 개정안, 변
경 또는 예외적 허가를 제외하고 본 계약 당사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임원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상호 동의한 바가 아니면 본 계약서
의 개정안, 변경 또는 예외적 허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본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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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ⅩⅢ. 설명문
본 계약서의 각 단락에 대한 설명문은 오직 편의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본 계약서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ⅩⅩⅣ. 인정
A. 프랜차이지는 자신이 브랜드 프랜차이즈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음을 인정하며 본 계약에서 계획된 벤처 기업이 경영 위험을 내포
하며 독립 기업인으로서의 프랜차이지의 능력에 대단히 의존함을 인
지한다. 프랜차이저는 담보 및 보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프랜차
이지는 자신이 본 계약에서 계획한 벤처 기업의 잠재적 규모와 이윤
및 성공을 위해 외연적 또는 함축적으로 담보 또는 보증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B. 프랜차이지는 자신이 본 계약서, 계약서의 첨부물, 본 계약과 관련된 기
타 계약서를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허용하여 프랜차이지가 자신이 고른 조언자와 본
계약 체결에 있어서 잠재적 이윤과 위험에 대해 상담하도록 독려한다.

ⅩⅩⅤ. 적용 법률
본 계약서는 캘리포니아 주 법의 적용을 받아 해석되며 추론된다. 캘리
포니아 주 법은 법률의 충돌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ⅩⅩⅥ. 중재
A.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규정과 관련되거나 본 계약에 기인하는 등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또는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의 실
효성 및 집행 가능성 그리고 해당 분쟁 등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
사자에게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분쟁은 타방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중재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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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중재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3인의 중재자로 위원
단에 의해 수행된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는 각각 1인의 중재자를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2인의 중재자는 중재 심판 위원회 의장의 역할
을 수행할 나머지 1인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주의사항에 관한 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해지며 효력을 지니
는 중재를 요구자로부터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가 그 지명을 대신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자는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중재자 지명을 기도해야 한다. 만약 이 2인
의 중재자가 두 번째 중재자가 지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미국 중재 협회가 그 지명을 대신한다.
C. 본 중재는 중재자가 본 계약과 본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률의 조건에
따른 결정 및 판정을 기초로 하고, 그 판정은 금전상의 손해, 특정 수
행 및 금지 명령 구제 등을 포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미국 중재
협회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적, 잠정적, 또는 임시의 판정을 포함한 중재자의 결정 및
판정과 그 판정에 따른 선고는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구속
력을 발휘한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는 중재 판정이 관할 법원에
서 그들 중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게 불리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각자는 이와 같은 판정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이의
를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자가 본 계약에 대한 침해 또는 기타 위반을 초래한 피
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중재자가 정한 고정 비율로 그 금액이 충분히
지급될 때까지 이해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Wall Street Journal의 보고에 따라 비슷한 기간 동안 산정된 Citi
bank의 선호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간 2%보다 적은 경우는 없으며 어
느 것이든 이율이 적은 것을 고른다.
D. 본 절에 제시된 중재 규정은 소유권 상표 사용과 관련한 프랜차이저
의 주된 영업 장소의 사법 관할 지역에서 회부될 금지 명령 구제를
모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는 대인적 사
법권에 대한 질문 또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입장을 유보한다.

미국

383

E. 양 당사자는 프랜차이지 또는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유발
한 행위를 법원에서 중재 판정 또는 결정을 집행하는 데 프랜차이저
의 주된 영업 장소가 있는 사법 관할 지역에 있는 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데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대인적 사법권에 대한 질문 또는 제
한된 목적을 위해 입장을 유보하는데 동의한다.
F. 프랜차이저에게 수여되었거나 확보된 권리 또는 구제 절차로서 또는
기타 법률 또는 형평법에서 본 계약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절차에 대
해 배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계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절차에 대해서 각 권리는 점증 누적된다.
G. 제한 명령 및 사전 금지 명령을 취하는 데 적용 가능한 법률을 포함
하여 보통의 형평법 법률의 적용으로 손실 또는 훼손을 야기할 우려
가 되는 행동에 대해 금지 명령 구제 절차를 취하려는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금하는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ⅩⅩⅦ. 법인인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에서 본 계약의 시행이 있는 때에 법인으로 지명되
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 대해 법인으로서 보
증, 서약하며 주장된다.
A. 프랜차이지의 모든 미지급 발행 주식은 다음의 1인의 자 또는 1인 이
상의 자의 합법적, 수익적 소유가 된다. 그 구체적인 소유 상태를 알
기 위해 소유권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기간 중에 영업장소에서 통합되며 주채무자를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지는 변경이 있으면 프랜차이저에게 즉시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한다.

ⅩⅩⅧ. 정부 승인 및 효력 발생일
A.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필수적인 모든 국가, 지방 및
또는 지역 정부의 승인을 그 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하 “승인
기간”)에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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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부 당국이 제ⅩⅩⅧ절의 적용을 받아 필요로 하는 승인 조건으로서
본 계약의 조건을 교체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본 계약에 기초
한 양 당사자의 업무 수행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양 당
사자는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
나 (ⅰ) 프랜차이지가 승인 기간 내에 정부 승인 전부를 얻지 못하거
나 (ⅱ)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에 요구된 수용 불가능한 교체 또는 변
경을 고려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본 계약 종료 10일
이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이후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단,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C. 본 계약의 발효일은 본 계약서 첫 장에 나타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증빙하고자 본 계약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이로써 합법적
으로 구속되는 것을 의도하며 본 계약서 처음에 명기된 날짜에 다수의 원
본으로 본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 봉인하여 교부한다.
프랜차이지 회사
성명: __________
직위: __________

개발자
성명: 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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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RANCHISE AGREEMENT
AGREEMENT, made as of the _____ day _________, _____ by and between
PQR Co., a New Jersey corporation, located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ereinafter the “Franchisor”) and Subfranchise Corp Name located at Add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franchisor").
WITNESSETH:
WHEREAS, Franchisor, its subsidiaries and its affiliates have acquired,
developed and innovated unique methods of merchandising, promotion,
production, quality control and distribution of Italian-type food products and
clothing for the franchised operation of PQR Restaurants under the trademark
and trade name of “PQR" (the ”Trademarks") as described in Franchisor's
PQR Subfranchise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Subfranchise UFOC")
which has been previously received by Subfranchisor; and
WHEREAS, Subfranchisor acknowledges receipt on Insert Date (the "Disclosure
Date") of the Subfranchise UFOC and Franchise UFOC; and
WHEREAS, Franchisor is authorized to issue PQR subfranchise agreements and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s in the State of State including the
Counties of Counties (approximate population xxxx); and
WHEREAS, Franchisor awards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s for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shall be deemed to be PQR Restaurants installed within another primary business
such as colleges, universities, convenience stores, supermarkets, hospitals,
department stores, etc. Traditional PQR Restaurants are generally developed via
the execution of a lease for the PQR Restaurant premises by a subsidiary
leasing corporation of the Franchisor which is subleased to the approved PQR
Restaurant franchisee.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are developed by the
execution of a standard PQR Restaurant nontraditional franchise agreement
without the execution of a lease for the PQR Restaurant premises, except in
certain circumstances when a lease is obtained; and
WHEREAS,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as described in the UFOC,
Subfranchisor is obligated to provide to PQR Restaurants support services on
behalf of Franchis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ssistance in the nature of
consultation, advice and guidance regarding location selection, lease negotiations,
construction coordination, “Grand Openings“, store training, marketing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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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lementation, promotions, point of sale purchases or any other
administrative tasks designated by Franchisor as support program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Territory (collectively the
”Support Services”); and
WHEREAS, it is the desire of Subfranchisor to become a regional support
entity to provide the Support Services in the Territory required by Franchisor in
order to receive a portion of the initial and continuing franchise fees received
from each franchisee in the Territory as hereinafter described and in the UFOC;
and
WHEREAS, Franchisor is willing to sell and grant to Subfranchisor, a
subfranchise agree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for the
Counties of Counties, State of State (hereinafter the "Territory“); and
WHEREAS, after consultation with independent counsel and a diligent
investigation of all available information, Subfranchisor is willing to purchase and
receive a grant by Franchisor of a subfranchise agree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for the Territory.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and covenants, it
is mutually agreed as follows:
1. CONSIDERATION:
In consideration of Franchisor's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franchisor
agrees to pay to Franchisor the non-refundable sum of $FEE (the "Subfranchise
Fee“)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2. GRANT OF EXCLUSIVE SUBFRANCHISE RIGHTS; TERRITORY; TERM:
1. The area subject to this agreement shall be the Territory defined above.
2.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simultaneously with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all relevant parties.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or a term of 50 years (the "Term“) unless
terminated as provided for herein.
3. Subject to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of Subfranchisor as contained
herein and in the UFOC, Franchisor hereby grants and conveys to
Subfranchisor the exclusive right to be a Subfranchisor of Franchisor in
the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PQR franchises or br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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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in the Territory or with respect to subfranchise rights to receive
Subfranchisor's portion of the receipts obtained from PQR franchisees and
branded product sales for the sale of authorized products under the
trademark of "PQR“ and such other associated names, tag lines and
slogans as Franchisor may own or use as described herein and in the
UFOC.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f the Term, whether by termination,
expiration or otherwise, Subfranchisor shall retain all rights to receive
continuing franchise fees from PQR Restaurants developed prior to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Term, including any and all franchise
agreement renewals or the relocation of PQR Restaurants arising from the
expiration of their respective leases (but not for branded products). Nothing
contained in this paragraph shall be deemed to limit or modify the right of
Franchisor (i) to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any of the defaults set forth
herein subject to any and all applicable notice and cure rights granted to
Subfranchisor; (ii) to issue PQR franchise agreements to PQR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or (iii) to require the leasing corporations to execute master
leases and thereafter grant subleases to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Franchisor agrees that so long as this agreement is in full force and
effect, Franchisor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issue another PQR subfranchise in the Territory or issue a grant to a third
party of any part of Subfranchisor's rights thereof.
3. OBLIGATIONS OF THE FRANCHISOR:
Franchisor promises and covenants as follows:
1. To permit Subfranchisor to use the Trademarks, its logotypes and any other
trademarks or service marks which Franchisor may authorize and designate
for use by Subfranchisor, including tag lines and slogans. Subfranchisor
upon Franchisor's request agrees to use the newest trademarks developed
by Franchisor upon the minimum of at least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Subfranchisor;
2. To furnish by lending Subfranchisor a copy of the PQR Subfranchise,
Operations, Local Restaurant Marketing and Construction Manuals
(hereinafter collectively the "Manual(s)“), together with any subsequent
changes or amendments thereto. Subfranchisor agrees not to copy, publish
or duplicate the contents of said Manual except when needed to supply
each PQR franchisee or for dissemination to the officers and key
employees of Sub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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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 supply Subfranchisor, free of charge, one complete sample set of all
sales materials and forms, including the standard franchise agreement and
applicable UFOC to be delivered to each prospective franchisee at the first
meeting or 10 business days (excluding holidays and weekends) prior to the
execu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and to be used by Sub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each individual franchise unit. UFOCs,
brochures and sales materials are generally purchased from printers hired
for such purposes;
4. To make available to Subfranchisor the right to consult in person at the
office of Franchisor or by telephone with Franchisor's officials and staff in
its New York office or at such other location designated by Franchisor
about problems relating to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ranchise
units at the office of Franchisor so that Subfranchisor will have available
to it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of Franchisor. Currently, Franchisor has
executive/legal department offices in New York, New York, accounting,
operations and sales offices in Atlanta, Georgia and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fices in Houston, Texas. Additional or replacement offices may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the advice and consultation will be
provided from the respective offices of Franchisor;
5. To provide a training program for 10 days (72 hours) (or such lesser or
greater periods as established by Franchisor) of classroom instruction and
for 120 hours of on-the-job training in an existing PQR Restaurant in
Atlanta, Georgia or, in Franchisor's sole discretion, in another area. The
training program covers the operational and statistical methods of operating
a PQR Restaurant and PQR subfranchise business, franchise sales, real
estate procurement and marketing. Training shall be attended by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of Subfranchisor if a corporation, all partners if a
partnership, all individual proprietors if a sole proprietorship, and all
managing executives and operational supervisors, in Atlanta, Georgia. If the
ownership, management or operational supervisor is changed, the new
management or
executive(s) must also be train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ir responsibilities. Payment of all expenses of training,
except for salaries of Franchisor's staff and operating expenses of
Franchisor, are the obligation of Subfranchisor. All travel, lodging,
entertainment and other expenses are solely that of Subfranchisor.
Franchisor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costs of actual training including
training staff, training facility and the cost of store oper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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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 changes in applicable laws occur, to attempt to inform Subfranchisor of
any applicable federal or state franchise laws. Subfranchisor acknowledges
that such information is generally provided at the semi-annual
subfranchisor meetings sponsored by Franchisor an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Franchisor. This provision shall in no way release
Subfranchisor from its obligation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7. To pay all bills, invoices, fees and other obligations that may be owed to
Subfranchisor by Franchisor, provided Subfranchisor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8. To coordinate a franchise sales program by providing trained salesperson(s),
satisfactory to Franchisor, to process and sell franchises to franchisee
prospects interested in locating in the Territory obtained by Subfranchisor
or Franchisor. There are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commitments or
assurances of success by said salesperson(s) and Subfranchisor agrees to
make no claims whatsoever with respect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Franchisor's salesperson(s) during the Term;
9. To protect and defend Subfranchisor's right to use, and the validity of,
Franchisor's trademarks; and
10. To direct duplicates of sales leads to Subfranchisor so that Subfranchisor
can work with Franchisor's salesmen or process sales if Franchisor's
salesmen are not involved.
4. FRANCHISOR'S REPRESENTATIONS, ETC.:
Franchisor warrants and represents as follows:
1. That Franchisor has the right, title and interest to grant the within
agreement and that all rights granted herein to Subfranchisor are free and
clear of any and all liens, claims or encumbrances;
2. That Franchisor has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nd that the within agreement and the obligations of Franchisor
hereunder does not conflict with nor result in a breach of any agreement
to which Franchisor is a party of or by which Franchisor is otherwise
bou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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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at Franchisor will protect and defend the rights of Subfranchisor against
third parties claiming a violation of Articles 4.1 and 4.2 and the validity of
the Trademarks at its sole expense.
5. OBLIGATIONS OF THE SUBFRANCHISOR:
Subfranchisor promises and covenants as follows:
1. To devote its best efforts to develop and manage the Territory, including
the provision of sales assistance to Franchisor's salesmen, opening and
servicing of all PQR Restaurants and distribution points in the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Franchisor which (except for the
development requirements in Article 8) may change and vary. To advertise
on a regular basis for franchise prospects in the Territory and to seek to
obtain sales prospects by networking and franchise sales promotional
activities, to promptly provide to Franchisor all pertinent information about
responses to such advertising or networking/promotions, and to thereafter
assist Franchisor's sales staff in processing and selling each respective
franchise;
2. To abide by and strictly comply with the terms, rules and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UFOC, Manuals and this agreement;
3. To make no unauthorized promises, representations or commitment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franchises other than as furnished or
authorized in writing by Franchisor. To attend all regional and national
meetings and the annual PQR conventions when instituted;
4.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s established by Franchisor with respect to
policing and operational/marketing support, to regularly inspect all franchise
units within the Territory for quality operations, appearance and cleanliness
and, to use best efforts to assure that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use only
Franchisor-approved and authorized foods, supplies, equipment, furnishings
and fixtures. Construction and equipment specifications are set forth in the
Construction Manual and authorized raw materials are set forth in the
Operations Manual as revised from time to time;
5. To provide each franchisee within the Territory with competent and timely
Support Services; which shall be defined as assistance in the nature of
consultation, advice and guidance regarding location selection,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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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s, construction coordination, “Grand Openings”, store training,
marketing advice and implementation, promotions, point of sale purchases
or any other administrative tasks designated by Franchisor as support
program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Territory;
6. To provide reasonable assistance to Franchisor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franchise agreements within the Territory, as well as the
rules and obligations of the Manual and the general operating policies of
Franchisor. [In clarification of this paragraph, Subfranchisor is not required
to commence or initiate legal proceedings to enforce any of the above
referenced agreements, manuals or policies.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shall each reasonab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provide testimony as
needed for any arbitration or legal proceeding. Franchisor's decision shall
control with respect to decisions regarding when to commence or settle a
claim or as to strategy in defending arbitrations/legal actions and choice of
counsel.] To the extent possible, each franchise agreement shall contain an
arbitration clause requiring all disputes to be settled by arbitration. With
respect to offensive or defensive franchisee arbitrations/legal proceedings,
including encroachment or franchise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Territory
against Franchisor or any leasing company, all costs and expenses of all
actions shall be borne equally by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since each
jointly shares in the collections of franchise fees from the Territory. An
offensive legal proceeding is an action or arbitration commenced to
enforce each respective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or sublease.
Generally, continuing franchise fees are collected via an initial eviction
action which sometimes requires subsequent or simultaneous arbitration
action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any arbitration or legal proceeding,
Subfranchisor shall be afforded prior notice and an opportunity to
negotiate with the respective franchisee to amicably resolve the dispute. A
defensive legal proceeding is an action or arbitration commenced by a
PQR Restaurant franchisee, landlord or third party in the Territory against
the Franchisor;
7.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Trademarks and to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quality and reputation;
8. To pay all bills, invoices, fees and other obligations that may be owed to
Franchisor by Sub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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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not engage in any unauthorized advertising, as such is defined in the
Manual or any other advertising that is not previously approved by
Franchisor,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10. To comply with Article 8 of this agreement entitled “Area Franchise
Development”;
11. To promptly notify Franchisor if it is in violation of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to grant to Franchisor a 45-day period in which to
cure any such defaults after notice thereof by registered ma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herein. Any claims of default not noticed
within 6 months of default shall be deemed waived by Subfranchisor.
Franchisor shall not be deemed to be in default of this agreement unless
and until such notice is sent to Franchisor and such other parties set
forth in Article 14 and the aforesaid cure period has expired without said
default having been cured;
12. To comply with any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executed by
Subfranchisor or by any corporation controlled by Subfranchisor that has
purchased a PQR franchise;
13. To promptly attend to all sales leads and other inquiries from prospective
franchisees and to work cooperatively in the sales process with salesmen
of Franchisor;
14. If a dispute or disagreement arises with Franchisor, to submit such dispute
or disagreement to a single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herein;
15. To exercise its best effor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Trademarks and
other proprietary rights, and to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morality,
ethics and reputation;
16. To feature the Trademarks and logotypes in all of its local advertising,
promotions, signs, literature and operations, and to clearly indicate to all
third parties that Subfranchisor is not an employee, agent or fiduciary of
Franchisor; and
17. On occasion, pre-sold individuals and other entities may indicate a
willingness to purchase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s withou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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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activities required. These generally arise from existing PQR
Restaurant franchisees or their employees in other territories or friends
and associates of PQR Restaurant franchisees, subfranchisors and
employees of Franchisor. With respect to the sales commissions owed for
such sales, said commissions may be payable to third parties involved in
the sale.
18.(1) Subfranchisor must, at Subfranchisor's expense, purchase and use a
personal computer system for its subfranchise business that is
compatible with Franchisor's computer equipment. Subfranchisor must
obtain, use and maintain, at Subfranchisor's expense, an Internet
service connection that enables Subfranchisor to receive e-mail, use
internet services, and send and receive other electronic information to
and from Franchisor.
18.(2) Franchisor may add to, remove substitute or modify computer
requirements in its discretion. Franchisor will provide Subfranchisor
with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required computer products,
instructions for use, and updates of the same. Franchisor may require
Subfranchisor to maintain maintenance and/or service contracts at
Subfranchisor's expense. Subfranchisor may obtain approved computer
products from any suppliers it chooses.
18.(3) Franchisor may negotiate supply contracts for hardware and software in
its discretion. Franchisor will not guarantee, warranty, maintain or
support any computer hardware or software.
6. ADVERTISING:
1. Except as provided herein, and in Articles 5 and 22, neither Franchisor nor
Subfranchisor is under any duty or obligation to engage in any consumer
advertising or promotion for PQR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2. A sum equal to 4% of the gross weekly sales of each PQR Restaurant
franchisee (as provided in the standard Franchise Agreement), is to be paid
by such franchisee and deposited into an advertising account. Such funds
are to be only used for advertising uses as set forth in the respective
franchise agreements under the sole control of Franchisor.
3. Franchisor's policy with respect to advertising is to encourag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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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s in the Territory to form and implement an advertising
cooperative and to participate in advertising and marketing decisions in
conjunction with the assistance of Subfranchisor and the authorization,
approval or direction of Franchisor. Subfranchisor shall coordinate the
formation of the cooperative, attend all meetings and provide all assistance
and guidance to the PQR Restaurant franchisees as requested by
Franchisor in order to work cooperatively with said franchisees. If multiple
territories are part of the cooperative, then in such event Subfranchisor
shall work harmoniously and constructively with other subfranchisors and
franchisees as may be needed.
4. Subfranchisor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2,000, to be matched by the
franchisee's grand opening contribution, for each of the first 3 franchised
PQR Restaurants opened in the Territory. This will enable the Territory to
be opened correctly with appropriate promotional and marketing activities
for these initial franchises. Subfranchisor must also spend approximately
$8,000-$12,000 each year to advertise for franchisees in its Territory, and
must join local civic clubs and similar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growth
of its subfranchise business.
7. FRANCHISE FEES:
1. The Initial Franchise Fee for a traditional PQR Restaurant within the
Territory shall be determined by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on a deal
by deal basis, but generally on an annual basis. For the years 1999 and
2000, the Initial Franchise Fee for the first Traditional franchise sold to a
franchisee shall be $18,000. The Initial Franchise Fee for nontraditional
franchisees (such as convenience store operators, institutional food service
companies, colleges, schools, supermarkets, hospitals, factories, and other
nontraditional entities) shall be determined by Franchisor, but will range
from $1.00 to $10,000. Said fee is dependent upon the number of
nontraditional transactions executed, the location of the nontraditional
franchisee, the marketing area, the opportunity or lack thereof and other
subjective concerns. Eac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franchisee in the
Territory shall be obligated to pay a continuing franchise fee of 6% percent
of gross sales on a weekly basis, subject to limited exceptions. All initial
franchise agreements shall be executed between Franchisor and each
respective franchisee. From the Initial Franchise Fees payable for
nontraditional franchises, it is possible that a significant portion will be
retained by Franchisor and used for the collective nation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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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oordinated by the PQR Subfranchise Advisory Council
(“PCSAC”). Subfranchisor acknowledges that the Initial Franchise Fees for
nontraditional franchisees will be subject to use asdetermined by PCSAC
and Franchisor.
2. All traditional franchisees shall lease their PQR Restaurant premises from
(a) corporation(s) owned by Franchisor. Nontraditional franchisees shall
generally not be obligated to lease their unit premises from (a)
corporation(s) owned by Franchisor, except as otherwise determined by
Franchisor. The sublease shall require the franchisee to pay for each and
every week of operation a sum equal to 6% of the gross sales of the
franchise unit; plus 4% of gross sales, to be deposited into an advertising
account as provided in Article 6 herein. The aforesaid 6% and 4% of gross
sales are the same 6% and 4% of gross sales payable under the franchise
agreement. The sublease duplicates the obligations of the franchise
agreement for enforcement and collection purposes, however, payment
under each respective PQR Restaurant sublease satisfies the payment
obligation under the respective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Subfranchisor, upon the written request of Franchisor, may as a
representative (not agent) of Franchisor and in compliance with each
respective franchise agreement in the Territory, audit any franchisee's
books and records or inspect each franchisee's PQR Restaurant premises
for determination of compliance with the respective franchisee's obligations
under its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3. All revenues, as set forth in Articles 6 and 7, generated by the sale and
operation of franchised units within the Territory (except advertising funds)
shall be paid or caused to be paid to Franchisor. Provided that
Subfranchisor is in full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hereunder, Franchisor
shall pay Subfranchisor one-half of the net funds from Initial Franchise
Fees paid by PQR Restaurant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and one-half of
all continuing weekly franchise fees, which are currently 6% of gross sales,
paid by PQR Restaurant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gree that Franchisor shall not be deemed to have received
any portion of the Initial Franchise Fee paid pursuant to the decisions of
PCSAC in connection with the sales of nontraditional franchises.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is paragraph and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is paragraph shall control.
4. Franchisor, upon receipt of good funds or clearance of any deposit,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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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remit every 30 days as follows: (i) half to Subfranchisor and (ii) half
to Franchisor. Franchisor is hereby granted a security interest and lien
against any and all fees, or accounts payable by Franchisor to
Subfranchisor to secure full compliance by Subfranchisor of its obligations
as provided herein.
5. At the request of Subfranchisor, along with the monthly payment due the
Subfranchisor herein from the collected franchise fees of each respective
franchisee in the Territory, the Franchisor shall provide a monthly report
describing the gross revenues generated by each franchisee, the fees
received from each franchisee and the monies payable to Subfranchisor.
6. Franchisor is further granted the right of set-off against any fees or
accounts payable to Subfranchisor from any and all fees or other monies
collected by Franchisor for which a portion is to be paid to Subfranchisor.
7. It is acknowledged that from each Initial Franchisee Fee, the following fees
will be deducted prior to the 50/50 division of net funds between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i) a sales commission of up to $5,000 paid to
the Franchisor for its sales department, (ii) a design fee of $500-$l,000 paid
to an architect or designer, (iii) a training fee of $1,500 paid to the PQR
training school for said franchise, (iv) a sales screener fee of $1,000 paid
to Franchisor, and (v) a fee of $500 payable to Franchiso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QR leasing entity. Subfranchisor or its salesmen will
not receive a sales commission.
8. Subfranchisor acknowledges that if Franchisor creates a national leasing
coordinator position to help secure PQR Restaurant leasing locations from
national or regional landlords, Subfranchisor shall contribute $200 from its
share of funds received from the sale of each Traditional franchise
agreement to be matched, in each instance, by Franchisor. Subfranchisor
agree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8.(1) By way of example: From the sale of a $18,000 franchise in the
Territory, (i) a $5,000 sales commission will be paid to Franchisor, (ii) a
$1,500 training fee shall be retained by Franchisor for training, (iii) a
$500 design and layout fee shall be retained by Franchisor for the
design and layout of the PQR Restaurant, (iv) a $1,000 fee for sales
screeners shall be retained by Franchisor, and (v) a $500 fee for the
formation of the PQR leasing
corporation, minute book, firs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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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s and any other leasing corporation expenses that arise during the
first 2 years of operation.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Initial Franchise
Fee is divided equally between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ccordingly, it is anticipated that Subfranchisor will receive the
approximate sum of $4,750.
9. Each PQR franchise agreement provides that upon the sale of a PQR
restaurant, or a controlling interest in a corporation that owns a PQR
restaurant, 5% of the gross sales price shall be paid to Franchisor as a
transfer fee. Franchisor will pay half of the 5% transfer fee to
Subfranchisor, provided Subfranchisor performs all operational and
marketing support required by the replacement franchisee.
8. AREA FRANCHISE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control:
1. “One year” shall be defined as 365 days from the date of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each anniversary date thereafter.
2. “Open traditional PQR Restaurant” shall be defined as an open operating
PQR Restaurant in an approved location wherein a master lease has been
executed by a subsidiary of Franchisor, except where the leasing
requirement is waived by Franchisor, with a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executed for said location.
3. “A nontraditional franchisee” shall be defined as described in Franchisor's
UFOC, and which opens within 6 months thereafter.
4. During the Term and any renewal terms of this agreement, Subfranchisor
shall reasonably operate and continue to operate a franchise sales program
in the Territory so that new franchisees for both new and existing PQR
Restaurant locations may be obtained. In order to effectuate the foregoing,
Subfranchisor agrees to actively locally advertise for franchisees, network
with applicable organizations located in the Territory, provide all sales leads
to Franchisor, work with Franchisor's staff to respond to sales leads,
process such leads in a prompt and efficient manner, and generally
function together with Franchisor's sales department as a franchise sales
organization. Subfranchisor must also attend trade shows and implement any
new systems and techniques developed by Franchisor, or sugges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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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 designed to attract new franchisees to the PQR system.
5. Subfranchisor has agreed to a minimum market development obligation in
order to ensure Franchisor that the Territory will be developed
appropriately. Franchisor will award all franchise agreements, but
Subfranchisor will be involved in the sale and/or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wherein some or all PQR Restaurants are located. Accordingly, as a
material condition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minimum number of
PQR Restaurants (which include traditional or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excluding distribution points) shall be opened in the Territory,
directly or indirectly, on a cumulative basis (i.e., excess stores opened in
one year count towards succeeding years' requirements) as follows: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6th year
7th year
8th year
9th year
10th year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PQR Restaurants

6. For years 11 through 50 after the date hereof, Subfranchisor shall
reasonably and affirmatively continue its best efforts to develop PQR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shall establish
reasonable 5-year developmental obligations, considering relevant factors,
including market growth, nontraditional and new concept venues including
colleges, schools, sports stadiums and the like, for each year commencing
on the 10th year after the date hereof and each 5-year anniversary
thereafter with appropriate credit granted to Subfranchisor for all open
PQR Restaurants in excess of the minimum developmental obligations set
forth above. If the parties cannot agree, the issue shall be submitted to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whose decision shall be final. The
locale of all arbitrations with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shall be
in New York, New York before a single arbitrator.
7. Subfranchisor further agrees that other forms of PQR distribution points may
be developed.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Franchisor develops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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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points, Subfranchisor agrees to exercise its best efforts to help
develop and implement such distribution points in the Territory.
8.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herein, in the event
Subfranchisor fails to comply with its development schedule as described in
Articles 8.4 and 8.5 herein, Subfranchisor shall lose its exclusive rights
granted herein; provided, however,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s to those PQR Restaurants already sold as of the date
of the defaul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receive franchise
fees (Article 7).
9. If Subfranchisor fails to meet its development schedule, Franchisor may
develop the Territory itself, or through others by the sale of another
subfranchise, or otherwise, except that it will not construct nor permit
others to construct another PQR Restaurant within a reasonable area of
any existing PQR Restaurant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The term
“reasonable area” shall be defined as to each PQR Restaurant, on a
case by case basis, by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10. If the “reasonable area” cannot or has not been agreed upon, the issu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before a single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 New York,
New York, whose decision shall be final.
11. Franchisor agrees to reasonably extend the development schedule of
Subfranchisor if delays are caused as a result of force majeure events or
other delays which are not the fault of Subfranchisor, such as disputes
with contractors, delays in obtaining permits, plans or variances or any
other reasonable delay, provided that a store premises is leased and a
reasonable attempt is being made to open the required number of PQR
Restaurants. Nothing contained in this paragraph shall be deemed to
modify Subfranchisor's obligations in this Article 8. In no event, however,
shall said time be extended for more than 120 days unless such delays
are caused by Franchisor.
9. INSPECTION: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upon 15 days prior written notice, shall have
the right to examine the books, records and supporting data of the other with
respect to the obligations, records and financial data, including colle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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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bursements, of the Territory at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other
for audit purposes. Subfranchisor agrees to submit to Franchisor annual
uncertified profit and loss and balance sheet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als. Any audit or examination shall
occur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During such audit, both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minimize any interference with the
other's business operations.
10. TAXES, LAWS AND LEASING CORPORATIONS:
1. Subfranchisor shall pay any and all Federal, City, State or local taxes, fees,
fines or assessments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Subfranchisor's
business. Subfranchisor agrees to comply with all local laws, orders, codes
and ordinances applicable to Subfranchisor's business.
2.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cknowledge that, subject to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by Subfranchisor, including the provisions regarding Support
Services during the Term and any renewal terms, Subfranchisor is the
equitable owner of the franchise fees generated from the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which fees are collected by Franchisor and 50% of which are
then remitted to Sub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Subfranchisor's share of
any receipts collected by Franchisor from franchisees in the Territory,
Subfranchisor is obligated to pay any applicable excise or gross receipts tax
or other charges payable under any applicable law as Franchisor is
similarly obligated to pay any applicable excise or gross receipt tax or
other charge payable under applicable law for its share of franchise fees
collected from the Territory.
3.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agree to equally share any expense, fee or
charge payable in order to maintain each leasing corporation in the
Territory in good standing.
11. PILOT PQR RESTAURANTS:
NONE.
12. LOCAL CODES AND ORDINANCES:
Subfranchisor agrees to comply with all local laws, orders, codes and
ordinances applicable to Subfranchisor's business.
미국

401

13.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n the event of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1. With respect to the termination rights of Franchisor:
1.(1) At the election of Franchisor, in the event Subfranchisor fails to meet
any of its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obligation to develop PQR Restaurants as specified in
Article 8 herein, and where such default continues for 45 days, 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in Article 15 herein, without being cured after the
mailing of written notice of such default,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by Franchisor.
1.(2) Upon the bankruptcy 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for the assets of
Subfranchisor, however, so long as Subfranchisor is otherwise in ful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Franchisor agrees that it will not
exercise its termination rights under this sub-article.
1.(3) In the even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pursuant to a default of
Subfranchisor's minimum unit development obligation pursuant to Article
8 herein, Subfranchisor shall retain all of its rights to receive its share
of continuing franchise fees from franchises opened in its territory prior
to termination, subject to strict compliance with all of the obligations
(Support Services, etc.) of Subfranchisor contained in Franchisor's UFOC,
this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hereto. The terms of this
sub-article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2. With respect to the termination rights of Subfranchisor:
2.(1) At the election of Subfranchisor in the event Franchisor fails to meet
any of its obligations as specified herein and where such default
continues for 45 days without being cured after the mailing of written
notice of such default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2.(2) With respect to a default by either Franchisor or Subfranchisor, each
party shall be entitled to any and all lawful damages or rights and
remedies available at law or at equity but in no event shall Subfranchisor
or Franchisor be entitled to receive lost profits, or punitive or exemp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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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The successful party to such arbitration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reasonable attorneys' fees not to exceed $30,000.
14. NOTICES:
1. No notice sent under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of any
effect unless it is sent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addressed to the party for which it is intended at the following address:
With respect to Franchisor:
At the address first above written
With respect to Subfranchisor:
At the address first above written.
2. Notice so served shall be deemed received 5 business days after mailing.
Either party may change its address for service of notice at any time by
notice similarly served.
15. DEFAULT:
1. Franchisor shall not be in default of this agreement unless and until
Franchisor has received notice of such default by certified mail, (RRR) and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cure said default. The minimum period of
such cure period shall not be less than 45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In
the event that Franchisor is reasonably attempting to cure such default in
a diligent and expeditious manner and does in fact cure such default,
Subfranchisor agrees that it will reasonably extend the cure period.
2. Subfranchisor shall not be in default of this agreement unless and until
Subfranchisor has received written notice of default by certified mail (RRR)
and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cure said default. The minimum period
of such cure period shall not be less than 45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except for: (i) defaults with respect to the supplying of services to each
PQR Restaurant franchisee in the Territory which shall be 15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ii) monetary defaults of obligations of
Subfranchisor to Franchisor, if any, or defaults of the development
schedule obligations as set forth in Article 8, which shall be 10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and (iii) defaults of any applicable state or
federal franchise or securities law, which shall be 15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In the event that Subfranchisor is reasonably attempting to
cure such default in a diligent and expeditious manner and does in fact
cure such default, Franchisor agrees that it will reasonably extend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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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period to enable Subfranchisor to cure any default except for those
set forth in (ii) herein.
16. MISCELLANEOUS:
1. This agreement has been executed in conformity with and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or if requir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the Territory, said laws shall control.
2.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and be binding upon the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of the respective parties hereto and
represents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Until this agreement is
executed by all parties, all offers, acceptances, written proposals, letters of
intent or other written or oral understandings shall be non-binding on the
parties and deemed preliminary negotiations.
3.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successors and assigns of
Franchisor.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transfer or assign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or legal entity who assumes its terms and agrees to comply
with Franchisor's obligations contained herein. Franchisor shall have no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fter the effective date of such transfer or assignment.
4. This agreement cannot be changed, modified or terminated orally. This is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hereto.
17. CONSENT TO TRANSFER:
1. For all proposed transfers or assignments of this agreement, and transfers
of more than 51% of the outstanding and issued stock of Subfranchisor by
one or more transfers or any transfer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effectively changes ownership or management control of Subfranchisor,
Franchisor wi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any transfer or
assignment which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this Article, provided
however, Franchisor shall not be required to give its consent unless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assignment:
1.(1) Upon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upon each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an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Subfranchisor, and a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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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ime upon Franchisor's request, Subfranchisor shall, within 5 days
prior to such transfer, or at any other time at Franchisor's request,
furnish Franchisor with an estoppel agreement indicating any and all
causes of action, if any, that Subfranchisor may have against Franchisor,
or that none exist, and a list of all shareholders or partners having an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Subfranchisor, the percentage interest of
each shareholder or partner, and a list of all officers and directors, in
such form as Franchisor may require;
1.(2) Subfranchisor's written request for transfer of either a partial or whole
interest in this agreement must be accompanied by an offer to
Franchisor of a right of first refusal at the same price offered by any
bona fide buyer less 5% percen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option, exercisable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Subfranchisor, to send written notice to Subfranchisor that
Franchisor or its third-party designee, intends to purchase the interest
which is proposed to be transferred,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offered by the third party less 5%. If Franchisor accepts such offer, the
5% transfer/administrative fee due from Sub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1.8 shall be waived by Franchisor. Any material change in the
terms of an offer prior to closing shall cause it to be deemed a new
offer, subject to the same right of first refusal by Franchisor, or its
third-party designee, as in the case of the initial offer. Franchisor's
failure to exercise such option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other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transfer;
1.(3) Subfranchisor is not in default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Manuals or any other obligations owed Franchisor, and all of Subfranchisor's
then-due monetary obligations to Franchisor have been paid in full;
1.(4) Subfranchisor and its shareholders or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a form prescribed by Franchisor,
Franchisor, its affiliates, subsidiaries,
subfranchisors and employees;

members, if Subfranchisor is a
have executed a general release,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1.(5) The transferee/assignee has demonstrated to Franchisor's satisfaction that
it meets all of Franchisor's then-current requirements for new
subfranchisor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ossession of good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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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and reputation, satisfactory credit ratings, acceptable business
qualifications, and the ability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1.(6) The transferee/assignee, its general manager and operational employee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subfranchise business have
satisfactorily completed Franchisor's training program;
1.(7) The transferee/assignee executes such other documents as Franchisor
may require, including a replacement subfranchise agreement on the
then-standard subfranchise agreement form used by Franchisor as
modified by the business term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in order to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to the same extent, and
with the same effect, as previously assumed by the assignor; and
1.(8) At the completion of Subfranchisor's sale transaction, Subfranchisor shall
pay to Franchisor an administrative/transfer fee of 5% percent of the
gross sales price of Subfranchisor's business, subfranchise agreement and
other assets.
2. Subfranchisor's rights may pass to Subfranchisor's next of kin or legatee if
they assume Subfranchisor's obligations and attend and complete
Franchisor's training program. Upon Subfranchisor's disability, Subfranchisor
may sell the subfranchise or keep it, if it is operated by trained personnel.
3. Franchisor's consent to a transf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claims it may have against the transferring party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4. If Subfranchisor is an individual, Franchisor hereby consents to the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and any and all obligations referable thereto
without any fee charged by Franchisor to a corporation principally owned
by Subfranchisor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reof. Upon such
assignment and assumption by the corporation along with delivery of
executed originals of same to Franchisor, the individual Subfranchisor shall
be released from any and all personal liability.
18. DISCLOSURE:
1.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cknowledge that all of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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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and negotiations with respect to the offer and acceptance of this
proposed transaction occurred 15 business days (excluding holidays and
weekends) or more subsequent to the receipt of the (i) FRANCHISOR'S
PQR Subfranchise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that includes Items
1 through 23, NEW YORK ADDENDUM TO DISCLOSURE DOCUMENT and
exhibits A-M as follows: PQR Subfranchise agreement (which Subfranchisor
acknowledges is in all material respects identical to this Agreement),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and nontraditional rider, sublease,
confidential information agreemen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FRANCHISOR for the fiscal years ending June 30, 1999, 1998, and 1997,
lists of: subfranchisors (i) currently operating and (ii) who have left the
system; leasing affiliates of FRANCHISOR; approved manufacturers;
equipment for sale by BI Concept Systems, Inc.; subfranchise manual-table
of contents; agents/agencies for service or process; receipts and in Item 3
the following litigation disclosur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FRANCHISOR'S PQR Restaurant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that
includes Items 1 through 23, NEW YORK ADDENDUM TO DISCLOSURE
DOCUMENT and exhibits A-O as follows: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and nontraditional rider, sublease, sample promissory note,
confidential information agreement,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FRANCHISOR for the fiscal years ending June 30, 1999, 1998, and 1997,
lists of: franchisees (i) operating at year end; (ii) with signed franchise
agreements but stores not opened at start of fiscal year; and (iii) who left
the system; leasing affiliates of FRANCHISOR; approved manufacturers;
equipment for sale by _______Systems, Inc.; operations manual-table of
contents; equipment financing documents; subfranchisors; agents/agencies
for service of process; receipts; and in Item 3 the following litigation
disclosur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SUBFRANCHISOR has received the salesman disclosure
forms of SALESMAN NAME.
2. By execution hereof, SUBFRANCHISOR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is
relying upon the following representation (paragraph 18) which include,
inter alia, that there have been no representations, forecasts, warranties or
statements made by FRANCHISOR or any of its salesmen,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or oth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ranchise or
subfranchise sales, profits and/or growth potential.
19. NO REPRESENT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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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franchisor warrants, represents and acknowledges that except for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contained in Franchisor's UFOC:
1. There have been no representations, forecasts, inducements, projections,
warranties or statements made by Franchisor or any of its salesmen,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or oth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ranchise or subfranchise sales, profits and/or growth potential nor has
Subfranchisor relied upon any representations, forecasts, inducements,
projections, warranties or statements made by any entity involved in this
transaction;
2. Its independent decision to enter into this transaction, to consultation and
advice of counsel and that it has not been induced by any promise or
commitment not contained herein. This is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hereto;
3. No other salesman, staff member, entity, or associate of Franchisor has
met Subfranchisor regarding this subfranchise sale or the offer and
acceptance thereof except the salesmen set forth herein;
4. Subfranchiso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it and its salesmen now
existing or hereinafter existing are not the agents of Franchisor nor may
they bind Franchisor unless agreed to in writing by Franchisor;
5. There have been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inducements, pro form as,
forecasts, estimates or any other inducement or statement made by any
salesperson associated with Franchisor including the salesmen set forth
herein or Franchisor or its agents, salesmen,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any other salesmen or other person or entity regarding financing, net
profits, gross profits, net sales, gross sales, costs or expenses of PQR
Restaurants generally or of any specific PQR Restaurant nor has the
Subfranchisor relied upon any representations, warranties, inducements, pro
formas, forecasts, estimates or any other inducement or statement made by
Franchisor or its agen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salesmen or other
associates or any subfranchisor or any of any subfranchisors agen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salesmen or other associates, regarding
financing, net profits, gross profits, net sales, gross sales, costs or expenses
of PQR Restaurants generally or of any specific PQR Restaurant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material fact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PQR
Restaurants in the area wherein the Subfranchisor intends to locat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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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PQR Restaurants or any other matter pertaining to Franchisor, any
subfranchisor, the PQR chain or any other matter not set forth herein; and
6. There have been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inducements, pro formas,
forecasts, estimates or any other inducement or statement made by any
salesperson associated with Franchisor including the salesmen set forth
herein or Franchisor or its agents, salesmen,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any other salesmen or other person or entity regarding subfranchise
financing, subfranchise net profits, subfranchise gross profits, subfranchise
net sales, subfranchise gross sales, subfranchise costs or expenses nor has
the Subfranchisor relied upon any representations, warranties, inducements,
pro formas, forecasts, estimates or any other inducement or statement
made by Franchisor or its agen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salesmen or other associates or any subfranchisor or any of any
subfranchisors agen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or salesmen or other
associates, regarding subfranchise financing, subfranchise net profits,
subfranchise gross profits, subfranchise net sales, subfranchise gross sales,
subfranchise costs or subfranchise expenses generally or specifically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material fact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PQR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or any other matter pertaining to Franchisor,
any subfranchisor, the PQR chain or any other matter not set forth herein.
PLEASE CIRCLE THE APPROPRIATE RESPONSE TO EACH STATEMENT AND
INITIAL WHERE INDICATED. IF YOUR ANSWER TO ANY QUESTION IS "NO",
PLEASE EXPLAIN YOUR ANSWER IN THE LINED SPACES PROVIDED AT THE
END OF THIS AGREEMENT.
Subfranchisor has been represented by independent counsel who has reviewed
the UFOC, this PQR subfranchise agreement and the PQR franchise agreement.
If Subfranchisor elects not to use an attorney, it acknowledges that it will be
bound by the disclosures set forth in the UFOC, and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at any oral agreements or inducements, if any, will not
be binding upon Franchisor.
YES
NO
__________
(Initial)
Subfranchisor is fully informed as to all of Subfranchisor's obligations, and of
Franchisor's obligations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the UFOC.
YES
NO
__________
(Initial)
Subfranchisor has only had contact, negotiations and/or discussion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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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person(s) and executives identified in this agreement and no other regarding
this subfranchise sale or the offer and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YES
NO
__________
(Initial)
Except for the salesperson(s) and executives identified in this agreement, no
other salesman, staff member, entity or associate of Franchisor met the
Subfranchisor regarding this subfranchise sale or the offer and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YES
NO
__________
(Initial)
Subfranchisor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its salesperson(s) any of their
agents, salesmen, directors, officers or employees or any other salesperson(s),
person or entity have not made, nor has Subfranchisor relied on any
representations, warranties, inducements, pro formas, forecasts, estimates or any
other inducements or statements regarding subfranchise financing, subfranchise
net profits, subfranchise gross profits, subfranchise net sales, subfranchise gross
sales, subfranchise costs or subfranchise expenses, generally or specifically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material fact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PQR
Restaurants in the Territory or any other matter pertaining to Franchisor, any
subfranchisor, the PQR chain or any other matter not set forth herein.
YES
NO
__________
(Initial)
Subfranchisor understands that in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Franchisor is
relying upon Subfranchisor's acknowledgments, representations and commitments
as stated in this Section.
YES
NO
__________
(Initial)
"NO" ANSWERS EXPLAINED HE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YOU NEED MORE ROOM, PLEASE ATTACH EXTRA SHEETS OF PAPER
20. ARBITRATION:
1.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cknowledge that disputes or disagreements
may aris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any renewals thereto.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have elected to resolve such disputes or
disagreements in a non-judi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mat
("ADR"). An ADR format minimizes the expense of dispute resolution and
410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generally can be accomplished in a more expeditious and effective manner.
By agreeing to an ADR format, both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are also
waiving a number of rights, remedies and privileges which may arise in a
judicial resolution format. In view, however, of the continuing relationship
between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under the original and renewal terms
of this agreement, both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agree that an ADR
format is the most economical, efficient and practical way to resolve
disputes and disagreements.
2. Accordingl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dis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with
respect to any issu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its breach,
its interpretation or any other disagreement between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such dispute or dis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disagreement,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both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ast
expensive procedure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and
the application for such arbitration shall be filed in the AAA's New York City
office .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gree that the hearing(s) shall be held
in New York City, State of New York before one arbitrato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y monetary defaults of Subfranchisor or defaults of
Article 8 herein and Franchisor shall be free to utilize any right or remedy it
may have at law or equity. However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seek
declaratory judgements or decisions about its status with Subfranchisor or its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or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of default
by Subfranchisor or for any other relief that may be appropriate.
3.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agree that this agreement evidences a
transaction involving interstate commerce and that the enforcement of this
arbitration provision and the confirmation of any award issued to either
party by reason of an arbitration conducted pursuant to this arbitration
provision is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ss. 1 et seq.
4. Lost profits,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s' fees exceeding
$30,000 may not be awarded by the arbitrator, and any such award shall
not be enforceable or enforced in any court. If the waiver of lost profits,
or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s' fee limitation, is in whole
or in part in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state where Subfranchisor's
Territory is located, that law shall control, and any such award shall be
enforceable or enforced in any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In no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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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rticle 8 a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or in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or in the Manuals, be modified or changed by the arbitrator.
5. With respect to any legal proceeding authorized by this agreement,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each agree that they will commence such
legal proceeding only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nd both Franchisor and Subfranchisor consent to
the jurisdiction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In the event the parties do not meet th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for Federal District Court, the parties consent to jurisdiction
in the Supreme Court, New York County, State of New York.
Subfranchisor agrees that mailing to its last known address by certified
mail of any process shall constitute lawful and valid process. In all cases,
Subfranchisor and Franchisor each waives any right to a trial by jur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f the laws of the state where
Subfranchisor's Territory is located requires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at state or control by the laws of that state, then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modified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
6. The terms of this article shall survive termination, expiration or cancellation
of this agreement.
21. RESTAURANT TRANSFER FEE:
Each PQR 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 provides that upon the sale of a
PQR Restaurant or controlling interest in a corporation that owns a PQR
Restaurant, 5% of the gross sales price shall be paid to Franchisor as a transfer
fee. In connection therewith, provided Subfranchisor is not in default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agrees to share equally the 5% fee with Subfranchisor,
provided Subfranchisor provides any and all necessary operational assistance and
PQR Restaurant supplementary training for the transferee franchisee at its own
expens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f the PQR Restaurant franchisee is
owned by Subfranchisor or the stockholders of Subfranchisor, no transfer fee
shall be charged for transfers of the outstanding and issued shares of the
corporate Subfranchisor to another corporation owned by Subfranchisor or
between existing stockholders of the Subfranchisor and their immediate families
(mother, children, wife, husband, father, brother or sister) or by bequest, devise,
operation of law or otherwise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ny of the
stockholders of Subfranchisor.
412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22.

COOPERATIVE:

Subfranchisor hereby agrees that it will join Franchisor's subfranchisor
advertising cooperative association. The monthly fees payable by Subfranchisor
to the advertising cooperative have been established by population and will
range from $300.00 per month to $700.00 per month. Subfranchisor's fee shall
be $FEE per month for the Territory as defined herein. Subfranchisor hereby
agrees to pay such fees as incurred.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of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te of execution by Franchisor.
PQR CO.

By:
CORP
By:
NAME OF STOCKHOLDERS AND OFFICERS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stockholders of the corporate Subfranchisor are
set forth below.
B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Title
Address
B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Stock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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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AGREEMENT
THIS AGREEMENT made ____ of Month, ______, by and between PQR Co., a
New
Jersey
corporation,
located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anchisor”), and Corporation located at Address (“Operator,” as also
defined in Article 10).
DEFINITIONS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capitalized terms shall have the meanings set
forth below,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 A PQR Branded Product is any product now existing o developed in the
future that bears Franchisor's Marks and is sold by some or al PQR Franchisees
or Franchisor or other entities authorized b Franchisor, such as supermarkets,
grocery stores or convenience stores
(ii) A PQR Distribution Point or Distribution Point is an system other than a
PQR Restaurant, where Authorized PQR Products using Franchisor's Marks are
sold, such as carts, kiosks, vending machines or other product distribution
systems developed now or in the future and authorized by Franchisor
(iii) A PQR Restaurant is a restaurant or other outlet, whether a Traditional
Restaurant or a Nontraditional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thr sale of
Authorized PQR Products, as defined below, that is operate under Franchisor's
Marks, as defined below, and is authorized by a Franchise o License Agreement
made or approved by Franchisor
(iv) A Nontraditional Restaurant is a PQR Restaurant locate within another
primary business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businesses, some o which may be
other fast-food type operations
(v) A Traditional Restaurant is a business premises that exists primarily as a
PQR Restaurant. However, such Traditional Restaurant may als have other types
of businesses located in it, but in such case the PQR Restaurant is the primary
business
(vi) A System Restaurant is a PQR Restaurant from which Past Central
Authorized Products are sold for on-premises or off-premise consumption, and from
which Authorized PQR Products may be delivered for off-premises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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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uthorized Products or PQR Authorized Products are products approved or
authorized by 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r of this Agreement
WHEREAS, Franchisor is the owner of the trademark “PQR”,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been filed with, or a registration has been issued
by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ranchisor may in the future become the owner, licensee and/or
authorized distributor for related trademarks, including logos and designs
(collectively, “Franchisor's Marks”); and
WHEREAS, Franchisor has developed and continues to develop a system for
merchandising PQR authorized products, which system includes distinctive signs,
food recipes, uniforms, and various trade secrets and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in some cases also includes architectural designs, equipment
specifications, layout plans, inventory, record-keeping and marketing techniques
(the “System”). The System is materially reflected in Franchisor's Operations
Manual, Local Restaurant Marketing Manual and Construction Manual
(collectively, the “Manuals”). Franchisor identifies the System by Franchisor's
Marks, and such other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logos and
designs as may be designated by Franchisor in writing as being authorized for
use under the System. Franchisor's Marks identify for the public the source of
the service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Franchisor; and
WHEREAS, the System as used in existing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and PQR Distribution Points have established or will establish a
reputation for quality, cleanliness, appearance and service, and through such
operations and continued marketing and advertising efforts, have created demand
and goodwill for the authorized PQR food products sold as a result of which the
System has acquired valuable goodwill and a favorable reputation; and
WHEREAS, Operator desires to enjoy the benefits of (i) operating under the
System and using Franchisor's Marks, and (ii) being authorized and licensed to
operate one System Restaurant as set forth below within the System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established by Franchisor; and
WHEREAS, Franchisor is willing to grant Operator a license under Franchisor's
Marks and the System, subject to Operator's strict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NOW, THEREFORE,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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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FRANCHISE RIGHT GRANTED, LOCATION.
1.1 GRANT. In consideration of the issuance of the franchise granted herein,
Operator shall pay to Franchisor the non-refundable sum of $Price (the
“Initial Fee”). In exchange, Franchisor hereby awards Operator the
exclusive right to open and operat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one System Restaurant specializing in selling high quality limited and
specific food items as specified by Franchisor in Franchisor's Operations
Manual, or subsequently added in accordance with Operations Manual
amendments, under the name PQR at a location to be mutuall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No exclusive or protected market is intended to be
granted by this Article. The Initial Fee shall be deemed fully earned by
Franchisor upon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Franchisor and
Operator and shall not be refunded, in whole or in part,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at any other time or under any other
circumstances.
1.2 LICENSE. Franchisor hereby grants and awards to Operator, for the term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any renewal term, beginning on the date
of this Agreement, the right and license, and Operator hereby undertakes
the obligation, to operate the business described in this Agreement under
Franchisor's Marks and such other of Franchisor's Marks as may be
designated by Franchisor, to operate such business solely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and only at the specific location to be agreed upon by
Franchisor and Operator (the “Location”).
1.3 LOCATION. No Location has been agreed upon at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set forth and identified in this
Agreement or an attached rider. Upon the leasing of the Location,
Operator agrees to sublet the Location from an independent corporation
designated by Franchisor, on the approved sublease form annexed to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the “UFOC”, as
further defined in Article 18). Any material violation of the sublease that
is not cured after notice is given and within the applicable grace periods,
as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sublease for the Location, is a violation
of this Agreement. The signing of the sublease for the Location, or
Operator's or any of its principle stockholder's or officer's written
approval of the master lease for the Location, shall constitute Operator's
approval of the Location. Operator shall engage only in the business of
operating a System Restaurant at the Location and no other, excep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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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Operator acknowledges its sole
responsibility for finding the Location and that Franchisor is not obliga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obtain an approved location for Operator.
Franchisor's area subfranchisor, if any, as identified herein, however, may
voluntarily (without obligation) assist Operator in obtaining an approved
location, as well as other approved locations for other System Restaurant
operators who have executed existing franchise agreements.
ARTICLE 2. INSTALLATION AND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or, at its own expense, shall (i) renovate the Location into a System
Restaurant; (ii) obtain all necessary governmental permits and licenses prior to
beginning the renovation of its Location into a System Restaurant and Operator
shall fully complete the renovation, construction and equipping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Operator shall commence operation of each System
Restaurant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following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renovation and equipment installation at the Location, and shall give Franchisor
ten (10) days written notice prior to commencing operations. In no event shall
Operator construct or remodel the interior or exterior of any System Restaurant
or make any improvements which vary from the then-current standards, plans,
and specifications approved by Franchisor, without first obtaining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Operator, at its own expense, shall obtain all municipal
and state licenses necessary to operat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prior to
commencing business at its System Restaurant and shall maintain all licenses in
full force and effec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RTICLE 3. TRAINING.
3.1 Operator will designate individuals (up to 4 persons) as trainee(s) to attend
Franchisor's training school in Atlanta, Georgia (the “PQR Training
School”) or at another training location selected by Franchisor. Franchisor
will offer initial training programs for Operator and its management
employees at times selected by Franchisor. Franchisor will bear the costs
of providing training programs, including the overhead costs of training,
staff salaries, materials, and all technical training tools. Operator shall pay
all traveling, living, compensation, and other expenses incurred by
Operator and/or Operator's employees in connection with attendance at
training programs. The training program and manner of conducting such
program shall be at Franchisor's sole discretion and control. The training
course will be structured to provide practical train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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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 System Restaurant.
3.2 Operator will not allow any System Restaurant to be opened or managed
by any person who has not attended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management training course designated by Franchisor. If Operator is an
individual, and does not manage its System Restaurant on a day-to- day
basis, and in the event its designated System Restaurant manager resigns
or is terminated, Operator must arrange to have the successor restaurant
manager (i) begin the required training course within forty-five (45) days
of first assuming the duties of a restaurant manager and (ii) successfully
complete the course. Provided Operator successfully completes the training
program, the required training course conducted at Franchisor's facilities
will not extend beyond two (2) weeks. However, the course conducted at
Franchisor's facilities, requires an additional 96 hours of operational
training in a Franchisor-approved System Restaurant.
3.3 If at any time the trainee voluntarily withdraws from, or is unable to
complete its training, or fails to demonstrate an aptitude, spirit or ability
to comprehend and carry out the course of study to the reasonable
satisfaction of Franchisor, then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Operator's trainee to attend other training class(es) or to perform
additional operational training until Franchisor is reasonably satisfied that
Operator's trainee has satisfactorily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Operator may not open its System Restaurant until training is completed
to Franchisor's reasonable satisfaction.
3.4 In the event of a sale to a third party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fter opening, the transferee must be trained in the PQR Training School
as a condition of Franchisor's consent to such transfer. All tuition costs
for such training shall be deemed paid upon receipt by Franchisor of five
(5%) percent of the sales price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du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herein. In the event of an approved non-sale
management transfer to a third party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the transferee shall attend the PQR Training School and pay to Franchisor
the training fee, which fee shall not exceed $1,500. No System Restaurant
shall open or re-open until the PQR Training School certifies that the
transferee is approved to operate the respective System Restaurant.
3.5 Additional training sessions are available at Operator's request and
expense, and at Franchisor's request, at Operator's expense, excep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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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l training course itself. Operator's attendance at additional
training sessions is mandatory if they are scheduled in Operator's state.
For these additional training sessions, Franchisor will provide the
instructor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but Operator must arrange for
transportation, lodging and food for itself and/or its manager. The cost
will depend on the distance Operator must travel and the type of
accommodations Operator chooses. Additionally, all Operators must attend
regional meetings when and if established by Franchisor, and must attend
annual national conventions when and if scheduled, and pay the
registration fee.
ARTICLE 4. MANUALS AND STANDARDS OF OPERATOR
QUALITY, CLEANLINESS AND SERVICE.
4.1 STANDARDS.
In order to promote the value and goodwill of Franchisor's Marks and the
System and to protect Franchisor's Marks and the other PQR operators who
comprise the PQR franchise system, Operator agrees to conduct its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omulgated by Franchisor as follows:
4.2 MANUALS.
4.2.1 In the Manuals and other publications, Franchisor will list authorized
products to be sold by Operator, and promulgate standards of
operation for System Restaurants, including standards of quality,
cleanliness, and service for all food, beverages, furnishings, interior
and exterior decor, supplies, fixtures, and equipment used in
connection with each System Restaurant. Operator agrees to operate
its System Restauran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the Manuals, this Agreement and the
sublease for the Location. Operator further agrees that changes in the
menu, or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and procedures may become
necessary from time to time and agrees to accept as reasonable all
modifications, revisions and additions to the Manuals as authorized by
Franchisor. The sale of any product or service at the Operator's
Location,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shall constitute a
material violation of this Agreement.
4.2.2 The Manuals and all amendments to the Manuals (and copies thereof)
are copyrighted and remain Franchisor's property. They are loaned to
Operator for the term of the Agreement, and must be returned to
Franchisor upon the Agreement's termination, expir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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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newal. The Manuals are highly confidential documents which
contain certain trade secrets of Franchisor, and Operator shall never
reveal, and shall take all reasonable precautions, both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to assure that its employees or any other
party under Operator's control, shall never reveal any of the contents
of the Manuals or any other publication, recipe or secret provided by
Franchisor, except as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4.3 HOURS.
Franchisor and Operator agree that the hours of operation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re at a minimum, 10:00 am. to 12:00 p.m. (midnight), 7
days per week, and Operator agrees to operate its System Restaurant
during such hours. If the Location is in a mall or shopping center, the
hours of the mall or shopping center shall control. Operator shall diligently
and efficiently exercise
its best efforts to achieve the maximum gross sales possible from its
location, and will be open for business not less than 14 hours per day,
seven days per week, unless additional opening hours are reasonably
required to maximize operations and sales. If such hours are incorrect in
relation to the sales potential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then
Franchisor and Operator shall reasonably adjust such hours by jointly
establishing new hours of operation. It is acknowledged that the hours of
other operators will vary in relation to each respective location, and local
legal restrictions, if any.
4.4 APPEARANCE.
From time to tim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may need a cosmetic
improvement or equipment change or additio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Manuals and/or to maintain proper operations and an aesthetic appearance
and professional image. Accordingly, Franchisor may require remodeling and
renovation, and modifications to existing equipment and improvements as is
reasonably necessary. Franchisor shall not require any such work at a
particular System Restaurant less than three (3) years after the opening of
the System Restaurant except: (i) for additional equipment if new food
preparation methods or products are developed and authorized by
Franchisor; (ii) if repairs or repainting are necessary to maintain the
appearance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Location in a clean and
orderly condition satisfactory to Franchisor; or (iii) upon the sale of th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Within ninety (90) days after recei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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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notice, Operator shall fully implement and complete such changes to
its System Restaurant operating under this Agreement.
4.5 PRODUCT LINE AND SERVICE.
Operator agrees to only serve the approved limited product line items
specified by Franchisor in this Agreement or in the Manuals and to follow
all specifications and formulas of Franchisor as to specifications, contents,
weight and quality of products served to its customers from Operator's
System Restaurant.
4.6 CONTAINERS, FIXTURES AND OTHER GOODS.
4.6.1 Operator agrees that all food and drink items will be served in
containers bearing accurate reproductions of Franchisor's Marks. All
containers, napkins, bags, cups, matches, menus and other packaging
and like articles used in connection with Operator's System Restaurant
shall conform to Franchisor's specifications, shall be imprinted with
Franchisor's Marks and shall be purchased by Operator from a
distributor or manufacturer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s
provided in Article 8, which approval wi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4.6.2 No item of merchandise, furnishings, interior and exterior decor items,
supplies, fixtures, equipment or utensils bearing any of Franchisor's
Marks shall be used in or upon any System Restaurant unless the
same shall have been first submitted to and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RTICLE 5. MENUS, UNIFORMS, INSPECTIONS, SIGNS.
5.1 MENUS.
5.1.1 Operator shall not manufacture, advertise for sale, sell or give away
any product unless such product has been approved in the Manuals as
an authorized product for sale in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nd
not thereafter dis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ll approved
products shall be distributed under the specific name designated by
Franchisor. Operator shall establish all menu prices in its sole
discretion. Operator shall offer for sale in its System Restaurant only
those food products which Franchisor designates as “approved and
authorized” or which Franchisor has made available as a
“regionalized” menu or has otherwise specifically approved in
writing (each, “Authorized Product”). No standard produc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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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d from the menu unless Operator is so instructed by
Franchisor.
5.1.2 Such “Authorized Products” shall be marketed by approved menu
formats to be utilized in Operator's System Restaurant. The approved
and authorized menu and menu format(s) may include, in Franchisor's
discretion, requirements concerning organization, graphics, product
descriptions, illustrations, and any other matters (except prices) related
to the menu, whether or not similar to those listed. In Franchisor's
discretion, the menu and/or menu format(s) may vary depending upon
region, market size, and other factors. Franchisor may change the
menu and/or menu format(s) from time to time or region to region or
authorize tests from region to region or authorize non-uniform regions
or non-uniform System Restaurant(s) within regions, in which case
Operator will be given a reasonable time (not longer than thirty (30)
days) to discontinue use of any old menu format(s) and implement use
of the new menu format(s).
5.1.3 Operator shall, upon receipt of notice from Franchisor, add any
Authorized Product to its menu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contained
in the notice. Operator shall have a minimum of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in which to fully implement any such
change. Operator shall cease selling any previously approved product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that the product is no
longer approved.
5.1.4 The Authorized Products sold by Operator shall be of the highest
quality, and the ingredients, composition, specifications, and
preparation of such food products shall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and recipes provided by Franchisor or contained in Franchisor's
Operations Manual, and with the further requirements of Franchisor
as they are communicated to Operator from time to time.
5.2 COMPLIANCE.
Operator shall operate each of its System Restaurants as a clean, orderly,
legal and respectable place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Franchisor's
business standards and merchandising policies, and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ordinances, laws, statut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operation
of such premises, including all disability, food and drug laws and regulations.
Operator shall not allow any Location or part of a Location to be used for
any immoral or illegal purpose.
5.3 SIGNS, DESIGNS AND FORMS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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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Operator shall maintain a suitable sign or awning at, on, or near the
front of the Location, identifying the Location as a “PQR
Restaurant”. Such sign shall conform in all respects to Franchisor's
requiremen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yout and design plan
approved for the Location, except to the extent prohibited by local
legal restrictions.
5.3.2 No exterior or interior sign or any design, advertisement, sign, or form
of publicity, including form, color, number, location, and size, shall be
used by Operator or any Association (as defined below) unless first
submitted to Franchisor and approved in writing (except with respect
to prices). Any request by Operator for such approval shall be
properly submitted in duplicate to: (i) Franchisor's Legal Department,
Attention: General Counsel, 740 Broadway, New York, New York 10003;
and (ii) Franchisor's marketing department, 1775 The Exchange, Suite
600, Atlanta, Georgia 30339. Franchisor shall respond to such request
within thirty (30) days of its receipt. Whenever Operator elects to
utilize, in the form supplied, advertising supplied by Franchisor or any
promotional item specifically approved by Franchisor, no further
approval for use of such material is required. Upon written notice
from Franchisor, Operator shall discontinue and/or remove any
objectionable advertising materials or any other materials not suitable
for display, in Franchisor's sole discretion.
5.4 UNIFORMS AND EMPLOYEE APPEARANCE.
Operator shall cause all employees, while working in System Restaurants,
to: (i) wear uniforms of such color, design, and other specifications as
Franchisor may designate from time to time, and (ii) present a neat and
clean appearance. If the type of uniform utilized by Operator is removed
from the list of approved uniforms, Operator shall have sixty (60) days from
receipt of written notice of such removal to discontinue use of its existing
inventory of uniforms and implement the approved type of uniform.
5.5 VENDING OR OTHER MACHINES.
Operator shall not permit vending or game machines or any other
mechanical device to be installed or maintained in its Location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5.6 INSPECTION.
5.6.1 Franchisor's authorized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enter
upon the entire main floor and basement of Operato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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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during business hours, without disrupting Operator's business
operations, for the purposes of examining same, conferring with
Operator's employees, inspecting and checking operations, food,
beverages, furnishings, interior and exterior decor, supplies, fixtures, and
equipment, and determining whether the business is being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he System and the Manuals.
5.6.2 In the event any such inspection indicates any deficiency or
unsatisfactory condition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or the Manual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quality,
cleanliness, service, health and authorized product line, Franchisor will
notify Operator in writing of Operator's non-compliance with the
Manuals, the System, or this Agreement. Operator shall have
twenty-four (24) hours after receipt of such notice, or such other
greater time period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may provide,
to correct or repair such deficiency or unsatisfactory condition, if it
can be corrected or repaired within such period of time. If not,
Operator shall within such time period commence such correction or
repair and thereafter diligently pursue it to completion.
ARTICLE 6. ADVERTISING AND FRANCHISEE ASSOCIATIONS.
6.1 Operator and Franchisor acknowledge the value of advertising and
accordingly Operator agrees to pay 4% of its gross sales for each and
every week of its operations to Franchisor (the “Advertising Fee”).
These funds will be deposited, at Franchisor's sole discretion, into a
segregated advertising account (with other advertising collections)
controlled by Franchisor or to a regional advertising cooperative covering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dvertising payments will then be spent
for advertising to benefit Operator and/or all or regional operators of
System Restaurants. The Advertising Fee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scribed in Article 9.
6.2 Franchisor, at its sole discretion, may spend the collected fees directly, or
may authorize payment of the advertising collections for media time,
production of media materials, whether for radio, television, newspapers or
store level materials such as flyers, or posters, or for any other type of
advertising or marketing use. Franchisor is not, under any circumstances,
obligated to contribute to any national or local advertising fund, program,
Association, or other organization any advertising fees or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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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Franchisor encourage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voluntary Operator
Cooperative Advertising Associations (each an “Association”). Each
Association shall function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ohesive team to
coordinate advertising, marketing efforts and programs and maximizing the
efficient use of local advertising media. If an Association is formed for
Operator's region, each Operator must participate in the Association or
lose its right to vote as to decisions regarding advertising and marketing
efforts and programs.
6.4 If requested, Franchisor will assist in establishing an Association or
otherwise assist in deciding how to allocate all or part of the advertising
funds paid by Franchisor to the Association (such funds will be paid to
each Association at the Franchisor's sole discretion, who is entitled to
expend the funds at its sole discre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Franchisor elects to pay all or a portion of the
advertising collections to an Association and if one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s and is not resolved by the Association, then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exercise sole decision-making power over the
advertising funds: (i) if an Association ceases functioning; or (ii) an
impasse arises because of the inability or failure of the Association
members to resolve any issue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r effective
functioning of an individual Association; or (iii) an Association fails to
function in a productive or harmonious manner; or (iv) an Association is
unable to approve any advertising program within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thirty (30) days.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establish
general standard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ll Associations, advertising
agencies retained by Associations, and advertising programs conducted by
Associations. No decisions shall be made or advertising funds spent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Franchisor charges $10 per
restaurant per month to each Association as a reimbursement/ collection/
service fee before distributing the collected moneys to each Association.
6.5 Operator acknowledges receipt of Franchisor's UFOC which refers to (a)
PQR Brand Development Fund, Inc. ("BINBDFI"); (b) and the Council of
PQR Suppliers; (c) a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 (d) the Grand
Opening event, and (e) the Initial Program as explained below.
6.5.1 BINBDFI is the non-profit entity authorized to receive marketing
allowances and payments from PQR distributors, manufacturers and
other entities that are associated in business, directly or indirectly,
with Franchisor or the System or its operators or any par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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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ivities of BINBDFI are controlled by Franchisor as consulted
and advised by PQR operators elected to the PQR Franchisee
Advisory Council and subfranchisors elected to the PQR Subfranchisor
Advisory Council (collectively the “Council”). By execution of this
Agreement, Operator consents to the receipt of such funds by
BINBDFI or its successors, as well as the expenditure thereof for
advertising and marketing expenses. These expenses may include costs
for personnel, management fees, advertising agencies, operating
expenses, matching fund programs,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ve expenses, production of educational or training
materials, production of commercials, focus groups or other studies,
the purchase of television or radio or other media time, print
advertising, restaurant design studies or modifications, consultants and
such other marketing and advertising uses as may be authorized by
Franchisor. If there is a refusal or inability to participate in such
decisions by the Council or portions thereof, or if there are no
elected representatives of franchisees or subfranchisors, Franchisor is
hereby granted the power and authority to authorize expenditures of
the fund without such consultation or advice.
6.5.2 By execution of this agreement, Operator consents to the formation
and existence of the PQR Brand Building Fund, Inc., its right and
privilege to seek voluntary contributions of 1% to 3% of gross sales,
or any higher fee or a flat fee if a sales percentage is not practical,
from all PQR manufacturers, distributors, vendors and purveyors who
sell products or provide services to the PQR System or PQR Brand
Building Fund, Inc., and the system of authorizing utilization of these
collections and any resulting expenditures thereafter.
6.5.3 The Council of PQR Suppliers is an association composed of approved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the Franchisor,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nd improving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f improved
Authorized Products. This Council reimburses Franchisor for employee
and other expenses involved in the distribution and manufacturing of
Raw Materials. Operator consents to the receipt of such funds by
Franchisor;
6.5.4 Franchisor and certain manufacturers have established or may agree
to establish a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 for improvement of
specific Authorized Products and Operator consents to Franchisor's
receipt of reimbursement funds arising from expenses incurred in such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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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In addition to the Advertising Fee, Operator agrees to spend a
minimum of $4,000 for its “Grand Opening” promotion as designated
by Franchisor. The "Grand Opening" event is required for all
operators and functions to introduc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to
the public. The application and use of the "Grand Opening" funds
shall be controlled by Franchisor's marketing department.
6.5.6 During the first twelve months after the opening of its System
Restaurant, Operator agrees to implement an initial local restaurant
marketing plan which includes coupon and monthly events (the
“Initial Program”). To fund the Initial Program, commencing two
weeks after the opening of its System Restaurant, Operator agrees to
pay Franchisor the sum of $2,000 by paying $40 per week for 50
consecutive week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in
Article 9. The application and use of the Initial Program funds shall
be controlled by Franchisor's marketing department or its designee.
ARTICLE 7. COMPANY MARKS AND ADDITIONAL MARKS.
7.1 The license and related rights to use the System, the Manuals,
Franchisor's Marks and any other proprietary products granted by this
Agreement are applicable only with respect to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t the Location, and not elsewhere, except in the event of a
relocation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This Agreement does not
authorize the use of mobile vending vehicles, carts, kiosks or any other
non-traditional delivery systems.
7.2 Operator shall not interfere in any manner with, or attempt to prohibit,
the use of Franchisor's Marks by any other Operator of Franchisor or in
connection with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distribution points or any
other system used to distribute PQR authorized or branded products.
7.3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in Franchisor's sole discretion, obtain
additional trademark and/or service mark rights in words and/or designs. In
the event of any of these occurrences, Franchisor may license Operator
to use those trademarks or service marks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Operator that such marks now form part of Franchisor's Marks. The term
of such license will be coextensive with the term of this Agreement or as
otherwise established by Franchisor, and will be subject to all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the use of those rights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in the notice granting Operator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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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DISTRIBUTION AND PURCHASE OF EQUIPMENT, SUPPLIES, AND
OTHER PRODUCTS.
Operator agrees to use only Franchisor's approved products and portion
control formulas in the preparation of Authorized Products. Operator further
agrees to only buy Raw Materials, as defined below,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Franchisor's specifications from approved manufacturers, distributed by
approved distributors, and sold to Operator as follows:
8.1 DEFINITIONS.
8.1.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distributor” is defined as any
entity, except a manufacturer, that directly or indirectly delivers raw
materials to the Operator. A “manufacturer” is defined as the entity
that manufactures and/or sells the raw materials to a distributor. Raw
Materials means all of the products purchased from distributors, and/or
manufactured or sold by manufacturers or production entities which are
used in the creation of Authorized Products. Raw Material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rinted paper goods, meats (cooked and uncooked),
cheeses, produce, pastas (cooked or uncooked), seafood, bakery products,
grocery items, clothing, processed foods, dressings, desserts, seasonings,
spices, condiments, sauces, frozen entrees, prepared entrees, packaged
entrees, frozen meals, prepared meals, packaged meals and such other
items as designated by Franchisor as Raw Materials (collectively, the
“Raw Materials”). “Authorized” means approved by Franchiso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
8.2 DISTRIBUTORS.
8.2.1 Operator acknowledges that it is generally unrealistic from a cost and
service basis to have more than one distributor in the market area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nd that to obtain the lowest
distribution costs, all regional operators should only purchase from one
authorized PQR distributor. Operator agrees to only purchase all
equipment, supplies, Raw Materials and other product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its System Restaurant solely from
Authorized distributors, and other authorized sources who demonstrate,
to the continuing reasonable satisfaction of Franchisor, the ability to
meet Franchisor's then-current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such
items; who possess adequate quality controls and capacity to supply
Operator and all other System operators needs promptly and reliably;
who demonstrate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work with Franchis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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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the assistance needed by the those operators in the region
and all other System Operators; who agree to distribute all authorized
PQR products; who comply with Franchisor's reasonable requirements;
and who have been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nd not
thereafter disapproved.
8.2.2 If Operator desires to purchase any items from an unapproved
distributor, whom Operator desires to become an Authorized
distributor, Operator shall first submit a written request, in duplicate,
for such approval to Franchisor, addressed to (i) President: __________
and (iii) General Counsel,_______________, accompanied by a similar
written request for approval from the proposed distributor.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that the proposed distributor provide
reasonable financial, operation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garding
its business and that Franchisor's representatives be permitted to
inspect the proposed distributor's facilities and establish economic
terms, delivery, service and other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other
distribution relationships for other system restaurants. The proposed
distributor shall pay to Franchisor in advance all of Franchisor's
reasonable costs in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distributor to
service the Operator as well as all current and future reasonable
costs related to inspecting and reinspecting the distributor's facilities,
equipment, Raw Materials in the distributor's possession at any time.
Franchisor may revoke its approval upon the distributor's failure to
continue to meet any of Franchisor's criteria.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require Franchisor to approve any distributor. Upon the receipt
by Franchisor of Operator's and the proposed distributor's request for
approval in full compliance of this article and the completion of all of
the inspections needed by Franchisor to evaluate the distributor,
Franchisor will notify Operator of its decision within 90 days after the
receipt of a completed request for approval o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s (if required). In the event an alternate approved
distributor to the recommended distributor is used by Operator, as a
condition thereof Operator and all other operators shall authorize the
alternate distributor to provide to Franchisor duplicate purchase
invoices for Franchisor's records and inspection purposes and to
otherwise comply with Franchisor's reasonable requests.
8.3 MANUFACTURERS.
8.3.1 The parties agree that Franchisor's product specifications and portion
control system are highly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r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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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of Franchisor. In order to (i) achieve appropriate pricing, (ii)
obtain the specially formulated PQR authorized Raw Materials for
Operator and all of Franchisor's System Restaurants, and (iii) establish
consistent uniformity of PQR products, Operator acknowledges that
purchasing by all System or regional operators from approved
manufacturers is a necessit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quality and
uniformity of product and the significance of product specifications and
portion control in the preparation of Authorized Products to achieve
and maintain such quality and uniformity, it is to the mutual benefit of
the parties that Franchisor closely control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Raw Materials used to produce authorized products
sold by Operator. Similar considerations may also apply to other
products which Franchisor may develop in the future. Operator
therefore agrees to purchase only Raw Materials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Franchisor's specifications and quality standards by
approved manufacturers who demonstrate, to the continuing reasonable
satisfaction of Franchisor, the ability to meet Franchisor's then-current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such items; who possess adequate
quality controls and capacity to meet the needs of Operator and all
other System Operators in a given region or territory promptly and
reliably; who demonstrate the ability and willingness to work with
Franchisor and to provide the assistance needed by the PQR System
and who have been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nd not
thereafter disapproved.
8.3.2 If Operator desires to purchase any items from an unapproved
manufacturer, who Operator desires to become an Authorized
manufacturer, Operator shall first submit a written request, in
duplicate, for such approval to Franchisor, addressed to (i) President:
_______ and (ii) to General Counsel, ______________ accompanied by
a similar written request for approval from the proposed
manufacturer.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that the
proposed manufacturer provide reasonable financial, operation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garding its business and that Franchisor's
representatives be permitted to inspect the proposed distributor's
facilities and establish economic terms, delivery, service and other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other with other manufacturing
relationships for other system restaurants. The proposed manufacturer
shall pay to Franchisor in advance all of Franchisor's reasonable costs
in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manufacturer to service the
Operator as well as all current and future reasonable cost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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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ing and reinspecting the manufacturer's facilities, equipment and
Raw Materials at any time. Franchisor may revoke its approval upon
the manufacturer's failure to continue to meet any of Franchisor's
criteria.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require Franchisor to approve any
manufacturer. Upon the receipt by Franchisor of Operator and the
proposed manufacturer's request for approval in full compliance of this
article and the completion of all of the inspections needed by
Franchisor to evaluate the manufacturer, Franchisor will notify
Operator of its decision within 90 days after completion of such
application and inspections. If an alternate approved manufacturer to
the recommended manufacturer is used by Operator, as a condition
thereof Operator and all other operators shall authorize the alternate
manufacturer to provide to Franchisor duplicate purchase invoices for
Franchisor's records and inspection purposes and to otherwise comply
with Franchisor's reasonable requests.
8.4 PURCHASE OBLIGATIONS.
Operator agrees to purchase the following items from the approved distributor
and manufacturer designated by Franchisor:
8.4.1 all Branded PQR Products that bear Franchisor's Marks; Franchisor has
a long term strategic plan to create another profit center for Operator
as to in-store sales in System Restaurants and by the sale of PQR
branded products in other retail and wholesale locations, such as
supermarkets, grocery stores, etc. To accomplish this goal, Franchisor
intends to develop such products. To effectuate this long term
strategy, Operator agrees to cooperate with Franchisor with respect to
the purchase, display and sale of any Branded Products authorized for
sale by Franchisor. Operator consents to the receipt by Franchisor of
licensing fees from manufacturers who manufacture Branded Products,
which fees compensate Franchisor for such use of Franchisor's Marks.
8.4.2 certain PQR standard exterior and interior signs; These signs require
the prior fabrication of sign molds or advance production in quantity
to be either affordable or promptly available. If Franchisor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approved sign manufacturer(s),
granting rights to use Franchisor's Marks in connection with the signs
and to sell such signs to PQR operators, Operator agrees to purchase
its signs from the authorized sign manufacturer(s).
8.4.3 Coca-Cola fountain service products: Franchisor has entered into an
exclusive agreement with the Coca-Cola Company to be the only
approved fountain service beverage supplier to the PQ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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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agrees to only use the fountain service Coca-Cola products
authorized by Franchisor and no other beverages, unless replacement
or additional beverages ar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8.4.4 Operator agrees that at such times that Franchisor establishes a
regional or national purchasing program for any of the Raw Materials,
which may benefit Operator by reduced price, lower labor costs,
production of improved Authorized Product(s), increased reliability in
supply, improved distribution, Raw Material cost control (establishment
of consistent pricing for reasonable periods to avoid market
fluctuations), improved operations by Operator or other tangible
benefits to Operator, Operator will participate in such purchasing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such program.
ARTICLE 9. CONTINUING FRANCHISE FEES, REPORTS, BOOKS AND RECORDS.
9.1 CONTINUING FRANCHISE FEES.
9.1.1 Operator shall pay to Franchisor weekl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any renewals or extensions thereof, 6% of the
weekly gross sales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gross sales,” means gross revenues (excluding
price discounts and allowances) received by Operator as payment,
whether in cash or for credit (and, if for credit, whether or not
payment is received therefor), for all beverages, food, and other
goods, services, and supplies including all sales from approved
co-brands as described in Article 23 sold in or from each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s, and gross revenues received by
Operator from any other busi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revenues from any mechanical or other device, such as vending or
game machines installed at the Location) operated at the Location,
excluding sales taxes.
9.1.2 At Franchisor's request, Operator shall promptly execute or re-execute
within five (5) days after Franchisor's request, and deliver to
Franchisor appropriate pre-authorized check forms or such other
instruments or drafts required by Franchisor's bank, payable against
Operator's bank account, to enable Franchisor to electronically (draft
on Operator's account by electronic withdrawal), collect the 6% and
4% (see Article 6) of gross sales payabl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t Franchisor's request, Operator shall, within 5 days after
such request, promptly perform such acts as to enable Franchisor or
its designee to connect its computers to Operator's compute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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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s POS System so that Franchisor or its designee may
electronically obtain statistical information regarding Operator's
business activities that Franchisor may in its sole discretion may seek
to obtain. Operator agrees to not disconnect Franchisor or its designee
from such connection or phone line at any time, for any reason,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Operator specifically
authorizes Franchisor to either “upload” or “download” information
in and from or to its computers, cash registers or other such devices
as allowed by law, as it relates to the System Operation by internet,
intranet and other networks or other means as they become available.
9.1.3 Operator shall report its gross sales by telephone within two (2) days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week (currently Tuesday) or at such
other times as are established by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Operator shall submit written weekly summaries showing results of its
operations by the following Saturday. If Operator fails to report its
sales on a timely basis, Franchisor may estimate the amount of
Operator's sales. Franchisor will then deposit or transfer the reported,
or in the absence of a report, the estimated, amounts due into its
own account, using the System Operator's pre-authorized checks or
other instruments. If any draft, electronic or otherwise, is unpaid
because of insufficient funds or otherwise, then Operator shall pay
Franchisor's expenses arising from such non-payment, including bank
fees in the amount of at least $30, hourly staff charges arising from
such default, and any other related expenses incurred by Franchisor.
By the 5th day of each month Operator shall pay to Franchisor any
sums unpaid for the prior month to adjust for sales owed for any
partial week or sales that were unpaid, improperly recorded or not
credited on Operators books and records. Operator hereby agrees to
pay any sales, use or other tax now or hereinafter imposed on
franchise fees, advertising fees or any additional rental collected under
the sublease for the Location, imposed by any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al authorities. Franchisor, at its sole discretion, may collect
the taxes in the same manner as franchise fees are collected herein
and if Franchisor collects such taxes, Franchisor shall promptly pay
the tax collections to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uthority.
9.2 REPORTS AND INSPECTION OF RECORDS.
9.2.1 Operator shall submit to Franchisor a quarterly Profit and Loss
Statement, signed and certified by Operator. The Profit and Loss
Statement shall be prepared by a Certified or Public Accounta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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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shall
provide Operator's sales, expenses and financial status with respect to
Operator's System Restaurant. Operator shall submit to Franchisor a
copy of the original signed 1120 or 1120S tax form each and every
year or any other forms which take the place of the 1120 or 1120S
forms. Operator shall also provide Franchisor with copies of signed
original sales and use tax forms contemporaneously with their filing
with the appropriate state or local authority.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such further information concerning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s Franchisor may from time to time reasonably
request.
9.2.2 Upon 10 days prior written notice, Franchisor, its agents or
representatives may audit Operator's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establish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connection with such audit(s) or other operational
visits, Operator agrees to keep its cash receipts records, weekly and
monthly control forms, accounts payable records including all
payments to Operator's suppliers in its System Restaurant or at its
business office for three (3) years after their due date, which records
shall be available for examination by Franchisor or its
representative(s), at Franchisor's request. Without any prior written
notice, Franchisor, its agents or representatives may inspect
Operator's entire System Restaurant and Operator's daily, weekly and
monthly statistical information (“Redbook Information”) which is
required under the Operational Manual. Operator shall make such
Redbook Information available for such inspections in recognition that
an operational inspection cannot succeed without review of essential
statistical information.
9.2.3 If any audit or other investigation reveals an under-reporting or
under-recording error of five (5%) percent or more, then in addition
to any other sums due, the expenses of the audit/inspection shall be
borne and paid by Operator upon billing by Franchisor, plus interest
at the highest compound rate authoriz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ystem Restaurant is located, but not to exceed the rate of fifteen
(15%) percent per annum.
9.2.4 Operator acknowledges that Franchisor's Operations Department
regularly reviews ongoing operations at System Restaurants to ensure
consistency of products and service and compliance with the Manuals
and this Agreement. Operator therefore agrees to promptly complete
and submit all forms requested by Franchisor'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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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whether on a daily, weekly or monthly basis.
Non-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constitutes a material viol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0. COVENANT REGARDING OTHER BUSINESS INTERESTS.
10.1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only, “Operator” shall mean and include
the individual Operator; Operator's spouse and minor children; Operator's
shareholders, officers, and directors, if Operator is a corporation; and any
one or more partners or participants in Operator, if Operator is a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or members, if Operator is an LLC.
10.2 Operator acknowledges that the PQR System is unique and distinctive and
has been developed by Franchisor at great effort, time, and expense, and
that Operator has regular and continuing access to valuable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training, and trade secrets regarding the PQR
System. Operator recognizes its obligations to keep confidential such
information as set forth herein. Operator therefore agrees as follows:
10.2.1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except with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Operator shall not, in any capacity whatsoever,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dividually or as a member of any
business organization, engage in the production or sale at retail or
wholesale of any Italian type food product or any other main course
item authorized by Franchisor, now or in the future approved by
Franchisor for use in Operator's System Restaurant, or have any
employment or interest in any firm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sale
of such products.
10.2.2 Upon the termination, expiration or nonrenewal of this Agreement, or
if Operator assigns or transfers its interest herein to any person or
business entity, or if any person identifi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terminates its relationship with Operator, then for a
period of sixty (60) months thereafter such Operator shall not, in any
capacity whatsoever,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dividually or as a
member of any business organization, engage in the production or
sale at retail of any Italian type food product, or have any
employment or interest in any firm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sale
at retail or wholesale of any such products, at a site within a radius
of five (5) miles of any of Operator's former System Restaurants or
within five (5) miles of any other System Restaurant or Distribution
Point then existing, unless Franchisor gives its prior writte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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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Operator violates the terms of this paragraph, Operator shall pay
to Franchisor, as liquidated damages, an amount equal to $5,000 per
month for each month this covenant is violated, plus six (6%) percent
of the gross sales achieved at the site during the continuation of
such violation.
10.2.3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e above covenants violates laws
affecting Operator, or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in a final
judgment to which Franchisor and Operator are parties, then the
maximum legally allowable restriction permitted by law shall control
and bind Operator. Franchisor may at any time unilaterally reduce
the scope of any part of the above covenants, and Operator shall
comply with any such reduced covenant upon receipt of written
notice.
10.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limit, restrain or otherwise affect
any right or cause of action which may accrue to Franchisor for any
infringement of, violation of, or interference with, this Agreement, or
Franchisor's Marks, System, trade secrets, or any other proprietary
aspects of Franchisor's business.
ARTICLE 11. INTERFERENCE WITH EMPLOYMENT RELATIONS.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Operator shall not employ or seek to employ, directly or indirectly, any person
serving in an executive, managerial or operational position who is at the time or
was at any time during the prior six (6) months employed by Franchisor or any
of its subsidiaries. Request for Franchisor's consent shall be sent in duplicate
and addressed in writing to Franchisor's Vice-President of Operations and to its
General Counsel.
ARTICLE 12. SUBFRANCHISORS, SALESMEN.
Inasmuch as this Agreement has not been executed by the Operator at the
office of Franchisor, Franchisor requires certain assurances that this Agreement
has been sol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Accordingly, in order to induce Franchisor to execute this Agreement, Operator
agrees to execute a Rider/Questionnaire to this agreement that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is relying upon the acknowledgments, representations and
commitments of Operator that no other salesman, staff member, entity, or
associate of Franchisor has met Operator regarding this franchise sale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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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and acceptance thereof other than those set forth therein. The rider shall
identify all sales persons involved in the sales, negotiation and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shall identify the subfranchisor.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rely on the Rider/Questionnaire, and Operator shall be bound by its contents.
ARTICLE 13. LOCAL RESTAURANT MARKETING MANUAL.
Operator acknowledges that Franchisor's local restaurant marketing (“LRM”)
manual and other marketing and advertising materials emphasize the
implementation of marketing efforts within a 3-mile radius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Such references, suggestions and emphasis do not directly or
indirectly grant to Operator a protected market or other exclusive right within
such 3-mile marketing area, but rather reflects the reality that Operator's local
marketing activities should initially be commenced in the area immediately
adjacent to its System Restaurant and that such marketing activities may b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ing activities of other PQR operators.
ARTICLE 14. NATURE OF INTEREST, AND TRANSFER.
14.1 GENERAL PROVISIONS.
14.1.1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successors and
assigns of Franchisor.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transfer or
assign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or legal entity who assumes its
terms and agrees to comply with Franchisor's obligations contained
herein. Franchisor shall have no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fter the effective date of
such transfer or assignment.
14.1.2 The rights and duties created by this Agreement are personal to
Operator. Accordingly,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herein, neither
Operator nor any person with an interest in Operator shall,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directly or indirectly sell, assign,
transfer, convey, give away, pledge, mortgage, or otherwise
encumber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f
Operator is a partnership, joint venture, LLC or corporation,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Operator. Any such purported
assignment occurring by operation of law or otherwise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shall constitute a default of this
Agreement by Operator, and shall be null and void. Except in the
instance of Operator advertising to sell its System Restaurant
pursuant to the terms hereof, Operator shall not,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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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offer for sale or transfer at public
or private auction or advertise publicly for sale or transfer, the
furnishings, interior and exterior decor items, supplies, fixtures,
equipment, Operator's sublease or the real or personal property
used in connection with Operator's System Restaurant.
14.2 CONSENT TO TRANSFER.
For all proposed transfers or assignments of this Agreement, and transfers
of more than 51% of the outstanding and issued stock of Operator by one
or more transfers or any transfer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effectively
changes management control of Operator, Franchisor wi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any transfer or assignment which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this Article, provided however, Franchisor shall not be
required to give its consent unless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assignment:
14.2.1 Upon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nd upon each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an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Operator and
at any other time upon Franchisor's request, Operator shall, within
five (5) days prior to such transfer or at any other time at
Franchisor's request, furnish Franchisor with an estoppel agreement
indicating any and all causes of action, if any, that Operator may
have against Franchisor or if none exist and a list of all
shareholders or partners having an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Operator, the percentage interest of each shareholder or partner,
and a list of all officers and directors, in such form as Franchisor
may require.
14.2.2 Operator's written request for transfer of either a partial or whole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Operator's System Restaurant must be
accompanied by an offer to Franchisor of a right of first refusal at
the same price offered by any bona fide buyer less five (5%)
percen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option, exercisable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receipt of such written notification, to send
written notice to Operator or such person that Franchisor or its
third-party designee, intends to purchase the interest which is
proposed to be transferred,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offered
by the third party. If Franchisor accepts such offer, the five (5%)
percent transfer/administrative fee due by Opera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shall be waived by Franchisor. Any material change in
the terms of an offer prior to closing shall cause it to be deemed a
new offer, subject to the same right of first refusal by 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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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14.2.9

or its third-party designee, as in the case of the initial offer.
Franchisor's failure to exercise such option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transfer.
The Operator is not in default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Manuals or any other obligations owed Franchisor, and all of its
then-due monetary obligations to Franchisor have been paid in full.
The Operator and its shareholders or members, if the Operator is a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have executed a general
release under seal, in a form prescribed by Franchisor,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Franchisor, its affiliates, subsidiaries,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subfranchisors and employees.
The transferee/assignee has demonstrated to Franchisor's satisfaction
that it meets all of Franchisor's then-current requirements for new
operators or for holders of an interest in a franchi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ossession of good moral character and reputation,
satisfactory credit ratings, acceptable business qualifications, and the
ability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transferee/assignee has assumed this Agreement by a written
assumption agreement approved by Franchisor, or has agreed to do
so at closing, and at closing executes an assumption agreement
approved by Franchisor.
The transferee/assignee, its manager or other employees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Restaurant have satisfactorily
completed Franchisor's training program.
The transferee/assignee executes such other documents as Franchisor
may require, including a replacement franchise agreement on the
then-standard franchise agreement form used by Franchisor, in order
to assume all of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to the same
extent, and with the same effect, as previously assumed by the
assignor.
At the completion of Operator's sale transaction, Operator shall pay
to Franchisor an administrative/transfer fee of five (5%) percent of
the gross selling price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or in the
event of a nonsale management transfer, a fee of $1,500 to cover
Franchisor's training expenses. This five percent (5%) administrative
transfer fee will not be due with respect to any transfer that
(together with all other related previous, simultaneous, or proposed
transfers) does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control of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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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 Operator's rights may pass to Operator's next of kin or legatee if
they assume Operator's obligations and attend and complete
Franchisor's training program. Upon Operator's disability, Operator
may sell the franchise or keep it, if operated by trained personnel.
14.2.11 Franchisor's consent to a transf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claims it may have against the transferring party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14.2.12 If Operator is an individual, Franchisor hereby consents to the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and any and all obligations referable
thereto without any fee charged by Franchisor to a corporation
principally owned by Operator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hereof.
Upon such assignment and assumption by the corporation along with
delivery of executed originals of same to Franchisor, an individual
Operator shall be released from any and all personal liability.
ARTICLE 15. TERM, DEFAULT AND TERMINATION.
15.1 TERM.
15.1.1 Provided Operator is not in defaul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its Location sublease and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or a period of twenty (20) years or for
any longer period coterminous with the term of the Location
sublease.
15.1.2 Operator may renew the rights granted by this Agreement for four
(4) additional terms of five (5) years each,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5.1.2.1 Operator gives Franchisor written notice of Operator's election to
renew not less than six (6) and not more than twenty-four (24)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then current term;
15.1.2.2 Operator is not in default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any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the Location sublease, the
Manuals or any monetary obligation owed to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and
15.1.2.3 At Franchisor's request, Operator shall undertake and complete the
reasonable renovation or modernization of its System Restaurant.
15.1.2.4 Operator shall execute Franchisor's then-current franchise agreement
and related agreements.
15.2 DEFAULTS WITHOUT OPPORTUNITY TO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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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shall be in default and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Operat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by it, without affording Operator any opportunity to cure the default,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15.2.1 Operator's knowingly or intentionally maintaining false books or
records, or submitting any false report or payment to Franchisor;
15.2.2 Operator's conduct of the System Restaurant licens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s so contrary to this Agreement, the System and the
Manuals as to constitute an imminent danger to the public health (for
example, selling spoiled food knowing that the food products are
spoiled or allowing a dangerous condition arising from a lack of
security for customers to continue despite Operator's knowledge of
such condition), or selling regularly unauthorized products to the
public after notice of default and continuing to sell such products
whether or not Operator has cured the default after one or more
notices;
15.2.3 The conviction of a felony, or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or
any other crime or offense that is reasonably likely, in the sole
reasonable opinion of Franchisor, to adversely affect the System,
Franchisor's Marks;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System or
Franchisor's interest in each of them by Operator's, or its controlling
or operating shareholders or members if Operator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Operator's partners if Operator is a partnership,
excluding non-managing partners
15.2.4 Operator's intentional disclosure or use of the contents of the
Manual, trade secrets or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provided to Operator by Franchisor in violation of this Agreement,
excluding acts of independent employees or others not under
Operator's control; or
15.2.5 If Operator repeatedly commits defaults under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ight (8) or more occasions in any twelve (12) month
period, or sixteen (16) or more occasions in any consecutive
twenty-four (24) month period, even if Operator cured each such
prior default, and even if Operator would otherwise be given an
opportunity to cure the current default.
15.2.6 Operator's, without Franchisor's consent, ceasing to operate or
otherwise abandoning its System Restaurant or, upon destruction of
its System Restaurant, failure to rebuild and resume oper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Cessation of the business shall not constitu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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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under this Agreement if caused by condemnation, expiration
of a Location lease pursuant to its terms at execution, natural,
governmental or supplier related causes out of Operator's control, or
when failure to rebuild following destruction of the System
Restaurant is prohibited by law or the Location lease. In the event
of terminat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15.2.6, the written notice
period shall commence five days from the date Franchisor sends
written notice to Operator. At the expiration of this time period,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erminated.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ceasing to operate or otherwise abandoning its System Restaurant
shall be defined as Operator's failure to open its PQR Restaurant for
business for five consecutive days.
15.3 DEFAULTS WITH OPPORTUNITY TO CURE.
15.3.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Operator shall have
ten (10) days after Franchisor's written notice of default within which
to remedy any default under this Agreement, and to provide evidence
of such remedy to Franchisor. If any such default is not cured within
that time period, or such longer time period as applicable law may
require,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by it, by sending a five (5) day written notice of
cancellation of this Agreement to Operator. Upon the expiration of
such five (5) day period, this Agreement shall end and expire as if it
were the day fixed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5.3.2 Operator shall be in material default under this Article for any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imposed by this
Agreement. Such material defaults shall include, without limitati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15.3.2.1 Operator's failure, refusal, or neglect to promptly pay any monies
owed to Franchisor, its subsidiaries or affiliates, when due, or to
submit the financial or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15.3.2.2 Operator's failure to maintain the standards specified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15.3.2.3 Operator's failure, refusal or neglect to obtain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or consent as required by this Agreement.
15.3.2.4 Operator's misuse or unauthorized use of Franchisor's Marks or
other material impairment of the goodwill associated therewith or
Franchisor's rights therein.
15.3.2.5 Operator's commencement or conducting of any busines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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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arketing of any product, under a name or mark which, in
Franchisor's reasonable opinion, is confusingly similar to Franchisor's
Marks.
15.3.2.6 Operator's default, without cure after the applicable grace period,
under any lease, sublease, sub-sublease, mortgage, or deed of trust
covering the Location.
15.3.2.7 Operator's failure to procure or maintain the insurance required by
this Agreement or in the lease and sublease for the Location.
15.3.2.8 Operator's default in the performance of any term, condition or
obligation in payment of any indebtedness to its landlord or
sublandlord, distributors or suppliers or others arising out of the
purchase of inventory, supplies or purchase or lease of equipment
for operation of its System Restaurant, and if any such default is
not cure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written notice by Franchisor
to Operator, unless Operator is determin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be not in default.
15.4 In the event of a default by Operator, all of Franchisor's costs and
expenses arising from such default, including reasonable legal fees and
reasonable hourly charges of Franchisor's administrative employees shall
be paid to Franchisor by Operator within five (5) days after cure.
15.5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of Operator and Franchisor to arbitrate all
disputes and other conflicts, Operator and Franchisor acknowledge that
certain defaults require immediate action to protect the appropriate party.
Accordingly, Franchisor and Operator each hereby consent to and
authorize the other party to apply to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judicial assistance in restraining and enjoining violations of this
Agreement. Both Franchisor or Operator are entitled to an injunction
restraining Franchisor or Operator from committing or continuing to
commit any default, breach or threatened breach of this Agreement,
without showing or proving any actual damage sustained by the party
seeking such relief.
15.6 Non-enforcement by Franchisor of any violation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by Operato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such violation by
Franchisor nor shall Franchisor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of its
rights to enforce compliance by Operator of such breach or any other
breach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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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ERMINATION.
Upon the termination of Operator's rights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during the term of the Agreement or at its conclusion) the following
apply:
16.1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apse of time or by default,
Operator's right to use Franchisor's Marks, or any other mark distributed
by Franchisor or insignia or slogan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or any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service mark, trade name or insignia shall
cease. Operator shall immediately discontinue use of Franchisor's Marks,
System, and color scheme. Operator shall at its own cost, make cosmetic
changes to Operator's System Restaurant from Franchisor's proprietary
desig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emoval of all PQR identifying
materials and distinctive PQR cosmetic finishes, tile walls, interior wall
coverings and colors, exterior finishes and colors, signage and PQR
counter equipment (which shall be deemed proprietary to Franchisor)
from the Location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direct.
16.2 Franchisor may retain all fees paid pursuant to this Agreement.
16.3 Any and all obligations of Franchisor to Operat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immediately cease and terminate.
16.4 Any and all rights of Operat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immediately
cease and terminate.
16.5 In no event shall a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ffect
Operator's obligations to take or abstain from taking any a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hich
constitute post-termination covenants and agreements including the
obligation of Franchisor and Operator to arbitrate any and all disputes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16.6 Operato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rights in and to Franchisor's
Marks and the use thereof shall be and remain the property of
Franchisor.
16.7 If Operator has registered any of Franchisor's Marks or the name PQR
as part of Operator's assumed, fictitious or corporate nam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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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promptly amend such registration to delete Franchisor's Marks
therefrom.
16.8 Operator shall immediately pay any and all amounts owing to Franchisor,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16.9 Franchisor shall have the option, exercisable by written notic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o take an
assignment of all telephone numbers (and associated listings) for
Operator's System Restaurant. Operator is not entitled to any
compensation from Franchisor if Franchisor exercises this option.
ARTICLE 17. INSURANCE.
17.1 Operator shall obtain and maintain insurance coverage which shall in
each instance designate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s an additional
named insured, with an insurance company approved by Franchisor,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s follows:
17.1.1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products liability
and sexual harassment coverage); with coverage of $1,000,000 to
$3,000,000 combined single limit for death, personal injury, and
$100,000 property damage coverage.
17.1.2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including Location rentals and
Additional Rentals for twelve (12) months after casualty, in amounts
equal to at least $100,000.
17.1.3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B) as required by
applicable law.
17.1.4 Fire, windstorm and extended coverage insurance, insuring the
construction of improvements and completed System Restaurant
operated by Operator, for the full replacement value thereof.
17.1.5 If Operator establishes a delivery service for Authorized Products,
Operator shall obtain separate non-owned auto coverage insurance.
Operator may not directly or indirectly deliver any Authorized
Products until such insurance is obtained and Franchisor named as
additional insured therein.
17.2 In the event of damage to the System Restaurant covered by insurance,
the proceeds of any such insurance shall be used to restore the System
Restaurant to its original condition as soon as possible, unless such
restoration is prohibited by the Location lease or Franchisor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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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consented to in writing. Upon obtaining such insurance,
Operator shall promptly provide to Franchisor proof of such insurance
coverage and/or at such other times upon the request of Franchisor.
17.3 Operator shall, prior to opening its System Restaurant, file with
Franchisor, certificates of such insurance and shall promptly pay all
premiums on the policies as they become due. In addition, the policies
shall contain a provision requiring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of any proposed cancella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insurance. If Operator fails to obtain and maintain the required
insurance,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it may have, procure such insurance for Operator without notice and
Operator shall pay, upon demand, the premiums and Franchisor's costs
in taking such action.
ARTICLE 18. SOLE OBLIGATIONS OF FRANCHISOR.
18.1 As described in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the
"UFOC"), received by Operator at least ten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has obligated itself to
provide specific services to Operator. Franchisor also provides other
voluntary services at its sole discretion. Franchisor and Operator agree
that the following are the only required obligations of Franchisor:
18.1.1 To approve the Location of Operator.
18.1.2 To reasonably assist Operator with any operational or financial
problem encountered by Operator, after notice to Franchisor in
duplicate sent to: (i) Franchisor c/o General Counsel, ______________;
and (ii) Vice President - Operations, _______________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at any subsequent addresses
established by Franchisor, of Operator's problem and the type of
assistance needed. At no time shall reasonable assistance be
interpreted to require Franchisor to pay any money to Operator.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may provide any assistance at
Franchisor's designated office or upon Franchisor's election where
Operator is located, at a time to be determined by Franchisor.
18.1.3 To reasonably administer to the advertising program. Operator
acknowledges that pursuant to the advice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professionals, advertising collections will at times be aggregated until
sufficient revenues are accumulated to commence or complete an
advertising or marketing program. Reasonable administration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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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18.1.5

18.1.6

18.1.7

deemed to be good faith attempts to utilize the advertising funds in
accordance with the advice and suggestions of the advertising and
marketing staff or outside advertising and/or marketing companies,
consultants or other entities retained for such purpose.
To assist Operator in arranging for the initial financing of its System
Restaurant, if feasible and necessary (Franchisor is not directly or
indirectly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Operator to meet the
qualifying standards of such independent financing sources).
To supply to Operator a set of standard decor and layout plans and
to thereafter approve the initial decor and layout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To loan Operator a copy of its Operations Manual or computer
diskette thereof, which manual contains mandatory and suggested
specifications, standards and procedures. This Manual is confidential
and remains Franchisor's property.
To train Opera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herein, and to provide
representatives of Franchisor to assist in opening the System
Restaurant.

18.2 Franchisor shall not, and can not be held in breach of this Agreement
until (i) Franchisor has received notice of any alleged breach from
Operator in duplicate, by registered mail, sent to the parties set forth
in subparagraph 18.1.2 of this Article; and (ii) Franchisor has failed to
remedy the breach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such
notice, which period shall not be less than sixty (60) days. This is a
material term of this Agreement and may not be modified or changed
by any arbitrator in an arbitration proceeding or otherwise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RTICLE 19. POINT OF SALE SYSTEM, COLLECTION OF DATA.
19.1 This Agreement and the Manuals require the submission of weekly
statistical control forms as well as other financial, operational and
statistical information required by Operator and Franchisor to: (i) assist
Operator in the operation of its System Restaurant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 (ii) allow Franchisor to monitor the Operator's gross sales,
purchases, costs and expenses; (iii) enable Franchisor to develop chainwide
statistics which may improve bulk purchasing; (iv) assist Franchisor in the
development of new authorized products or the removal of existing
unsuccessful Authorized Products; (v) enable Franchisor to refin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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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Products; (vi) generally improve chainwid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vii) obtain new types of information unknown at this time
(collectively, the “Information”). To achieve these results, cash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systems are necessary.
19.2 Operator agrees to purchase and use the point of sale cash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system (the “POS System”) and only the specified
software authorized by Franchisor, as specified in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Manual or otherwise by Franchisor in writing. The POS System
includes a PC based cash register with touch screen keyboard, register
tape printer, magnetic strip reader, electronic cash drawer, defined
Franchisor polling and register software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9.3 Operator agrees to (i) connect the POS System to Operator's telephone
line(s); (ii) maintain it in good working order; and (iii) not disconnect any
POS System connection or phone line at any time, for any reas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Operator agrees, at Franchisor's request, to maintain
membership in a designated third party network (such as Compuserve, AOL,
Prodigy, etc.)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ransmitting, collecting and
maintaining any Information or data exchange system.
Operator specifically authorizes Franchisor to either “upload” or
“download” information in and from or to its computers, cash registers or
other such devices as allowed by law, as it relates to the System Operation by
internet, intranet and other networks and other means as they become available.
19.4 Operator agrees to pay to Franchisor up to $13 weekly (subject to
reasonable annual increases), in the manner provided under Article 9
herein, for support service for the POS System software during the term
of its franchise and any renewals. This fee will be collected by Franchisor
for payment to 3rd party suppliers who are designated to provide the
support service. The 3rd party suppliers will provide 24-hour telephone
support and annual maintenance for any upgrades and enhancements that
they make to the required POS System software. Franchisor may cancel
this service on 30 days' written notice to Operator, and may resume this
service at any time with any supplier Franchisor chooses. Franchisor may
revise the POS System specifications. Operator may be required to
upgrade or update its POS System. On Franchisor's request, Operator must
apply for and maintain debit card, credit card or other non-cash payment
systems to enable customers to purchase products through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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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There is no contractual limitation on Franchisor's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through the POS System.
ARTICLE 20. RELATIONSHIP OF PARTIES, DISCLOSURE.
20.1 Franchisor and Operator are not and shall not be considered joint ventures,
partners, or agents of each other, or anything other than Franchisor and
Operator, and neither shall have the power to bind or obligate the other
except specifically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Franchisor and Operator
agree that the relationship created by this Agreement is not a fiduciary
relationship. Operator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act or hold itself
out as an agent or representative of Franchisor. Operato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harmless from any claims, demands,
liabilities, actions suits or proceedings asserted by third parties arising out
of the operation of Operator's System Restaurant or Operator's breach of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Operator harmless from any claims, demands, liabilities, actions suits
or proceedings asserted by third parties and arising out of Franchisor's
operations unless caused by Operator.
20.2 As set forth in the UFOC delivered to Operator as described above,
Operator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has entered into certain
subfranchise agreements with subfranchisors and/or area developers in
certain areas and territories. Pursuant to these contracts, the
subfranchisors of Franchisor are obligated to provide certain sales,
operational and support services for Franchisor. Operator acknowledg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 and all of its subfranchisors
and/or area developers is strictly contractual and that no subfranchisor
and/or area developer is an agent of Franchisor. Accordingly, Operato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ny past, current or future subfranchisor
is not the actual, express or implied agent of Franchisor, and has no
power or authority to: (i) act on Franchisor's behalf; (ii) enter into or
execute any agreement on Franchisor's behalf; (iii) make any
representation or promise on Franchisor's behalf; or (iv) bind Franchisor
in any way.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greed to in writing, Franchisor
expressly disavows any acts by others, including subfranchisors, that
purport to bind Franchisor in any way. Operator agrees to waive any
claim or defense in any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eding that a
subfranchisor is the express or implied agent of Franchisor. Operator
agrees that any attempt to raise, assert or justify such claim or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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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y proceeding constitutes a material default of this Agreement.
ARTICLE 21.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AND LEGAL
PROCEEDINGS.
21.1 Franchisor and Operator acknowledge that disputes or disagreements may
aris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any renewals thereto.
Franchisor and Operator have elected to resolve such disputes or
disagreements in a non-judi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mat
(“ADR”). An ADR format minimizes the expense of dispute resolution
and generally can be accomplished in a more expeditious and effective
manner. By agreeing to an ADR format, both Operator and Franchisor
are also waiving a number of rights, remedies and privileges which may
arise in a judicial resolution format. In view, however, of the continuing
relationship between Operator and Franchisor over the original and
renewal terms of this Agreement, both Operator and Franchisor agree
that an ADR format is the most economical, efficient and practical way
to resolve disputes and disagreements.
21.2 Accordingl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dis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Operator with
respect to any issu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its
breach, its interpretation or any other disagreement between Operator
and Franchisor, such dispute or dis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disagreement, Operator and
Franchisor both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ast expensive procedure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and the application for such arbitration shall be
filed in the AAA's New York City office. Franchisor and Operator agree
that the hearing(s) shall be held in the City of New York, State of New
York before one Arbitrato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y
monetary defaults of Operator, including Operator's obligation to pay
franchise and advertising fees to Franchisor, and Franchisor shall be free
to utilize any right or remedy it may have at law or equity.
21.3 Franchisor and Operator agree that this Agreement evidences a
transaction involving interstate commerce and that the enforcement of
this arbitration provision and the confirmation of any award issued to
either party by reason of an arbitration conducted pursuant to this
arbitration provision is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ss. 1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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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s fees may not be awarded by
the arbitrator(s), and any such award shall not be enforceable or enforced
by any cour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attorneys' fees, expert witness fees, and other court or arbitration cost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ny legal action or arbitration between
Franchisor and Operator. If the waiver of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or legal fees and related costs are in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state
where th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is located, such claims may be
awarded by the arbitrator(s), and any such award shall be enforceable or
enforced in any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This Agreement shall be
strictly construed in the arbitration hearing. In no event can the materia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ethod of
operation, Authorized Product line or monetary obligation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or in the Manuals be modified
or changed by the arbitrator at the arbitration hearing.
21.5 Except for a proceeding for injunctive relief (including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preliminary injunction, injunctions or similar relief
which must be brought in an appropriate local forum), any legal
proceeding authoriz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commenced only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nd both
Franchisor and Operator consent to the jurisdiction in the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In the event the parties do
not meet th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for Federal Court, the parties
consent to jurisdiction in the Supreme Court, New York County, State of
New York. Operator agrees that mailing to its last known address by
certified mail of any process shall constitute lawful and valid process. In
all cases, Operator and Franchisor each waives any right to a trial by
jur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f the laws of the state wher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is located requir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at state or control by the laws of that state, then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modified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laws.
21.6 The terms of this article shall survive termination, expiration or
cancell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22. EXECUTION, REQUESTS, CONSENTS AND WAIVERS.
22.1 This Agreement takes effect upon its acceptance and execution by
Operator and Franchisor, and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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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Franchisor
will consider written requests by Operator for Franchisor's consent to a
waiver of any obligation imposed by this Agreement. Operator agrees,
however, that Franchisor is not required to act uniformly with respect to
waivers, requests and consents as each request will be considered on a
case by case basis, and nothing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Franchisor
to grant any such request. Any waiver granted by Franchisor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Franchisor may have, will be
subject to continuing review by Franchisor, and may be revoked, in
Franchisor's sole discretion,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effective
upon ten (1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Operator. Franchisor makes no
warranties or guarantees upon which Operator may rely, and assumes no
liability or obligation to Operator by providing any waiver, approval,
consent, assistance, or suggestion to Operat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by reason of any neglect, delay, or denial of any request.
22.2 Unless otherwise provided, whenever this Agreement requires Operator to
obtain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Operator shall timely address its
written request for such consent in duplicate to the parties set forth in
paragraph 2 of Article 18 or such other persons as Franchisor may
designate in writing. Franchisor will then consider such request and
advise Operator of the decision, in writing, within forty-five (45) days.
Franchisor's failure to advise Operator will
constitute Franchisor's
consent to such request. The forty-five (45) day period shall not begin to
run, however, until Operator has provided Franchisor with all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quested by Franchisor. Neither Operator nor
Franchiso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or impaired any right, power
or option reserved by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right to demand strict compliance with every term, condition, and
covenant herein, or to declare any breach thereof a default an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ior to the expiration of its term, by virtue of
any custom or practice of the parties at variance with the terms hereof;
by any forbearance, delay, failure, or omission to exercise any right,
power, or option, whether of the same, similar, or different nature,
against Franchisor, Operator, or any other operator; or by the acceptance
of any payments due after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ARTICLE 23. MISCELLANEOUS PROVISIONS.
23.1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any number of counterparts, ea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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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hen so executed and delivered, shall be deemed an original, but
such counterparts together shall constitute but one and the same
instrument.
23.2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cannot
be modified, changed or amended except in writing and signed by
Franchisor.
23.3 There is no other agreement, representation or warranty made by
Franchisor or any other entity or person associated with Franchisor
other than contained in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not subject
to or conditioned upon the obtaining of a Location for Operator's System
Restaurant.
23.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attorneys'
fees arising from the negotiations and execution or lack of execution of
this Agreement.
23.5 Each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erm, and condi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severable. If for any reason, any portion
of this Agreement is determined to be invalid or in conflict with any
law or rule in a final ruling issued by any court, agency, or tribunal
with valid jurisdiction in a proceeding to which Franchisor is a party,
that ruling shall not e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other
portion of this Agreement.
23.6 All notices to Franchisor require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sent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or by
overnight delivery service, addressed to the partie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or at such other address as Franchisor designates. All notices
to Operator required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nt by
certified or registered mail or by overnight delivery service, addressed to
Operator at the Location, or at such other or additional address as
Operator designates in writing. If Operator refuses acceptance of any
certified, registered or overnight delivery, acceptance shall be deemed to
have occurred forty-eight (48) hours after rejection of such notice.
23.7 Operator acknowledges that the evolution of the System requires the
development of Nontraditional PQR Restaurants, and PQR Distribution
Points and Brand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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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a co-brand shall be defined as an
independent operating system owned by another entity (not Franchisor)
that is incorporated as an operational part within the Operator's System
Restaurant. An example would be an independent ice cream/yogurt
operation installed within Operator's System Restaurant. Subject to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Operator may install approved
co-branding marketing systems to be operated in conjunction with
Operator's System Restaurant. Franchisor shall not be required to approve
any co-branding marketing system unless Franchisor has recognized that
co-branding system as an approved co-brand for operation within its
system restaurants, either nationally or regionally. Inasmuch as Operator
and its employees will be incorporating the co-brand within its System
Restaurant, all sales of the co-brand shall be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gross sales” in Article 9 herein and Operator shall pay to Franchisor
franchise and advertising fees for such sales.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of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te of execution by Franchisor.
PQR CO.
By:
Date Signed

Vice President

Corporation
By:
Date Signed

Name, President

By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undersigned stockholder(s) of the corporate
Operator, or members of the LLC, or the individual Operator hereby personally
accepts and agrees to comply with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and
acknowledges that the Franchisor has executed this Agreement in reliance upon
the commitments contained in this Paragraph.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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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서
________에 소재한 뉴저지 법인의 PQR 주식회사(이하 “본사”)와
________에 소재한 서브 프랜차이즈 Corp Name(이하 “서브프랜차이저”)
는 ____년 __월 __일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보증한다.
본사와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이탈리아 양식의 식품을 제조, 판촉, 생
산, 품질 관리 및 유통하는 고유한 방법과 더불어 사전에 서브 프랜차이저
가 수령한 본사의 PQR 서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UFOC: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이하 “서브 프랜차이즈 UFOC”)에 기술된 바
와 같이 “PQR”의 상품명과 상표(이하 “상표”) 아래 PQR 레스토랑의
가맹점 영업을 위해 부여된 고유한 방법을 취득, 개발, 혁신해 왔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즈 UFOC 및 프랜차이즈 UFOC의 게재
일(이하 “발표일”)에 수령했음을 인정한다.
본사는 카운티스 오브 카운티스(Counties of Counties, 인구 약 xxxx명)를
포함한 스테이트 오브 스테이트(State of State)에서 본사가 PQR 서브 프
랜차이즈 계약서와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발행하는 것을 허
가한다.
본사는 전통적 및 비전통적 PQR 레스토랑에 대한 PQR 레스토랑 프랜차
이즈 계약서를 수여한다. 비전통적 PQR 레스토랑은 단과대학, 종합대학교,
편의점, 슈퍼마켓, 병원, 백화점 등과 같은 다른 주된 사업체 내에 설치된
PQR 레스토랑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PQR 레스토랑은 본사 계열 임대차 법인의 PQR
산에 대한 임대차 시행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발전된 반면에
레스토랑은 이미 임대차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경우를
레스토랑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의 시행 없이 표준적인 PQR
통적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해 발전되었다.

레스토랑
비전통적
제외하고
레스토랑

부동
PQR
PQR
비전

본 계약과 UFOC의 기술된 내용에 따라 서브 프랜차이저는 PQR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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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에 상담, 자문과 함께 지역 선정, 임대차 협상, 건축, 조정, “개장”, 점
포 교육, 마케팅 권고 및 개선, 판촉, 구입물품 판매시점, 담당 구역의 적
절한 관리 등을 위해 실행되어야만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본사가 지정
한 기타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지도와 그 외의 필요 사항들을 포함하여 본
사를 대신하여 지원 서비스(이하 총체적으로 “지원 서비스”라 칭한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아래와 UFOC에서 기술한 담당 구역의 각 가맹점으
로부터 수령한 최초의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일부를 받기 위해 본
사가 필요로 하는 담당 구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지원체가
되기 원한다.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State of State, Counties of Counties(이하
“담당 구역”)에 제시된 조건에 따른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매각 및
양도하려고 한다.
독자적인 법률 고문의 자문과 모든 유효한 정보에 대한 성실한 점검을
마친 서브 프랜차이저는 담당 구역에 대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
라 본사가 허가한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득 및 수령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다음의 내용을 따
르는 데에 동의한다.
1. 고려사항
본사의 본 계약 시행을 고려하여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에 상환불가의 금
액 ____달러(이하 “서브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본 계약서 첫 장 상단에
쓰여진 날짜에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2. 독점 서브 프랜차이즈권 및 담당구역, 조건
1. 본 계약에 따르는 지역은 위에 정의된 담당구역을 말한다.
2. 본 계약서의 조건은 관련 당사자가 본 계약을 시행하면 동시에 개시
된다. 본 계약의 조건은 그 규정된 바와 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면
50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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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계약서와 UFOC에 포함된 서브 프랜차이저의 의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사는 담당 구역 내의 PQR 프랜차이즈 또는 브랜드화
된 제품과 관련하거나 본 계약서와 UFOC에 기술된 바와 같이 "PQR"
상표와 본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연계된 이름, 표어 및
슬로건 아래 인증된 제품의 판매를 위해 PQR 프랜차이즈와 PQR 상표
가 붙은 제품 판매로부터 획득한 수령액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지분을 받는 서브 프랜차이즈 권리와 관련하여 담당 구역에 있는 본
사의 서브 프랜차이저가 되는 독점권을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허가하
고 이를 양도한다. 기간이 종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도 서브 프랜차
이저는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 또는 브랜드화 된 제품이 아닌 각 임대
차 기간의 만료로 발생하는 PQR 레스토랑의 재배치를 포함한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 이전에 개발된 PQR 레스토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
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본 단락에는 (ⅰ) 서
브프랜차이저에게 허용된 모든 적용 가능한 주의 교정권을 조건으로
본 계약서에 나타난 불이행에 대해 본 계약을 종료하고, (ⅱ) 담당 구
역 내의 PQR 가맹점에 대해 PQR 프랜차이즈를 발행하며, (ⅲ) 책임
임대차 조건부를 시행하는 임대차 법인을 획득하고 그 후에 담당 구
역내의 가맹점에 대해 전대를 허용하는 본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
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사는 본 계약이 충분한 강제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직간접적으
로 담당 구역 내에서 다른 PQR 서브 프랜차이즈를 발행하거나 본 계약에
근거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권리의 일부분을 제3당사자에게 허가 발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 본사의 의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며 서약한다.
1. 서브 프랜차이저가 표어 및 슬로건을 포함한 상표, 상표의 심벌마크,
본사가 서브 프랜차이저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지정한 기타 상표와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의 요청에 따라
본사가 개발한 최신의 상표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단,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최소한 30일 이전에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2. 이에 수반하는 변경 또는 수정과 함께 PQR 서브 프랜차이즈, 운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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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레스토랑 마케팅, 건축 매뉴얼(이하 총체적으로 “매뉴얼”이라 칭
함) 등에 관한 사본 1통을 본사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 서브 프랜
차이저는 각 PQR 프랭차이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하거나 서브 프랜차이
저의 임원과 주요 직원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해 매뉴얼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발간 또는 복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다.
3. 프랜차이즈 계약을 실행하기 전과 각 개별 프랜차이즈 단일체의 판매와
관련하여 서브 프랜차이저가 사용하기 이전 첫 번째 모임 또는 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제10영업일에 장차의 각 가맹점에 인도되는 표준 프랜차
이즈 계약서 및 적용 가능한 UFOC를 포함한 모든 판매물의 완전한 견
본 세트를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UFOC, 브로슈어, 판매
물 등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용된 인쇄업자로부터 구매한
다.
4. 본사의 사무실에서 서브 프랜차이저가 직접 상의할 권리와 함께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사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본사의 사무실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단일체 운영과 설계, 건축에 관
련된 문제에 대해 뉴욕 사무실에 근무하는 본사의 임원, 간부 또는
본사가 지정한 기타의 장소에 체류하고 있는 본사의 임원, 간부와 전
화로 상의할 권리를 유효하게 한다. 최근 본사는 뉴욕에 행정부 및
법무부 사무실, 애틀랜타와 조지아에 회계 사무소, 작전 사무소 및 판
매 사무소, 휴스턴과 텍사스에 건축 사무소와 장비 담당 사무소를 개
설했다. 앞으로 특별 사무소 및 대체 사무소가 개발될 수 있으며, 본
사의 각 사무소에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할 것이다.
5. 이론 교육을 실시하는 10일간 72시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애틀랜타
와 조지아에 소재한 기존 PQR 레스토랑 또는 기타 본사가 자유재량으
로 선택하는 다른 지역에서 실무 교육으로 120시간을 실시한다. 단 72시
간의 수업 시간은 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PQR 레스토랑 및 PQR 서브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
이즈 판매, 부동산 획득, 마케팅 등을 실시하는 경영 및 통계 방법을 포
함한다. 그리고 애틀랜타와 조지아에 있는 단독 경영자, 경영 임원, 경
영 감독을 겸하고 있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지배 주주는 교육에 출석해
야 한다. 소유주와 관리 및 경영 현장 주임이 변경되면 새로운 경영진
및 임원 역시 그들의 임무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의 간부에 대한 봉급과 관리 비용을 제외한 모
든 교육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서브 프랜차이저는 모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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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숙박, 여흥 및 기타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본사는 간부, 설비에
대한 교육과 함께 매장 경영 교육비용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6. 적용 가능 법률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적용 가능한 연방 프랜차이즈
법 및 주 프랜차이즈 법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고지하도록 한
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이와 같은 정보를 본사가 후원하는 1년에 2회
개최되는 서브 프랜차이저 회의와 매년 개최되는 본사 회담에 일반적
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서브 프랜차이저의 의무로부터 별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서브 프
랜차이저는 자신이 본사에 부담하고 있는 모든 청구 금액, 송장 대금,
수수료 및 기타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
8. 서브 프랜차이저 또는 본사가 획득한 담당 구역의 위치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맹점에 프랜차이즈를 처리 판매하기 위해 본
사가 만족할 만한 숙련된 판매원을 제공하여 프랜차이즈 판매 프로그
램을 조정한다. 당해 판매원은 성공을 주장하거나 보증, 책임을 부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확언하지 않으며, 서브 프랜차이저
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본사의 판매원의 성공 또는 실패와 관련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9. 본사의 상표를 사용할 서브 프랜차이저의 권리 및 그 상표의 유효성
을 보호, 보장한다.
10. 본사의 판매인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사
의 판매원과 작업 또는 판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판매 복제를 지시한다.
4. 본사의 주장 등
본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증하며 주장한다.
1. 본사는 본 계약 범주 내에서 허가할 권리, 직분 및 이익을 가지고 있
으며 본 계약에서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허가된 모든 권리는 모든 담
보권, 청구 및 채무액에 대해 저당 잡혀 있지 아니하다.
2. 본사는 본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권리와 권한을 소지하며 본사가 본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본 계약에 의해 구속되어 이를 위반한 것이 아
니면 본 계약에 포함된 내용과 본 계약에 의거한 본사의 의무는 충돌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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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는 제4.1조 및 제4.2조의 내용과 상표의 유효성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제3당사자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단독 비용 부
담으로 보호, 보장하여야 한다.
5. 서브 프랜차이저의 의무
서브 프랜차이저는 다음과 같이 보증 및 계약한다.
1. 제8조의 개발 필요 물품을 제외하고 변경 및 다양화가 가능한 본사의
필요 물품으로 담당 구역 내에 모든 PQR 레스토랑과 유통점을 개장,
운영하여 본사의 판매원에 대한 판매 지원 제공을 포함한 담당 구역의
개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정기적으로 담당 구역 내의 프랜차이즈
장래성을 홍보하며, 네트워킹과 프랜차이즈 판촉 활동을 통한 판매 전
망을 획득하도록 모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 및 네트워킹과 판촉에
의 반응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본사에 즉시 제공하며, 이에 따른 각
개별 프랜차이즈 촉진 및 판매에 있어서 본사의 판매 간부를 지원한다.
2. UFOC, 매뉴얼, 본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 규칙 및 필요사항을 준수하
며 철저히 따른다.
3. 본사가 서면으로 제공 또는 허가한 것이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가 받지 못한 서약, 대표 또는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 모
든 지역 모임 및 전국 모임에 참석하며 PQR 회담이 열린 경우 PQR
회담에도 참석해야 한다.
4. 보안 및 경영/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본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품질 경
영, 외관, 청결 등을 위해 담당 구역 내의 모든 프랜차이즈 단일체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며, 담당 구역 내의 가맹점들이 본사가 승인하고 허가한
음식, 지급품, 장비, 설비 및 설치물만을 사용함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건축 매뉴얼에 제시된 건축 및 장비에 관한 명세사항과 경영
매뉴얼에 제시된 인증 원료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5. 담당 구역 내의 각 가맹점에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 지원과 서비스는 위치 선정, 임대차 협상, 건축 조정, “개
장”, 매장 교육, 마케팅 자문 및 개수, 판촉, 구입 물품 판매 시점 및
담당 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이행될 필요가 있는 지원 프로그램
으로서 본사가 지정한 기타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자문 및 지도와 같
은 성질의 지원으로 한정된다.
6. 매뉴얼 규칙 및 의무 사항, 본사의 일반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담당 구
역 내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사에 적정한 지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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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본 단락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상기
한 관계 계약, 매뉴얼 및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 또는
제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각자 적정하
게 상호 협력해야 하고 중재 또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다. 본사의 결정은 법률 고문의 중재 및 법적 조치와 선택을 옹호하도
록 청구하거나 방책이 되도록 착수 또는 처리하는 시점의 결정과 관련
하여 통제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각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것을 요구하는 중재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각자가 연대
하여 담당 구역으로부터의 가맹점 수수료 수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공격적 또는 수비적 가맹점 중재 및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본사와 서
브 프랜차이저는 본사 또는 임대차 회사에 대한 담당 구역 내의 침해
또는 가맹점 지역 분쟁을 포함한 제반 활동의 모든 비용과 경비를 동
등하게 부담한다. 공격적 법적 절차는 각 개별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
즈 계약 또는 전대를 시행하는 데 착수되는 조치 또는 중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후속 중재 결정 또는 동시
중재 결정을 요구하는 최초의 퇴거 결정을 통해 수금된다. 중재 또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브 프랜차이저는 사전 통지와 분쟁을
우호적으로 타결하는 개별 가맹점과 협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
비적 법적 절차는 본사에 대해 담당 구역 내의 PQR 레스토랑 가맹점,
지주 또는 제3자가 결정 또는 중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상표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완전성, 품질 및 평판에 대한 최고의 기준
을 유지한다.
8.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사에 대해 부담 가능한 청구 대금, 송장 대금,
수수료 및 기타 채무를 지불한다.
9. 매뉴얼에 정의된 바와 같은 비인가 광고 또는 본사가 사전에 승인하
지 않은 기타 광고를 착수하지 않으며 본사의 승인은 부당하게 지체
되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10.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로 명명된 본 계약 제8조를 준수한다.
11. 본 계약 조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본사에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
다. 본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등기로 이를 통지한 후 그 불이행을
치유하도록 본사에 45일의 기간을 허가한다. 불이행이 발생한 후 6
개월 동안 불이행에 대한 청구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는 서브 프랜차
이저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사 및 제14조에 제시
된 기타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본사는 본 계
약에 대해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전술한 치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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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도 종료된다.
12. 서브 프랜차이저 또는 PQR 프랜차이즈를 매입한 서브 프랜차이저가
통제하는 법인이 이행한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수한다.
13. 장차의 가맹점이 주최하는 모든 판매 지도 및 기타 조사에 즉시 출
석하며, 본사의 판매원과 함께 합심하여 판매 절차 업무에 임한다.
14. 본사와 분쟁 또는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 제20조에 따르는
단독 중재자에게 그 분쟁 또는 논쟁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다.
15. 상표 및 기타 재산권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도덕
성, 윤리 및 평판에 대한 높은 평판을 유지한다.
16. 서브 프랜차이저의 모든 지역 광고, 판촉, 간판, 문구, 경영 등에 있어
서 상표와 심벌 마크의 특징을 나타내며,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모든 제3당사자를 명확하게 나타낸
다.
17. 수시로 예약 판매된 개체 및 기타 독립체는 요구되는 판매 활동 없이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득하려는 의향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향 표명은 기존의 PQR 레스토랑 가맹점 또는 다른 담당 구
역에 있는 기존의 PQR 레스토랑 가맹점의 직원 및 PQR 레스토랑 가
맹점의 지지자 및 동료, 서브 프랜차이저, 본사의 직원 등에게서 나타
난다. 이러한 판매에 대해 지불해야 할 판매 수수료와 관련하여 당해
수수료는 판매 당시 포함되는 제3당사자에게 지불 가능해야 한다.
18.(1)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서브 프랜차이즈 사업
을 위해 본사의 컴퓨터 장비와 호환 가능한 개인 컴퓨터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며, 또한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비용으로
서브 프랜차이저가 이메일 수신, 인터넷 서비스 사용 및 기타 본사
와 전자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커넥션을 구매
하여 사용, 유지해야 한다.
18.(2) 본사는 자유재량으로 대체물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컴퓨터 필요
물품을 변경할 수 있다.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요구되는 컴
퓨터 제품, 사용 설명, 동일 컴퓨터의 최신 정보에 대한 기준과 명
세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서브 프랜
차이저의 비용으로 유지 보수 및 또는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이 선택한 공급업자로부터
승인된 컴퓨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18.(3) 본사는 자유재량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위한 공급 계약을
처리할 수 있으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보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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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유지 또는 지원하지 않는다.
6. 광고
1. 본 조항과 제5조,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사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는 담당 구역 내의 PQR 레스토랑을 위한 소비 광고 또는
판촉에 참가할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표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PQR 레스토랑 가맹점
은 각자에 대한 주당 총매출의 4%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이를 광고 계정에 기탁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은 본사가 단독 통
제하는 개별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광고를 사용목
적으로 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광고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3. 광고와 관련한 본사의 정책은 가맹점이 담당 구역 내에서 광고 협동
조합을 설립, 실행하고 서브 프랜차이저의 원조, 본사의 허가, 승인,
지시 등과 함께 광고 및 마케팅 결정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협동조합의 편성을 조화롭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당해 가맹점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도
록 본사가 요구하는 PQR 레스토랑 가맹점에 대해 모든 지원과 지도
를 제공해야 한다. 다수의 지역이 협동조합의 부분인 경우 서브 프랜
차이저는 요구되는 다른 서브 프랜차이저와 가맹점들과 조화되어 건
설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가맹점의 개장 분담액에 필적하도록 동일 담당 구역 내에서 개장 한
최초의 PQR 가맹 레스토랑 각 3개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2,000
달러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이 기금은 초기 프랜차이즈를 위해 적
절한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곧바로 담당 구역에서 가맹 점포가
개장 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서브프랜차이저는 그 담당 구역 내의
가맹점을 위해 매해 광고비로 약 8,000~12,000 달러를 지출해야만 하
며, 자신의 서브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시민
단체와 유사 조직에 가담해야 한다.
7. 프랜차이즈 수수료
1. 담당 구역 내의 전통적인 PQR 레스토랑에 대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매년 일반적인 거래를 기저로 하여 본사가 단독 자유재량으
로 결정한다. 1999년과 2000년 동안, 가맹점에 매각된 첫 번째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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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18,000 달러이다. 편
의점 운영자, 시설 음식 서비스 호사, 대학, 학교, 슈퍼마켓, 병원, 공
장 및 기타 비전통 단체와 같은 비전통 가맹점에 대한 최초의 프랜차
이즈 수수료는 프랜차이즈가 1달러에서 10,000 달러의 범위에서 결정
한다. 당해 수수료는 수행된 비전통 거래의 수, 비전통 가맹점의 위
치, 마케팅 지역, 기회 및 기회 부족, 기타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 동일 담당 구역 내의 각 전통 가맹점과 비전통 가맹점은 총 매
출 6%의 연속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제한적 예외를 전제로
하여 주단위로 지불해야 한다. 모든 최초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
와 각 개별 가맹점 사이에서 수행된다. 비전통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
초의 지불 가능한 프랜차이즈 수수료에서 본사는 상당한 부분을 보유
할 수 있고, 또한 이는 PQR 서브 프랜차이즈 자문 위원회(PQR
Subfranchise Advisory Council, 이하 “PCSAC")가 총체적인 전국 마
케팅 프로그램에 협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비
전통 가맹점에 대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PCSAC와 본사가 결
정한 바와 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 동의한다.
2. 모든 전통 가맹점은 본사가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PQR 레스토랑 부동
산을 임차해야 한다. 그러나 비전통 가맹점은 본사가 별도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본사가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전대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매주
프랜차이즈 단일체 총 매출의 6%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본 계
약서 제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광고 계정에 총매출의 4%를 추가하
여 기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총매출의 6%와 4%는 프
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는 지불 가능한 총매출의 6% 및 4%와 같
다. 그러나 전대는 실행 및 징수 목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
무와 중복되며, 각 개별적인 PQR 레스토랑 전대의 적용을 받는 지불
은 개별적인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는 지불 의
무를 충족한다. 본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의
대리인이 아닌 대표로서 담당 구역 내의 개별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가맹점의 장부와 기록을 감사하거나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용을 받는 개별적인 가맹점의 의무에 따른 결정을 위해 각
가맹점의 PQR 레스토랑 부동산을 점검할 수 있다.
3. 제6조와 제7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담당 구역 내의 판매와 프랜차이
즈 단일체의 실행으로 생성된 모든 수익은 본사에 지불되거나 그 지
불을 야기해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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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본사는 담당 구역 내의 PQR 레스토랑 가맹점
이 지불한 이니셜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최근 총매출의 6%로서 담당
구역 내의 PQR 레스토랑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매주 연속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수수료로부터 발생한 순자금의 절반을 서브 프랜차이저에
게 지불해야 한다. 본사는 비전통 프랜차이즈의 판매와 관련한
PCSAC의 결정에 따라 지불된 이니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조금도 받
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본 단락과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
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본 단락이 우선한다.
우량 기금 또는 적립금의 순이익을 수령함에 따라 본사는 매 30일에
다음과 같이 송금해야 한다. 즉 (ⅰ) 절반액을 서브 프랜차이저와 (ⅱ)
본사에 각각 송금한다. 이에 의거하여 본사는 선취 특권과 모든 수수
료 또는 본 계약을 전제로 의무사항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충분
한 추종을 보장하기 위해 본사가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지불 가능한
계정에 대해 담보권이 허가된다.
담당 구역 내의 각 개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부터 본 계약상의 서브 프랜차이저가 매달 지불 만기됨에 따라 서브
프랜차이저의 요청으로 본사는 각 가맹점이 발생한 총 수익과 각 가
맹점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서브 프랜차이저에 대해 지불 가능한
금액 등을 설명하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본사에 서브 프랜차이저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부분에 있
어서 본사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금전으로 서브 프랜차이
저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지불 가능한 계정을 상쇄하는 권리가 허용된
다.
각 이니셜 프랜차이즈 수수료로부터 다음의 수수료가 본사와 서브 프
랜차이저 사이의 순기금을 50/50의 분할로 사전 공제되는 것에 동의
한다. (ⅰ) 본사의 판매 부문에 대해 본사에 지불한 최고 5,000 달러의
판매 수수료, (ⅱ) 건축가 또는 설계자에게 지불된 500~1,000 달러의
디자인 수수료, (ⅲ) 당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PQR 교육 학교에 지불
된 1,500 달러의 교육 수수료, (ⅳ) 본사에 지불된 1,000 달러의 판매
스크리너 수수료, (ⅴ) PQR 임대차 단일체 설립을 위해 본사에 지불
가능한 500 달러의 수수료 등
본사가 전국적 또는 지역적 지주들로부터 PQR 레스토랑 임대차 위치의
확보를 돕기 위해 국가적 임대차 협동조합의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각 경우에 본사가 대등하게 하는 각 전통 프랜차이즈 계약을 매각하여
징수한 기금 지분으로부터 서브 프랜차이저가 200 달러를 기탁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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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동의하며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
다.
8.(1) 예를 들면, 담당 구역 내의 프랜차이즈 18,000 달러의 판매 액수에서
(ⅰ) 본사에 5,000 달러가 판매 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하며, (ⅱ) 교육
을 위해 본사는 교육 수수료로 1,500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ⅲ) PQR
레스토랑의 설계와 배치를 위해 본사는 500 달러를 설계 및 배치 수
수료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ⅳ) 본사는 판매 스크리너 수수
료로 1,000 달러를, 그리고 (ⅴ) PQR 임대차 법인, 기록부, 최초의 세
금 환원 및 최초의 영업 2년 동안 발생한 기타 임대차 법인 지출의
형성을 위해 500 달러를 수수료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니셜 프
랜차이즈 수수료의 남은 잔액은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가 균등하게
나눈다. 따라서 서브 프랜차이저가 총계 약 4,750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 각 PQR 프랜차이즈 계약은 PQR 레스토랑의 판매 또는 PQR 레스토랑
을 소유하는 법인에 지배 이익에 따라 총 판매가격의 5%가 이전 수수
료로 본사에 지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사는 서브 프
랜차이저가 교체 프랜차이즈를 통해 요구되는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모두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이전 수수
료로 이 5%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
8. 지역 프랜차이즈 개발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에 정의된 내용과 같이 통제하여야 한다.
1. “1년”은 본 계약의 시행일과 본 계약에 기초하여 1주년이 되는 각
날짜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로 정의된다.
2. “전통적 PQR 레스토랑 개장”은 당해 지역을 위해 수행되는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본사가 포기한 임대차 필요조건을
제외하고 본사의 자회사가 수행하는 주요 임대차 중에 승인된 지역에
서 운영 중인 PQR 레스토랑을 개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3. “비전통적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UFOC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의되
며, 비전통적 프랜차이즈는 그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개장한다.
4. 본 계약의 기간 및 갱신 기간 동안 서브 프랜차이저는 취득 가능한
신 PQR 레스토랑 위치와 기존 PQR 레스토랑 위치 양쪽 모두를 위해
담당 구역 내에서 프랜차이즈 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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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영 및 지속해야 한다. 모든 판매가 본사에 전달된다는 것을 전
제로 상술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서브 프랜차이저는 가맹점과 담당
구역 내에 위치한 적절한 기구와의 네트워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에 홍보하고 판매 유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유도하
는 절차와 함께 프랜차이즈 판매 조직으로서 본사의 판매 부문과 일
반적 기능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본사의 간부와 더불어 본 업무를 수
행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서브 프랜차이저는 반드시 시사회에 참석해
야 하고 PQR 시스템에 새로운 가맹점을 유도하기 위해 입안되고 이
에 본사가 개발 또는 제안한 새로운 시스템과 기법을 실행해야 한다.
5. 서브 프랜차이저는 담당 구역이 적절하게 개발될 것을 본사에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 개발 의무를 지는 데 동의한다. 본사는 모든 프랜차
이즈 계약을 인정하나 서브 프랜차이저는 PQR 레스토랑이 위치한 전부
또는 일부 부동산의 판매 및 또는 개발에 관련된다. 따라서 본 계약의
중대한 조건으로서 다음의 PQR 레스토랑의 최소한의 개수를 담당 구역
에서의 누적수를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하여 일 년 동안 개장한 매장 중
그 수가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매장들은 익년도 요구 조건에 계산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개장하게 된다. 단, 여기의 PQR 레스토랑에는 전
통적, 비전통적 PQR 레스토랑 모두가 포함되나 유통점은 제외된다.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차년도
제5차년도
제6차년도
제7차년도
제8차년도
제9차년도
제10차년도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PQR 레스토랑

6. PQR 레스토랑 개장일 이후 11년차부터 50년차까지 수년 동안 서브
프랜차이저는 담당 구역 내의 PQR 레스토랑을 개발하는 적절하고 적
극적으로 지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사와 서브 프랜
차이저는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시장 성장과 함께 대학, 학교, 스포츠
스타디움 등이 포괄된 비전통적이며 새로운 개념의 개장 예정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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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상기한 최소한의 개발 의무를 초과하는 모든 PQR 레스토랑의
개장을 위해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허용된 적절한 예금 잔고로써 PQR
레스토랑이 개장 한 이후 10번째 해가 시작되는 매해와 그 이후 매 5
주년마다 적절한 5개년 개발 의무를 수립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문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미국 중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미국 중재 위원회의 모든 중재가 집행되
는 장소는 뉴욕이며 단독 중재인을 거치기 이전에 뉴욕에서 중재 절
차를 거쳐야 한다.
7. 더 나아가 서브 프랜차이저는 PQR 유통점의 다른 형태도 개발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본사가 추가적으로 유통점을 개발할 경
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담당 구역 내의 유통점이 개발 및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동의한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대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서브 프랜차
이저가 제8.4조 및 제8.5조에 설명된 개발 일정을 따르지 못 하는 경
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서에서 허용된 독점권을 상실하게 된
다. 그러나 이는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발생한 날짜로 이미 매각된
PQR 레스토랑에 대해 제7조에 규정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받을 권
리와 기타 관련 권리를 포함한 충분한 효력과 지배력을 여전히 가지
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9. 서브 프랜차이저가 개발 일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는 독자적
또는 다른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있다. 단, 담당 구역 내에 위치한 기존 PQR 레스토랑의 적
정한 지역 내에서 다른 자에게 또 다른 PQR 레스토랑의 건축을 허가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적정한 지
역”이라는 용어를 사례별로 각 PQR 레스토랑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0. “적정한 지역”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단
독 중재인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중재 재판에 회부되며 뉴욕에 소재
한 미국 중재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미국 중재 위원회의 결
정은 최종적이다.
11. 불가항력의 결과 또는 계약자간의 분쟁, 승인 획득의 지연, 계획, 변
동 기타 합당한 지역 등 서브 프랜차이저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인
해 지연되는 경우 본사는 매장의 부동산이 임차된 것이고 요구되는
PQR 레스토랑을 개장 하는 데 적정한 시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서브 프랜차이저의 개발 일정을 적절하게 연장하는 데 동의한
다. 본 단락에는 제8조에 규정된 서브 프랜차이저의 의무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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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
연이 본사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면 당해 연기 기간은 120일을 초
과하지 못한다.

9. 점검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15일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로 회계 절차를
목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주된 영업장소가 소재한 담당 구역의 채무와 관련
된 타인의 장부, 기록, 지원 데이터와 함께 수금 및 지출을 포함한 기록과
재정 데이터 등을 점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연간
비인증 수익 및 손실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준비된 대
차 대조표 계산서를 본사에 제출하는 데 동의한다. 회계 및 점검은 정상적
인 업무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회계가 집행되는 동안 본사와 서브 프랜차
이저는 타방 당사자의 사업 경영을 방해하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최
선을 다한다.
10. 세금, 법률 및 임대차 법인
1.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방,
도시, 주 및 지역에 대한 모든 세금, 수수료, 벌금 및 추징액을 지불
해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모든 지역
법률, 명령, 법전, 법령을 따르는 데 동의한다.
2.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 기간과 갱신
기간 동안 지원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담당 구역 내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발생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로서 본사가 징수한 수수료와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송금된 수
수료의 50%에 대해 서브 프랜차이저가 정당한 소유자인 것을 동의한
다. 본사가 이와 유사한 적절한 소비세 또는 총수입세, 담당 구역으
로부터 징수된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지분에
적절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기타 지불 가능한 청구 금액과 같이 담
당 구역에서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수령액에 대한 서브 프
랜차이저의 지분과 관련하여 서브 프랜차이저는 적절한 소비세 또는
총수입세, 적용 가능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기타 지불 가능한 청구
금액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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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는 담당 구역 내의 각 임대차 법인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비용, 수수료 및 지불 가능한 청구 금액을 동등
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

11. PQR 레스토랑을 위한 지침
기재 사항 없음
12. 지역 법전 및 법령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모든 지역 법률, 명령, 법
전 및 법령을 따르는 데 동의한다.
13.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종료된다.
1. 본사의 계약 종료권과 관련된 사항
1.(1) 서브 프랜차이저가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PQR 레스토랑을 개
발할 의무와 그 외의 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충족하
지 못하고 그 불이행이 45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제15조에 제시된
다른 경우가 아니면 본사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확인증이 요구되
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그 불이행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발송한 이
후 불이행 사항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2) 그러나 파산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재산에 대해 재산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
하고 있는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의 하위조항에 따라 자신의 계약
종료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1.(3) 서브 프랜차이저가 제8조에 규정된 서브 프랜차이저의 최소한의
단일체 개발 의무를 불이행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서브 프
랜차이저는 본사의 UFOC에 포함된 서비스 지원과 같은 서브 프
랜차이저의 의무, 본 계약, 본 계약의 수정안 등을 엄수하여 본
계약 종료 이전에 그 담당 구역에 개설된 프랜차이즈로부터 자신
의 연속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분을 수령할 모든 권리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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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하위조항의 조건은 본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
다.
2. 서브 프랜차이저의 계약 종료권과 관련된 사항
2.(1) 본사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
우, 그 불이행이 45일 동안 계속되면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확인증이 요구되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그 불이행
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발송한 이후 불이행 사항을 회복하지 아니
하고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2) 본사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서브 프랜차이
저 또는 본사에 손실된 이윤 또는 처벌적 손해 배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에게는 모든 법적 침해, 법
률 또는 형평법에 적용 가능한 권리 및 구제 절차를 자격이 부여
된다. 이러한 중재를 얻는 데 성공한 당사자는 30,000 달러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자격을 얻
는다.
14. 통지
1. 본 계약서 규정상 확인증이 요구되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다음의 주
소에 도달하게 당사자 앞으로 발송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통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사에 관한 경우: 위에 적은 첫 번째 주소
서브 프랜차이저에 관한 경우: 위에 적은 첫 번째 주소
2. 발송 후 5 영업일이 지나면 통지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양 당사
자 각각은 통지 교부를 위해 그 주소를 아무 때나 통지 교부와 유사
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15. 불이행
1. 본사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불이행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것이 아니
고, 또한 당해 불이행을 회복할 적당한 기간이 있으면 본사는 본 계
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불이행을 회복할 최소한의 기간은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사가 성실하고 신속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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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그 불이행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하게 시도하여 그 불이행을 회
복하는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그 회복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
2. 서브 프랜차이저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불이행에 대한 통지를 수령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당해 불이행을 회복할 적당한 기간이 있으면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불이행을 회복
할 최소한의 기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ⅰ) 담당 구역 내의 각 PQR 레스토랑 가
맹점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불이행으로서 서면 통지를 수령
한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ⅱ) 본사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채
무로 인한 재정상 불이행 또는 제8조에 제시된 개발 일정 의무의 불
이행을 원인으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ⅲ) 주 또는 연방의 적용 가능한 프랜차이즈 법 또는 보안법의 불이
행을 원인으로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한
다. 서브 프랜차이저가 성실하고 신속한 태도로 그 불이행을 회복하
기 위해 적절하게 시도하여 그 불이행을 회복하는 경우, 본사는 본
조항 (ⅱ)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한 불이행을 서브 프랜차이저가 회복
할 수 있도록 그 회복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
16. 기타 사항
1. 본 계약은 뉴욕 주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뉴욕 주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담당 구역의 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당해 법률이 우
선적으로 적용된다.
2. 본 계약은 상속인 유언 집행인, 집행자, 후임자, 각 당사자의 양수인
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고 이들을 구속하며, 당사자들의 계약 전체를
대표한다. 당사자 전부가 본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모든 제안과 수
락, 서면 제안, 동의서, 기타 서면 또는 구두상 합의는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사전 협의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은 본사의 후임자와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효력을 발생한다.
본사는 그 존속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 계약서에 포함된 본사의
의무 준수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법적 단일체에 본 계약을 이전 또는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본사는 계약의 이전 또는 양도가 시행된 날 이
후 본 계약서에 포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서는 구두로 변경,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없으며, 양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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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결한 모든 계약을 전체적으로 포괄한다.
17. 이전 허가
1. 본 계약에 대해 제안된 모든 이전 또는 양도, 그리고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양도 증서에 의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미발행 주식 51% 이
상의 양도가 직간접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관리 통제를 변화시키면, 본사는 본 조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이전
또는 양도의 허락을 부당하게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의
모든 조건이 양도가 시행된 날 이전에 충족된 경우가 아니면 본사는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 받지 아니한다.
1.(1) 본 계약의 시행과 함께 본 계약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이해관
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본사의 요청이
있으면 서브 프랜차이저는 이전하기 5일 이전 또는 본사가 요청
하는 때에,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소송 사
유, 본 계약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는 모든 주주 또는 동업자의 명단, 각 주주 또는 동업자에 대한
이해관계 백분율,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임원 및
이사의 명단 등을 나타내는 금반언 계약서를 본사에 제공해야 한
다.
1.(2) 본 계약의 이해관계를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
하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서면 요청은 5% 미만의 선의의 구매자
가 제시한 동일 가격에 따른 제1선매권을 본사에 요청하는 데 있
어서 반드시 수반된다.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저로부터 서면 통지
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전이 제안된 이해관계를 5% 미만의
제3당사자가 제시한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본사 또는 제3당사자
인 피지명자가 매입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지를 서브 프랜차이저
에게 보내는 행사 가능한 자격과 선택권을 가진다. 본사가 이러
한 제안을 받은 경우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예치한 제
17.1.8조에 따른 5%의 이전 및 관리 수수료를 포기한다. 본사가
동일 제1선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결 이전의 제안 조
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이는 새로운 제안 또는 처음 제
안한 경우와 같이 본사의 제3당사자를 지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본사가 이와 같은 선택권 행사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불이행
은 이전 제안에 관련된 본 조항의 기타 요구사항을 포함한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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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다른 규정을 포기한 것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3)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의 조건, 매뉴얼 또는 기타 본사에 대
한 채무, 본사에 충분히 지불한 서브 프랜차이저의 만기가 된 재
정 의무 등의 적용으로 불이행에 있지 않는다.
1.(4) 서브 프랜차이저 및 그 주주 또는 구성원은 서브 프랜차이저가 법
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본사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본사와
그 계열회사, 자회사, 주주, 이사, 임원, 서브 프랜차이저 및 직원
등에 대해 요구하는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권 증서를 작성한
다.
1.(5)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훌륭한 품성과 평판, 만족할 만한 신용도,
수락할 만한 경영 능력, 본 계약 조건에 충실히 따를 능력 등과
그 외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당시의 본사가 새로운 서브프랜차이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전임자 또는 양수인이 충족했다는
것을 본사가 만족하도록 증명해야 한다.
1.(6)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그 일반 관리인, 경영 담당 직원 등은 본
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할 만큼 완료되도록 서브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1.(7)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이전에 양도인이 취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정도와 효과로 본 계약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본 계약에
제시된 경영 조건에 의해 변경된 본사가 사용하는 당시 기준의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작성한다.
1.(8) 서브 프랜차이저의 판매 거래가 완료되면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
신의 사업,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 및 기타 재산의 총 매출 가격
의 5%를 관리 또는 이전 수수료로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2. 서브 프랜차이저의 차순위 친족 또는 유산 수령인이 서브 프랜차이
저의 의무를 부담하고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이를 수료하면
서브 프랜차이저의 권리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차순위 친족 또는 유
산 수령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서브 프랜차이저가 무능력하게 된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서브 프랜차이즈를 매각하거나 또는 숙련
된 직원이 서브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유지할 수 있다.
3. 본사가 이전을 승낙한 경우에도 본 계약 또는 기타 사항에서 발생하
는 이전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구성하
지 않는다.
4. 서브 프랜차이저가 개인인 경우 본사는 본 계약과 이유가 되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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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되는 모든 책임을 본사가 서브 프랜차이저가 대부분을 소
유하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 없이 그 이전 계약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사에 동일하게 작성된 원문이
인도됨에 따라 양도와 함께 법인의 인수가 있으면 개인으로서의 서
브 프랜차이저는 모든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18. 정보공개
1.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15 영업일 동안 발
생한 계획된 거래의 제안 및 승낙과 관련한 모든 사업 조건과 협상
및 (ⅰ) UFOC 23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과 문서 공개에 대한 뉴욕
추가 문서, 그리고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과 일치하는 모든 점에
서 중요하다고 동의한 PQR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 PQR 레스토랑 프
랜차이즈 계약 및 종래와 다른 첨부서류, 전대, 비밀정보계약, 1997,
1998, 1999년에 종료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본사의 회계 재정 대차표,
(ⅰ) 최근까지 운영하였으나 (ⅱ) 서브 프랜차이저가 그만 둔 시스템,
본사의 계열 회사 임대차, 승인된 제조회사, BI 콘셉트 시스템 주식회
사(BI Concept System Inc.)의 장비 판매, 해당 내용에 관한 서브 프랜
차이즈 매뉴얼 테이블, 서비스 또는 절차에 대한 대리인 또는 대리
점, 수취 또는 항목 3에 있는 ________에 대한 소송 공개 등의 목록
과 같은 A부터 M까지의 증거물을 포함하는 본사의 PQR 서브 프랜차
이즈 정보공개서 수취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조건과 협상에
동의한다. 또한 (ⅱ) UFOC의 23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과 문서 공
개에 대한 뉴욕 추가 문서, 그리고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
및 종래와 다른 첨부서류, 전대, 약속 어음 견본, 비밀 정보 계약,
1997, 1998, 1999년에 종료하는 회계 연도에 대한 본사의 회계 재정
대차표, (ⅰ) 연말까지 운영했으며, (ⅱ) 회계연도가 시작된 때 공개되
지 않은 서명된 프랜차이즈 계약서로서 (ⅲ) 가맹점이 그만 둔 시스
템, 본사의 계열사 임대차, 승인된 제조회사, ________시스템 주식회
사가 판매하려는 장비, 해당 내용의 매뉴얼 테이블 운영, 재정 문서
구비, 서브 프랜차이저, 대리인 또는 대리점의 절차 수행, 수취, 항목
3에 명기된 다음의 소송 정보 공개, ________와 같은 A부터 O까지의
증거물을 포함하는 본사의 PQR 레스토랑 정보공개서 수취에 추가적
으로 수반되는 사업 조건과 협상에도 동의하며, 더 나아가 서브 프랜
차이저가 판매원 명의의 판매원 정보 공개 양식을 수령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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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본 계약의 시행으로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의 판
매원, 임원, 이사, 직원 및 그 외의 자가 프랜차이즈 또는 서브 프랜
차이즈의 판매, 수익 및 또는 성장 가능성과 그 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 예측, 보증 또는 진술하지 않았다는 내
용을 포함하는 제18단락에 명시된 다음의 주장을 신뢰하는 데 동의
한다.
19. 주장되지 않은 사항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의 UFOC에 포함되지 않은 주장 또는 근거에 대
하여 이를 보증하며 주장, 인정한다.
1. 본사 또는 본사의 판매원, 임원, 이사, 직원 및 그 외의 자는 프랜차
이즈 또는 서브 프랜차이즈 판매, 수익 및 또는 성장 가능성과 그
외의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본 거래에 포함된 단일체의 주장, 예측,
권유, 계획, 보증 및 진술이 서브 프랜차이저가 신뢰하지 않는 내용
이면 그에 대해 주장, 예측, 권유, 계획, 보증 및 진술하지 않는다.
2. 법률 고문의 자문, 조언에 대한 결정과 본 거래에의 참여 결정에 있
어서 서브 프랜차이저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본 계약에 포함
되지 않은 서약 또는 언질에 의해 설득당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에 제시된 판매원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즈 판
매 또는 그 제공 및 수락을 고려하여 서브본사를 충족하는 그 밖의
판매원, 간부, 단일체 또는 본사 조합원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과 자신의 현재 판매원 또는 이하에서 활동
할 자신의 판매원은 본사의 대리인이 아니며, 이에 본사의 서면 동
의가 없으면 본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동의한다.
5. 본 계약에 제시된 판매원을 포함한 본사와 관련되었거나 본사와 그
대리인, 판매원, 이사, 임원, 직원, 기타 판매원, 또는 그 밖의 자 및
단위체와 관련된 판매원은 일반적인 PQR 레스토랑 또는 특정 PQR
레스토랑의 재정, 순이익, 총이익, 순 판매, 총 판매, 비용 또는 지출
에 관하여 주장, 보증, 권유, 추정, 예측, 평가 및 기타 유인 또는 진
술 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이 PQR 레스토
랑을 유치 또는 개발하려는 지역에서 PQR 레스토랑 개발에 관한 기
타 주요 요소, 또는 본사, 서브 프랜차이저, PQR 체인 및 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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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과 관련한 일반적인 PQR 레스토랑 또는 특
정 PQR 레스토랑의 재정, 순이익, 총이익, 순 판매, 총 판매, 비용
또는 지출에 관한 주장, 보증, 권유, 추정 예측, 평가와 함께 이에 대
한 본사 및 본사의 대리인, 이사, 임원, 직원, 판매원, 기타 조합원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 및 서브 프랜차이저의 대리인, 이사, 임원, 직
원, 판매원, 기타 조합원의 기타 유인 및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6. 본 계약에 제시된 판매원을 포함한 본사와 관련되었거나 본사와 그 대
리인, 판매원, 이사, 임원, 직원, 기타 판매원, 또는 그 밖의 자 및 단위
체와 관련된 판매원은 서브 프랜차이즈의 재정, 순이익, 총이익, 순 판
매, 총 판매, 비용 또는 지출에 관하여 주장, 보증, 권유, 추정, 예측,
평가 및 기타 유인 또는 진술 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브 프랜차
이저는 자신이 PQR 레스토랑을 유치 또는 개발하려는 지역에서 PQR
레스토랑 개발에 관한 기타 주요 요소, 또는 본사, 서브 프랜차이저,
PQR 체인 및 본 계약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과 관련한 서브 프랜
차이즈의 일반적이며 명확한 재정, 순이익, 총이익, 순 판매, 총 판매,
비용 또는 지출에 관한 주장, 보증, 권유, 추정 예측,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본사 및 본사의 대리인, 이사, 임원, 직원, 판매원, 기타 조합원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 및 서브 프랜차이저의 대리인, 이사, 임원, 직원,
판매원, 기타 조합원의 기타 유인 및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각 진술에 대한 알맞은 대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지시된 곳에서부터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오”인 경우, 본 계
약서 끝에 밑줄이 쳐진 부분에 응답에 대한 설명을 기입하십시오.

서브 프랜차이저는 UFOC, 본 PQR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 PQR 프랜차이
즈 계약 등을 엄밀하게 살핀 독자적인 법률 고문을 대리한다. 서브 프랜차
이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는 UFOC
에 규정된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에 구속되며, 본사는 본 계약의 조건과
규정, 구두로 된 계약 또는 권유에 구속되지 않는다.
예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식 서명)
서브 프랜차이저는 자신의 모든 의무와 함께 본 계약과 UFOC에 규정된
본사의 의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예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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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프랜차이저는 판매원 및 본 계약에서 확인된 경영진과 접촉, 교섭 및
또는 상담만을 하며, 본 서브 프랜차이즈 판매 또는 본 계약의 제안 및 수
락에 관하여 이들과 접촉, 교섭 및 또는 상담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식 서명)
본 계약에서 확인된 판매원과 경영진을 제외하고, 본 프랜차이즈 판매 또
는 본 계약의 제안 및 승낙에 관하여 본사의 판매원, 간부, 단일체, 조합원
은 서브 프랜차이저에게 충족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식 서명)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 본사의 판매원, 이사, 임원 및 직원 또는 기타 판
매원, 1인의 자 또는 단일체 등은 서브 프랜차이저가 자신의 담당 구역에
서 PQR 레스토랑 개발에 관한 기타 주요 요소, 또는 본사, 서브 프랜차이
저, PQR 체인 및 본 계약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과 관련한 서브 프랜
차이즈의 일반적이며 명확한 재정, 순이익, 총이익, 순 판매, 총 판매, 비용
또는 지출에 관한 주장, 보증, 권유, 추정 예측, 평가와 함께 기타 유인 및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된 데 일조한 바가 없음을 인정한다.
예
아니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식 서명)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사가 본 절에 제시된 서
브 프랜차이저의 승인, 주장, 약속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예
아니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식 서명)
“아니오”인 경우, 그 이유를 하기에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종이에 기입하여 첨부.
20. 중재
1.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 및 계약 갱신 기간 동안 분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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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이러한 분쟁 또는 논쟁을 법정까지 가지 않고 대체되는 분쟁 해결
체제(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로 해결하기로 결
정했다. ADR 체제는 분쟁 해결 비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타결할 수 있다. ADR 체제에 동의함으로
써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 양자는 사법적 해결 체제에서 발생하는
권리, 구제책, 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원 계약과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 양자는 ADR 체제가 분쟁과 논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경제적이
며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한다.
2. 따라서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무관하
게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 사이에 분쟁 또
는 논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 사이에 계약
위반, 해석 및 기타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 또는 논쟁
은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분쟁 또는 논쟁이 발생한 경우, 서브 프랜
차이저와 본사는 그 분쟁을 미국 중재 위원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의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에 따른
중재에 맡기는 데 동의하며, 이러한 중재 신청서는 AAA의 뉴욕 사무
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중재 전 청문회가
뉴욕 주 뉴욕시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본 단락은 서브
프랜차이저의 금전 불이행 또는 본 계약 제8조의 불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사는 법률과 형평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와 구제책을 활용하는데 구애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본사는 서브 프
랜차이저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신분 또는 본 계약을 준수하는 데
대하여 선언적 판결 또는 결정을 구할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가 불이행의 실재를 입증하게 하거나 다른 적절한
구제책을 정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본사와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이 주(州)간 통상을 포함한 교역을
증거하고, 본 중재 조항의 시행과 미국 법전 제9권, 연방 정부의 중재
에 관한 법령 제1절 이하의 적용을 받는 본 규정에 준거하여 내려진
중재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결론된 판정의 확인에 동의한다.
4. 30,000 달러를 초과하는 수익 상실, 처벌적 손해 배상금 또는 변호사
비용은 중재인이 판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정은 집행 가
능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 액수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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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상실, 처벌적 손해 배상금 또는 변호사 비용을 포기하면 이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담당 구역이 소재한 주의 법률을 일부 또는 전부
위반한 것이 되며, 해당 주 법률과 이와 같은 판정은 적절한 사법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본 계약 및
수정안, 매뉴얼 등에 각각 규정된 제8조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본
계약 규정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5. 본 계약이 승인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며, 그 판결에
만족하기로 동의한다. 양 당사자가 연방지방법원의 사법적 요구 사항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뉴욕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
기로 동의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절차와
유효한 절차에 관하여 자신의 가장 최근의 주소로 배달 증명 우편을
우송하는 데 동의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브 프랜차이저와 본사
각자는 심리 배심을 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앞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
하고 서브 프랜차이저의 담당 구역이 소재한 주의 법률이 그 주의
법원이 내린 판결 또는 그 주의 법률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
약은 그러한 요구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6. 본 조항의 조건은 본 계약의 종료, 만기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계속
그 효력을 지닌다.
21. 레스토랑 이전 수수료
각 PQR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PQR 레스토랑 또는 PQR 레스토
랑을 소유하는 법인의 지배 이익이 매각되면 총 판매 가격의 5%를 본사에
이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레스토랑 이전 수수료와
관련하여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고, 또한 모든 필요
한 경영상의 원조와 함께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양수인인 가맹점을 위해
PQR 레스토랑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사는 서브 프랜차이
저와 똑같이 5%의 수수료를 나누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내용에
도 불구하고, 서브 프랜차이저 또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주주가 PQR 레스
토랑 가맹점을 소유하는 경우, 서브 프랜차이저가 소유한 법인, 서브 프랜
차이저의 기존 주주와 그 기존 주주의 모친, 자녀, 부인, 남편, 부친, 형제
등 직계 가족이 소유한 법인, 또는 유산, 유증 및 서브 프랜차이저 주주의
사망 시 법률 또는 기타 사항의 실시로 인해 만들어진 법인에는 법인인 서
브 프랜차이저가 미지급 지분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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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22. 조합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사의 서브 프랜차이저 광고 조
합 위원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한다. 서브 프랜차이저의 광고 조합에 대한
지불 가능한 월별 수수료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며, 그 액수는 월
300~700 달러이다. 본 계약서에 규정된 담당 구역에 대한 서브 프랜차이저
의 수수료는 월 ____달러여야 한다. 서브 프랜차이저는 이로써 이와 같이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사의 시행일 현재 양 당사자는 이에 관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PQR 주식회사
서명:

CORP
서명:
주주 및 임원의 성명

법인인 서브 프랜차이저에 속하는 모든 주주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에 명기
되어 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직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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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주주

프랜차이즈 계약서
________에 소재한 뉴저지 법인의 PQR 주식회사(이하 “본사”)와
________에 소재한 Corp Name(이하 제10조에 정의된 “오퍼레이터”)는
____년 __월 __일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정의
본 계약에서 다음의 대문자로 쓰인 용어는 달리 요구되는 전후관계가 없
으면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ⅰ) PQR의 상표가 붙은 제품은 본사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기존에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이거나 앞으로 개발될 제품으로서 PQR 가맹점, 본사
또는 슈퍼마켓, 식료품 가게, 편의점 등 본사가 허가한 기타 단위체에
서 판매된다.
(ⅱ) PQR 유통점 또는 유통점은 PQR 레스토랑이 아닌 시스템으로서 본사
의 상표를 이용한 허가된 PQR 제품이 판매되는 카트, 키오스크, 자동
판매기 및 현재 또는 앞으로 개발되어 본사가 허가할 기타 제품 유통
시스템을 말한다.
(ⅲ) PQR 레스토랑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허가된 PQR 제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인 레스토랑 또는 비전통적인 레스토랑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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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또는 직판점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본사의 상표 아래 아래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운영되며, 본사가 작성 또는 승인한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허가된다.
(ⅳ) 비전통적 레스토랑은 다른 주요 상점 내에 위치하거나 다른 형태의
패스트푸드를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PQR 레스토랑을 말한다.
(ⅴ) 전통적인 레스토랑은 본래 PQR 레스토랑으로 존재하는 것을 사업 전
제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레스토랑도 그 내부에 다른 형태
의 사업을 소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PQR 레스토
랑이 주 사업이 된다.
(ⅵ) 시스템 레스토랑은 점포 내 또는 외의 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과거
본사 허가 제품과 점포 외의 소비를 위해 배달되는 허가된 PQR 제품
으로부터 파생한 PQR 레스토랑을 말한다.
(ⅶ) 허가된 제품 또는 PQR 허가 제품은 본 계약서 제5조에 따라 본사가
승인 또는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본사는 제출된 등록 신청 또는 미국 특허청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에 대
한 “PQR” 상표의 소유주이다. 그리고 본사는 앞으로 로고, 디자인 등을
포함한 관련 상표(이하 총칭 “본사 소유 상표”)에 관하여 소유주, 피인가
자 및 또는 허가된 배급업자가 된다.
본사는 PQR 허가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종전과 마찬가
지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특색 있는 표지, 음식 레시
피, 유니폼, 다양한 거래 비밀 및 기타 비밀 정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
축 설계, 장비 명세서, 배치 계획, 재고품, 기록 보존 및 마케팅 기법(이하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본 시스템은 본사의 경영 매뉴얼, 지역 레스토
랑 마케팅 매뉴얼, 건축 매뉴얼(이하 총체적으로 “매뉴얼”) 등을 구체적
으로 반영한다. 본사는 본사의 상표 시스템과 함께 본 시스템의 적용을 받
아 사용되도록 본사가 서면으로 지정, 허가한 그 밖의 상표, 서비스 상표,
상품명, 로고, 디자인을 확인한다. 본사의 상표는 공익을 위해 본사가 수립
한 기준과 명세 사항에 맞게 나타난 서비스의 출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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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통 및 비전통 PQR 레스토랑에 사용된 시스템과 PQR 유통점은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 등에 대한 평판을 경영과 지속적인 마케팅, 광고 활동 등을
통해 종전과 같이 확립할 것이고, 본 시스템이 값진 신용과 평판을 획득한 결과
로 판매된 허가 받은 PQR 푸드 프로덕트에 대한 수요와 신용을 창출하였다.
운영자는 (ⅰ) 본 시스템의 적용을 받은 경영과 본사의 상표 사용, (ⅱ)
본사가 수립한 기준과 명세 사항을 엄수한 시스템의 적용 범위 내에서 아
래에 명시된 한 개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운영하도록 허가 및 인가를 받아
그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본사는 운영자가 본 계약을 엄수함을 조건으로 본사의 상표와 시스템의 적
용을 받아 운영자에게 한 개의 인가를 허락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
제1조 프랜차이즈 권리 허가 및 위치
1.1 허가
여기에 허가된 프랜차이즈의 발급을 고려하여 운영자는 본사에 상환
불가의 ____달러(이하 “초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신에
본사는 본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아 본사의 경영 매뉴얼, 또는 경영
매뉴얼 수정안에 부수적으로 추가된 내용에 따라 본사가 지정한 높은
품질의 제한된 특정 음식 품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 개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양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장소에서 PQR 이름 아래 개장
및 운영하는 독점적 권리를 운영자에게 수여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
거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거나 보호되는 시장을 허가하는 경우는 존재
하지 않는다. 초기 수수료는 본사 및 운영자가 본 계약을 시행함으로
본사가 충분히 징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또는
다른 정황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다른 시기에도 초기 수수료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1.2 라이선스
본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여기에 명시된 기간 및 갱신 기간 동안 운
영자에게 본 계약의 체결일에 발효되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허가 및 수
여하며, 이에 운영자는 본사의 상표와 기타 본사가 지정하는 그 외의
상표아래 본 계약에 기술된 사업을 운영하며, 오로지 본 시스템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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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본사와 운영자가 동의한 특정 장소(이하 “장소”)에서만 사
업을 운영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1.3 장소
본 계약서에 명시 또는 확인되어 있거나 추가 조항으로 첨부되어 있
지 않으면 본 계약의 시행일에 장소 선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
은 것이다. 장소를 임대차 하는 경우 운영자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이하 제18조에 정의된 바와 같
이 “UFOC"라고 칭함)에 첨부된 승인된 전대 양식에 따라 본사가 지
정하는 독립 법인으로부터 선정된 장소를 전대하는 데 동의한다. 통지
도달 이후 및 적용 가능한 유예 기간 동안 선정된 장소의 위반 사항에
대해 전대 조건으로 요구되는 내용대로 회복하지 않는 것은 전대의 중
대한 위반으로서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한다. 선정된 장소에 대한 전
대 서명 또는 운영자 및 운영자의 주요 주주, 임원의 선정된 장소에
대한 책임 임대 조건부 서면 승인은 운영자의 선정된 장소에 대한 승
인을 구성한다. 운영자는 본사가 사전 서면 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선정된 장소에서만 시스템 레스토랑 운영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운
영자는 사업 장소를 알아내는 데 단독 책임을 지며 본사는 운영자를
위해 승인 장소를 확보할 책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확인된 바와 같이 본사의 지역 서브 프랜차이저가 있는
경우, 그는 운영자가 승인 장소를 확보하는 데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수행하는 시스템 레스토
랑 운영자를 위해서도 다른 승인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는 서브 프랜차이저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제2조 사업 설비 및 착수
운영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ⅰ) 선정된 장소를 시스템 레스토랑으로
개조하고, (ⅱ) 자신의 영업장소를 시스템 레스토랑으로 개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
영자는 착수 이후 적정한 기간 동안 개조, 건축 및 비품 설치를 충분히 완
료해야 한다. 운영자는 선정된 장소에서 개조 및 비품 설치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각 시스템 레스토랑의 운영을 착수해야 하며, 운
영에 착수하기 10일전까지 본사에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운영자는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사가 승인한 당시의 기준, 계획 및
미국

485

명세 사항에서 이탈하여 시스템 레스토랑의 실내 또는 실외를 건축하거나
개조 또는 개수하면 안 된다. 운영자는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 사업을 착
수하기 이전에 그 시스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방 도시
및 주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취득해야 하며, 본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라이선스가 충분히 유효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3조 교육
3.1 운영자는 조지아 주 아틀랜타에 소재한 본사의 교육 학교(이하 “PQR
교육 학교”) 또는 본사가 선정한 다른 교육 장소에 참석할 개인을 최
고 4명까지 지명한다. 본사는 운영자를 위해 초기 교육 프로그램과 본
사의 관리 담당 직원을 본사가 정한 때에 제공한다. 본사는 교육 간접
비, 담당 직원 급료, 물자 및 전문적인 교육 도구 일체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운영자는 여
행, 생활, 봉급 일체와 교육 프로그램 참석과 관련하여 운영자 및 또
는 운영자의 직원이 초래한 기타 비용 지출을 부담한다. 교육 프로그
램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법은 본사의 독자적인 자유재량
과 통제에 따른다. 교육 과정은 시스템 레스토랑의 실행과 운영에 있
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구성된다.
3.2 운영자는 본사가 계획한 경영 교육 과정에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수
료한 자가 개장 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레스토랑을 허용하지 않는
다. 운영자가 1인의 개인으로서 당일 기준으로 시스템 레스토랑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가 임명한 시스템 레스토랑 관리자
가 사직했거나 그 근무 기간이 만료한 경우, 운영자는 후임 레스토
랑 관리자를 반드시 정하여 (ⅰ) 레스토랑 관리인의 의무 발생이 처
음으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밟게
할 뿐만 아니라 (ⅱ)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게 해야 한다. 운
영자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는 것을 전제로 본
사의 시설에서의 요구되는 교육 과정이 축소되는 경우 그 축소되는
기간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사 시설에서의 단축된 교
육 과정은 본사가 승인한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실무 교육은 96시간
부가적으로 더 받을 것을 요구한다.
3.3 피교육자가 임의로 해당 교육 과정에서 탈퇴하려고 하거나 그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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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사가 합당하게 만족할 정도로 공부 내용
을 이해하거나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적성, 정신 또는 능력을 입증하
지 못한 경우, 본사는 운영자의 피교육자에게 다른 교육 학습 시간에
출석하거나 본사가 그 피교육자가 해당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수료
했다고 합당하게 만족할 때까지 실무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운영자는 본사가 합당하게 만족할 정도로 교육
이 수료될 때까지 시스템 레스토랑을 개장 하지 않을 수 있다.
3.4 개장 이후 운영자가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제3당사자에게 매각
한 경우, 양수인은 PQR 교육 학교에서 본사가 그 이전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모든
수업료는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본사가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
의 판매 가격의 5%를 수령함으로써 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승인된
비판매 경영권이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에 대한 제3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PQR 교육 학교에 참석하여 본사에 교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교육 수수료는 1,5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PQR 교육 학교가 해당 양수인이 개별적인 시스템 레스토랑
을 운영해도 된다는 승인을 하기 전까지 어떤 시스템 레스토랑도 개
장 되거나 재개장 되지 못한다.
3.5 추가 교육 학기는 운영자의 요청과 비용 부담 및 본사의 요청과 운
영자의 비용 부담으로 열릴 수 있으며, 초기 교육 과정은 제외한다.
추가 교육 학기가 운영자가 체류하는 주에서 계획된 경우, 운영자의
추가 교육 학기에의 참석은 의무 사항이다. 이러한 추가 교육 학기
에 대해 본사는 강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운영자는 자신과 그
관리인을 위해 통역, 숙박, 음식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운영자
는 운영자가 반드시 여행해야 할 거리에 따른 비용과 숙박 시설을
선택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운영자는 본사가 지역 모임을 마련한 경
우 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또한 연간 전국 대회가 예정된 경우
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그 등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4조 매뉴얼 및 운영자 기준
품질, 청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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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준
본사 상표와 시스템의 가치와 신용을 고양시키고 본사 상표와 PQR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타 PQR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
영자는 그 사업을 본사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매뉴얼
4.2.1 매뉴얼과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 본사는 각 시스템 레스토랑과 관
련한 품질, 청결, 모든 음식에 관한 서비스, 음료, 비품, 실내 및
실외 장식, 보급품, 설치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운
영자가 판매하는 허가된 제품을 목록으로 기록하여 시스템 레스
토랑의 운영 기준으로 공표할 것이다. 운영자는 그의 시스템 레
스토랑을 매뉴얼과 본 계약서 및 시스템 레스토랑이 소재한 장소
의 전대에 제시된 기준, 명세 사항, 절차에 따라 운영할 것에 동
의한다. 더 나아가 운영자는 메뉴, 또는 수시로 필요할 수 있는
기준과 명세사항,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본사의 허가에
따라 매뉴얼의 내용을 적절하게 변경, 개정 및 추가 하는 데 동
의한다.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운영자의 장소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본 계약을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4.2.2 매뉴얼과 모든 매뉴얼에 대한 수정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본
사의 소유로 남는다. 본 계약 기간 동안 운영자에게 임대된 매뉴
얼과 이에 대한 수정안은 본 계약이 종료, 만료되었거나 또는 재
개되지 않게 된 때 본사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한다. 매뉴얼은 본
사의 특정 거래 비밀이 포함된 1급 보안을 요하는 비밀문서로
운영자는 절대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본 계약기간 뿐만 아니
라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직원 또
는 다른 당사자를 보증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주의로 이를 보관
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의 운영에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고 본사가 제공한 매뉴얼 또는 기타 출판물, 레시피
또는 비밀의 내용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4.3 업무 시간
본사와 운영자는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의 운영 시간을 주당 7일
로 최소 오전 10시부터 자정인 오후 12시까지로 정하는 데 동의하며
운영자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동의한
다. 시스템 레스토랑의 장소가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에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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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또는 쇼핑센터의 운영 시간에 통제된다. 운영자는 근면하고 효
율적으로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총매출을 최대로 올리는 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개장 시간이 그 운영과 판매를 극대화
하는 데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 적어도 14시간 동안 일
주일 내내 영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간이 운영자의 시스템 레
스토랑의 판매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경우, 본사와 운영자
는 새로운 영업시간을 같이 만들어 원래의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조정
해야 한다. 각 레스토랑의 위치와 지역의 법적 제한과 관련하여 다른
운영자의 영업시간이 다양하게 조정될 것임을 인정한다.
4.4 레스토랑의 외관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은 매뉴얼에 따르거나 적절한 운영 상태와
미학적 외관, 전문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개선이나 장비 또는 추가물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본사는 기존 장비에 대해 리모델링과 수리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 공사도 요구할 수 있다. 본사는
시스템 레스토랑을 개장한 후 3년이 안 된 특정 시스템 레스토랑에 이
와 같은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ⅰ) 본사가 개발 및
허가한 새로운 음식 조리 방법 또는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장비가 필
요한 경우, (ⅱ) 본사가 만족하는 정도로 레스토랑의 실내 및 실외의
외관을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리 또는 재도색이 필
요한 경우, 또는 (ⅲ)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이 매각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운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레스토랑에 대한 변화를 충분하
게 이행, 완성하여야 한다.
4.5 제품 라인과 서비스
운영자는 본 계약 또는 매뉴얼에 준거한 본사의 지정에 따라 승인
및 제한된 제품 라인만을 취급하는 데 동의하며, 또한 운영자의 시스
템 레스토랑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설명서, 내용, 무게, 품질
등에 관해 본사가 정한 모든 명세 사항과 방식을 따르는 데 동의한다.
4.6 제품 용기, 설치물 및 기타 물품
4.6.1 운영자는 모든 음식과 음료 품목을 정확하게 재생된 본사 상표가
찍힌 용기에 담는 것에 동의한다. 모든 용기, 냅킨, 가방, 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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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식단표, 기타 포장지 및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과 관련된
기사는 본사의 명세사항에 따라야 하고 본사 상표가 찍혀 있어야
한다. 운영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물품을 본사가 서면으
로 승인한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그 구입
을 부적절하게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
4.6.2 본사의 상표가 찍힌 상품, 비품, 실내외 장식 품목, 지급품, 설치
물, 장비 또는 기구 등의 품목이 본사가 최초로 제시하고 서면으
로 승인한 것이 아니면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사용되지 못한다.
제5조 식단표, 단체복, 점검, 간판
5.1 식단표
5.1.1 해당 제품이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된 것으로서 매뉴얼에 준거하여 승인된 것이 아니고, 또한
본사가 서면으로 그 이후에 승인한 것이 아니면 운영자는 특매,
판매 또는 기증하기 위해 이를 제조, 광고해서는 안 된다. 모든
승인된 제품은 본사가 지정한 특정 이름하에 유통된다. 운영자는
모든 식단 가격을 자유재량으로 정한다. 운영자는 본사가 “승인
및 허가된” 제품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본사가 “지역적”으로
특화한 식단으로 이용되게 했거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승인
한 경우(이하 “허가된 제품”)의 음식 제품만을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사가 운영자에
게 지시한 제품이 아니면 기준이 되는 제품이 식단표에서 삭제
되는 경우는 없다.
5.1.2 이러한 “허가된 제품”은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활용되
는 승인된 식단 형태로 판매되어야 한다. 승인 및 허가된 식단표
와 식단 체제는 본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조직, 삽화, 제품 설명
서, 도해 및 기타 식단과 관련된 가격을 제외한 내용 등에 관한
필요사항이 그 열거된 내용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본사의 자유재량으로 식단표 및 또는 식단 체제는 지역,
시장 규모 및 기타 사항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본사는 식단표
및 또는 식단 체제를 수시로 지역의 특성 또는 허가 테스트에 따
라 변경하거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레스토랑 지역과 균일화
되지 않은 지역 또는 그러한 지역 내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허가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영자에게는 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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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식단 체제의 사용을 실행하기
위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이 주어진다.
5.1.3 운영자가 본사가 보낸 통지를 수령하면 그 통지에 명시된 지시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자신의 식단표에 추가해야 한다. 운영자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변화된 식단을 충분히 실행하기 위한 기
간으로 최소한 30일을 갖는다. 운영자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승
인된 제품이 아니라는 통지를 수령한 후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판매를 30일 동안 중지해야 한다.
5.1.4 운영자가 판매하는 허가된 제품은 최고의 품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음식 제품의 성분, 구성, 설명서, 조리법 등은 본사
의 규정한 레시피와 지시, 또는 본사의 경영 매뉴얼에 따라야 한
다. 또한 본사의 요구사항은 수시로 운영자에게 전달된다.
5.2 계약서 및 지시 사항 준수
운영자는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본사의 사업 기준과
상품화 정책에 따라 청결하고 정돈되게 합법적이며 상당한 수준의 사
업 장소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상해 보험금, 음식 및 음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법률, 법규 및 전
술한 내용을 실시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자는
부도덕적 또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레스토랑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용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5.3 간판, 디자인 및 광고 형태
5.3.1 운영자는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이 "PQR 레스토랑”으로 식별
되도록 레스토랑이 위치한 장소, 또는 그 정면 부근에 적절한 간
판 및 차양이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간판은 지역의
법률 규정이 금지하는 범위의 내용을 제외한 본사의 모든 요구
사항과 함께 장소 선정을 위해 승인된 배치 및 디자인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5.3.2 운영자 및 아래에 규정된 단체는 본사에 처음으로 제출되어 가격
이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승인되지 않은 형태, 색상, 숫자, 위
치, 크기 등을 포함한 내부 또는 외부 간판과 홍보에 관한 디자
인, 광고, 표지 및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항의 승
인을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은 정부 2통으로 (ⅰ) 본사
의 법률 담당 부서인 뉴욕 브로드웨이 740번지 법률 자문 담당,
우편번호 10003(General Counsel, 740 Broadwa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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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과 (ⅱ) 본사의 마케팅 담당 부서인 조지아 주 아틀랜타 더
익스체인지 1775번지 600호, 우편번호 30339(1775 The Exchange,
Suite 600, Atlanta, Georgia 30339)에 적절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본사는 운영자의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본사가 지급한 형태의 광고, 또는 본사가
명확하게 승인한 판촉 품목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운영자가 결정
한 경우, 운영자는 이러한 물품의 사용을 위해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본사로부터 서면 통지가 도달하면 운영자는 본사가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광고물, 또는 본사가 단독재량으로 진열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의 사용을 중지거나 이를 제
거해야 한다.
5.4 단체복 및 직원의 용모
운영자는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이 (ⅰ) 본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색상과 디자인 및 기타 명세 사항에 맞는 단체복을
착용하고 (ⅱ) 단정하고 청결한 용모를 지니게 해야 한다. 운영자가 이
용하는 단체복 형태가 본사에서 승인하는 단체복 명단에서 제외되면,
운영자는 기존의 단체복 재고를 사용 중지해야 하며 그 제외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사에서 승인하는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5 자동판매기 및 다른 종류의 기계들
운영자는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판기, 게임 기계 및 기타 기계
적 도구가 레스토랑 내에 설치 또는 보관되도록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5.6 점검
5.6.1 본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운영자의 영업이 방해 받지
않는 영업시간 동안 시스템 레스토랑의 1층과 지하실을 점검하
고 운영자의 직원들과 상담하며, 또한 운영, 음식, 음료, 비품, 실
내외 장식, 지급품,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점검, 관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과 동시에 운영자가 본 계약서, 시스템 및 매뉴얼에 따
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템 레스토랑의
1층과 지하실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다.
5.6.2 품질, 청결, 서비스, 보건, 허가된 제품 라인 등과 그 외의 관계
사항을 포함한 본 계약서 및 매뉴얼의 적용으로 요구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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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부족 또는 불만인 사항이 점검을 통해 지적되는 경
우, 본사는 운영자가 매뉴얼, 시스템 또는 본 계약서 규정에 어
긋나는 사항에 관하여 운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위의 부족 또
는 불만이 24시간 동안 고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인 경우, 운
영자가 그 부족 또는 불만인 상태를 고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위의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24시간 또는 본사가 단
독 재량으로 허용하는 경우 이보다 많은 시간을 허여할 수 있다.
위의 제한 시간 내에 고치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경우, 운영자가
위의 제한 시간 중에 부족 또는 불만인 사항을 고치거나 회복하
는 데 착수한 이후에도 성실한 태도로 완성할 때까지 이를 수행
해야 한다.
제6조 광고 및 가맹점 단체
6.1 운영자와 본사 모두가 광고의 가치를 인정하므로 이에 따라 운영자
는 매주 총매출의 4%를 본사에 지불(이하 “광고 수수료”)하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기금은 본사의 단독 재량으로 본사가 통제하는 분
리된 광고 계정에 다른 광고 징수금과 함께 예치되거나 운영자의 시
스템 레스토랑이 소속된 지역 광고 법인에 예치된다. 광고 지불 금
액은 운영자 및 또는 시스템 레스토랑의 지역 운영자의 이익이 되는
광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광고 수수료는 제9조에 기재된 절차
에 따라 지불된다.
6.2 본사는 단독 재량으로 징수된 수수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대중 매체
방영 시간, 매체물 제품,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및 전단, 포스터 등
의 점포 수준 광고물 또는 기타의 광고 및 마케팅용 유형의 홍보물
등의 광고를 위해 징수된 기금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국 또는 지역 광고 기금, 프로그램, 단
체, 또는 기타 단체에 광고 수수료 또는 기부금을 헌납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6.3 본사는 자발적인 운영자 법인 광고 단체(Operator Cooperative
Advertising Association. 이하 “단체”)의 형성과 운영을 장려한다. 각
단체는 지역 광고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여 협조적인 광
고, 마케팅 활동 및 프로그램을 할 응집력 있는 팀의 창출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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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해야 한다. 운영자의 지역을 위해 단체가 형성되는 경우, 각
운영자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광고 및
마케팅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에 투표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6.4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사는 단체 수립에 지원하거나 본사가
단체에 지불한 광고 기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
야 한다. 이러한 기금은 본사의 단독 자유재량으로 각 단체에 지불
되며, 본사는 본 계약 규정에 따라 단독 자유재량으로 그 기금을 사
용할 자격을 가진다. 본사가 광고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에 지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아래에 명기된 사건 중 발생한 사
건을 단체가 해결하지 못한 경우, 본사는 광고 기금에 대해 단독 의
사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즉 (ⅰ) 단체가 기능을 중지한
경우, (ⅱ) 제도 또는 개별 단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체 구성원이 무능력 또는 실패하여 곤경이 야기된 경
우, (ⅲ) 단체가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활동하는 데 실패한
경우, (ⅳ) 단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동안 광고 프
로그램을 승인하지 못한 경우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사는 모든
단체의 운영, 단체에 관련된 광고 에이전시, 단체가 수행하는 광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결정을 내리거나 광고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사는 각 단체에 징수된 자금을 분배하기 전에 각 단체에 대
하여 매달 1개의 레스토랑에 대해 10달러를 상환, 징수, 서비스 등의
수수료로 부과한다.
6.5 운영자는 (a) PQR 브랜드 개발 기금 주식회사와(Brand Development
Fund, Inc. 이하 “BINBDFI"), (b) PQR 공급자 위원회, (c) 연구 개발
기금, (d) 개장 행사와 아래에 설명된 초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본사
의 UFOC를 수락함에 동의한다.
6.5.1 BINBDFI는 PQR 유통업자, 제조업자, 및 본사 또는 시스템, 운영
자와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단일체로부터 마케팅
수당과 지불 금액을 받는 것이 허가된 비수익 단일체이다. 본사
는 PQR 본사 자문 위원회가 선정한 PQR 운영자와 서브 프랜차
이저(이하 총체적으로 “자문회”)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BINBDFI의 활동을 통제한다. 본 계약의 시행으로 운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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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6.5.3

6.5.4

6.5.5

BINBDFI 및 그 승계자가 제공하는 기금을 수령하는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위한 지출에도 동의한
다. 이러한 비용은 직원, 관리 수수료, 광고 대행 회사, 운영비용,
부응 기금 프로그램, 연구 개발, 행정 비용, 교육 및 훈련 자료
제품, 업무용 제품, 포커스 그룹(focus group-테스트할 상품에 대
해서 토의하는 소비자 그룹. 역자 주) 또는 기타 연구,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다른 매체 방영 시간 구매, 인쇄 광고, 레스토랑 디
자인 연구 또는 변경, 자문, 본사가 허가하는 마케팅 및 광고사
용 등을 포함한다. 자문회 또는 그 일부의 결정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나 서브 프랜차이저
의 대리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본사는 상담 또는 자문 없이
기금의 지출을 허가하는 권한과 직권을 이에 허가한다.
본 계약을 시행함으로써 운영자는 PQR 브랜드 기금 조성 주식회
사(PQR Brand Building Fund, Inc.)의 조성과 실체에 동의하며,
PQR 제조업자, 유통업자, PQR 시스템 및 PQR 브랜드 기금 조성
주식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각인 및 식
료품상인, 징수금의 사용 허가 및 그 이후에 결과하는 지출에 대
한 시스템으로부터 총매출의 1~3% 또는 판매 백분율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수수료나 균일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기부하
는 방법을 모색하는 권리와 혜택을 가진다.
PQR 공급업자 자문회는 승인된 제조업자, 유통업자와 본사로 구
성된 단체이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의사전달을 증진과
개선된 허가 제품의 유통 증진과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문회는 직원과 유통 및 원료 제조에 포함되는 기타 지출에 대
해 본사에 상환한다. 운영자는 본사가 모은 이와 같은 기금을 수
령하는 데 동의한다.
본사와 특정 제조업자는 특정 허가 제품의 개선을 위한 연구 개
발 기금을 설립하거나 그 설립을 동의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
러한 연구 개발이 초래한 지출로부터 발생한 상환 기금을 본사
가 수령하는 데 동의한다.
광고 수수료에 부가하여 운영자는 본사가 명시한 “개장” 촉진
을 위해 최소한 4,000 달러를 지출하는 데 동의한다. “개장”행
사는 모든 운영자에게 요구되며, 이는 대중에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개장” 기금 신청 및 사용
은 본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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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시스템 레스토랑을 개장한 후 12개월 동안, 운영자는 쿠폰과 월
별 행사(이하 “초기 프로그램”)를 포함하는 초기 지역 레스토
랑 마케팅 계획을 시행하는 데 동의한다.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
토랑이 개장 2주 후 착수하는 초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자는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사에 연속하는 50
주 동안 일주일 당 40 달러씩 총 2,000 달러를 본사에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초기 프로그램의 신청 및 사용은 본사의 마케팅 담
당 부서 또는 그 피지명자가 담당한다.
제7조 회사 상표와 추가적인 상표
7.1 라이선스와 시스템, 매뉴얼, 본사의 상표 및 본 계약에 의거하여 허
가된 기타 사유 제품을 사용하는 관련 권리는 선정된 장소에서의 운
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과 관련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본사가 서면으
로 승인한 배치전환의 경우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적용되
지 않는다. 본 계약은 이동용 판매 운송 수단, 카트, 키오스크 또는
기타 비전형적 배달 시스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7.2 운영자는 본사의 다른 운영자에 의해 본사의 상표를
전통적 PQR 레스토랑, 유통점 또는 PQR 허가 또는
유통하는 데 쓰이는 기타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사의
는 것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는 금지된다.

사용하거나 비
브랜드 제품을
상표를 사용하
되며, 이 행위

7.3 본사는 수시로 단독 자유재량으로 단어 및 또는 디자인으로 추가적
인 상표 및 또는 서비스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는
운영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운영자가 이제 본사 상표의 부분을 형
성하게 된 상표 또는 직무 표장을 사용하도록 인가할 수 있다. 이러
한 라이선스 기간은 본 계약 또는 본사가 정한 그 외의 기간과 동일
할 것이며, 본 계약 및 운영자에게 그 라이선스를 허가한 통지에 제
시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장비, 지급품 및 기타 제품의 유통과 구매
운영자는 본사가 승인한 제품과 허가된 제품의 준비에 있어서의 부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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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식만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운영자는 본사의 명세 사항
에 따라 승인된 제조업자가 제조하고 승인된 유통업자가 유통하며 아래와
같이 운영자에게 판매되는 원료만을 구매하는 데 동의한다.
8.1 정의
8.1.1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유통업자”는 제조업자를 제외한 직간
접적으로 원료를 운영자에게 배달하는 단일체로 정의된다. “제
조업자”는 제조업자 및 또는 원료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단
일체로 정의된다. 원료는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했거나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모든 제품 또는 허가된 제품을 만드는 데 쓰
이기 위한 제품 단일체를 말한다. 원료는 인쇄된 종이 제품, 조
리되지 않은 고기 및 조리된 고기, 치즈, 농산물, 조리된 파스타
또는 조리되지 않은 파스타, 해산물, 제빵류, 야채 품목, 의복, 가
공 식품, 드레싱, 디저트, 양념, 향신료, 조미료, 소스, 냉동 앙트
레, 조리된 앙트레, 냉동된 도시락 제품, 조리된 도시락 제품, 도
시락 패키지 및 본사가 원료(이하 총체적으로 “원료”)로 지정
한 기타 품목이다. “허가된”은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사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8.2 유통업자
8.2.1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의 시장 지역에서
1인 이상의 유통업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근거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 운영자들은
최저의 유통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1인의 허가된 PQR 유통업자
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자는 장비와 지급품, 원
료,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제품
과 재료를 허가된 유통업자와 다른 허가된 공급업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는 데 동의한다. 여기의 공급업자는 적절한 품질 통제 및
운영자와 기타 모든 시스템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
고 신뢰할 수 있게 공급하는 역량을 소지하며, 해당 지역의 운영
자 및 기타 모든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본
사와 업무를 같이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증명하는 자이며,
또한 모든 허가된 PQR 제품을 유통하는 데 동의하고 본사의 적
절한 요구 사항에 따르기로 하는 등 본사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만족할 정도로 본사의 당시 기준과 위의 품목에 대한 명세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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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능력을 증명하여 본사가 그를 서면 승인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2.2 운영자가 승인 받지 않은 유통업자에게서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고
자 하거나 운영자가 허가된 유통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는 이에 대하여 우선 본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ⅰ) 사장 ____와
(ⅱ) 법률 자문 담당 ____앞으로 서면 요청서를 정부 2통으로 작성
하여 유통업자로 지명되고자 승인을 구하는 이와 유사한 서면 요
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사는 유통업자 지명을 신청한
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재정, 경영 및 경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사의 대리인에게는
유통업자 지명을 신청한 자의 시설을 점검하고 경제, 유통, 공급에
대한 조건 및 다른 시스템 레스토랑에 대한 유통관계와 일관된 요
구조건을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유통업자 지명을 신청한 자는 운
영자에게 공급할 유통업자의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본사
의 적정한 비용뿐만 아니라 유통업자가 소지하는 시설, 장비, 원료
를 점검 및 재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현재 및 장래의 적정한 비용
일체를 미리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본사는 본사의 기준에 계속하
여 응하지 못하는 유통업자에 대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유통업자를 승인하도록 본사에 요구하지 않는다. 유통업자
및 유통업자 지명을 신청하는 자가 본 조항에 충실히 따라 유통업
자 평가에 본사가 필요한 모든 점검사항을 갖추어 요청서를 본사
가 수령하면, 본사는 완성된 승인 요청서의 수령 또는 필요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후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본사의 결정을 운영자에
게 통지해야 한다. 운영자가 이용해 온 추천 받은 유통업자가 새로
승인된 유통업자로 교체되는 경우, 해당 운영자와 기타 모든 운영
자는 교체 승인된 유통업자를 허가해야 하고, 교체 승인된 유통업
자는 본사의 기록 및 점검 목적과 함께 본사의 기타 적정한 요구
에 따르도록 매입 송장 사본을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8.3 제조업자
8.3.1 양 당사자는 본사의 제품 명세사항과 분할 통제 시스템이 1급 보
안을 요하는 비밀 정보일 뿐만 아니라 본사의 거래 비밀임에 동
의한다. (ⅰ) 적정한 가격 산정과 (ⅱ) 운영자와 본사의 모든 시
스템 레스토랑을 위해 특별히 체계화된 PQR 허가 원료를 확보하
고 (ⅲ) PQR 제품의 일관된 균일성을 수립하기 위해, 운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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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스템 및 지역 운영자가 승인된 제조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품의 품질 및 균일
성의 중요성과 함께 높은 품질과 균일성에 도달, 유지하기 위한
허가 제품 조리에 있어서의 분할 통제와 제품 명세사항의 중요
성으로 인해, 운영자가 판매하는 허가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
용되는 제품과 원료의 유통을 본사가 엄밀하게 통제하는 것이
양 당사자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와 유사한 이유가 앞으
로 본사가 개발할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운영자는 본사
의 명세 사항과 품질 기준에 따라 본사가 합당하게 계속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해당 품목에 대한 본사의 당시 기준과 명세 사
항에 부합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승인된 공급업자로서, 적절한 품
질 통제와 지역 또는 담당 구역 내의 운영자 및 기타 모든 시스
템 운영자의 요구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부합하는 역량을
지니고 본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증
명하며, PQR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자로서 본
사가 서면 승인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자가 생
산하는 원료만을 매입하는 데 동의한다.
8.3.2 운영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조업자에게서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
고자 하거나 운영자가 허가된 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운
영자는 이에 대하여 우선 본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ⅰ) 사장
____와 (ⅱ) 법률 자문 담당 ____앞으로 서면 요청서를 정부 2통
으로 작성하여 제조업자로 지명되고자 승인을 구하는 이와 유사
한 서면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사는 제조업자 지
명을 신청한 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한 재정, 경영 및 경제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사
의 대리인에게는 제조업자 지명을 신청한 자의 시설을 점검하고
경제, 유통, 공급에 대한 조건 및 다른 시스템 레스토랑에 대한
제조관계와 일관된 요구조건을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조업자
지명을 신청한 자는 운영자에게 공급할 제조업자의 신청서를 검
토하는 데 소요되는 본사의 적정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조업자가
소지하는 시설, 장비, 원료를 점검 및 재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현재 및 장래의 적정한 비용 일체를 미리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본사는 본사의 기준에 계속하여 부응하지 못하는 제조업자에 대
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본사가 제조업자를 승
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조업자 및 제조업자 지명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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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본 조항에 충실히 따라 제조업자 평가에 본사가 필요한
모든 점검 사항을 갖추어 요청서를 본사가 수령하면, 본사는 완
성된 승인 요청서의 수령 또는 필요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후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본사의 결정을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
다. 운영자가 이용해 온 추천 받은 제조업자가 새로 승인된 제조
업자로 교체되는 경우, 해당 운영자와 기타 모든 운영자는 교체
승인된 제조업자를 허가해야 하고, 교체 승인된 제조업자는 본사
의 기록 및 점검 목적과 함께 본사의 기타 적정한 요구에 따르
도록 매입 송장 사본을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8.4 구매 의무
운영자는 다음의 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승인된 유통업자 및 제조업
자로부터 구매하는 데 동의한다.
8.4.1 모든 브랜드화 된 PQR 제품은 본사의 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본
사는 운영자가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점포 내 판매를 통해서 뿐
만 아니라 슈퍼마켓, 식료 잡화점 등 다른 선정된 장소에서 소매
및 도매로 PQR 브랜드화 제품을 판매하여 또 다른 이익을 창출
할 장기간의 전략적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
하기 위해 본사는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 이러한 장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자는 본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허가한
브랜드화 된 제품의 구매, 진열, 판매와 관련하여 본사에 협조하
는 데 동의한다. 운영자는 브랜드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로
부터 라이선스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수취하는 데 동의한다. 이
수수료는 본사의 상표를 사용에 대하여 본사에 보상하는 의미로
지불하는 것이다.
8.4.2 특정 PQR 표준 외부 및 내부 간판을 먼저 간판 주형으로 제작하
거나 다량으로 사전 제작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사가 간판 제조업자를 승인하여 그와 계
약을 체결하면 간판 제조업자에게는 광고와 관련한 본사의 상표
사용과 그 간판을 판매하는 권리가 허가되며, 운영자는 자신이 사
용할 간판을 허가된 간판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데 동의한다.
8.4.3 코카콜라 파운틴 서비스(Coca Cola fountain service) 제품: 본사
는 PQR 시스템에 파운틴 서비스 음료를 독점 공급하는 공급업자
로서 코카콜라 주식회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영자는 본
사가 서면으로 교체 또는 추가를 승인한 음료가 있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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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며 본사가 허가한 파운틴 서비스 코
카콜라 제품만을 판매하는 데 동의한다.
8.4.4 운영자는 원료에 대해 가격 삭감, 저임금, 허가 제품 개선, 향상
된 공급의 신뢰도, 유통 개선, 시세 변동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고정 가격 확립하여 수립한 원료비용 통제, 운영자의
경영 개선, 기타 운영자에 대한 실체적 이익 등으로 운영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본사가 확립한 지역 또는 국내 구매 프로그
램에 동의하며 그 조건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제9조 연속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보고서, 장부, 기록
9.1 연속적인 프랜차이즈 수수료
9.1.1 운영자는 본 계약 기간과 갱신 또는 연장 기간 동안 자신의 시스
템 레스토랑의 총매출의 6%를 매주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본 계
약의 취지상 “총매출”은 운영자가 할인 가격과 수당을 제외하
고 금액 지불로써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에서 판매된 제23조
에 규정된 승인된 공동 브랜드 판매와 운영자의 레스토랑이 소재
한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 또는 게임기와 같은 기계적 또는 다른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얻은 모든 수익 및 그 외의 관계되는 사항
과 함께 운영자가 자신의 레스토랑 장소에서 경영한 다른 사업으
로부터 획득한 판매세를 제한 총수익을 포함하여 음료, 음식, 기
타 제품, 서비스, 지급품에 대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받
은 총수익을 말한다. 단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지불 금액의 수
취 여부에 관계없이 결제가 있으면 지불된 것으로 본다.
9.1.2 본사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즉시 이행 또는 재이행하여 본사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제6
조에 규정된 지불 가능한 총매출의 6%와 4%를 전자적 방법으로
징수하고 운영자 계정의 지불 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허가 전 점검 양식 및 운영자의 은행 계정에 지
불 가능한 본사의 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문서 및 지불 명령서를
본사에 교부해야 한다. 본사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즉시 본사 또는 본사의 피지명자가
본사가 단독 자유재량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운영자의 사업 활동
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취하기 위해 본사의 컴퓨
터를 운영자의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운영자의 POS 시스템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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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
이 그 이유와 때를 불문하고 본사 또는 본사의 피지명자가 연결
한 위의 선 또는 전화선을 끊어 본사 또는 그 피지명자가 그 이
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데 동의한다. 운영자의 컴퓨
터, 현금 등록기 또는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도구들에 내장된 정
보가 인터넷,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 또는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됨에 따라 운영자
는 본사가 이러한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명백히 허락한다.
9.1.3 운영자는 각 영업주가 종료한 2일 이내, 또는 본사가 단독 자유재
량으로 정한 다른 시기에 전화로 총매출을 보고해야 한다. 최근
영업주의 종료는 화요일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자는 매주 돌아오
는 토요일까지 자신의 영업 결과를 보여주는 서면 요약서를 매주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가 적시에 자신의 매출을 보고하지 못하면
본사는 운영자의 매출 총액을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본사는
보고된 요약서를 기탁하거나 이전하며, 보고서가 없는 경우 시스
템 운영자의 사전 허가 점검 또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산정된
총액을 본사의 계정에 입금하게 한다.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지
불 명령서가 불충분한 기금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미지급 상
태인 경우, 운영자는 본사에 초래된 지출과 관련하여 최소 총액
30 달러의 은행 수수료를 포함한 그 미지급으로 발생한 본사의
지출 비용을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된 간부의 지출과 함께 시간당
계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운영자는 매월 5일까지 불완전한 주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판매액을 조정하기 위해 전월에 납부하지 못
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운영자의 장부 및 기록에 틀리게 기
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지 않은 미지급의 판매액을 본사에 지불해
야 한다. 이로써 운영자는 판매액, 현재 또는 이후에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부과될 이용세 또는 기타 세금, 광고 수수료 또는 연방
당국, 주 또는 지역 당국이 부과한 기타 운영자의 장소에 대한
전대의 적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된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데 동
의한다. 본사는 그 단독 자유재량에 따라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징수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사가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본사는 적정한 정부
기관에 세금 징수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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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기록 보고와 점검
9.2.1 운영자는 분기별 손익 대차표를 서명과 함께 증명하여 본사에 제
출해야 한다. 손익 대차표는 공인회계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
계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
토랑과 관련한 운영자의 판매액, 지출, 재정 상태 등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본사에 서명이 있는 1120 및
1120S 세금 양식 원본의 사본 1통 또는 1120 및 1120S 세금 양식
을 대신하는 다른 양식의 사본을 해마다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
영자는 서명된 원본 세금 및 이용세 양식의 사본을 적절한 주 또
는 지역 당국에 보고함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본사
는 적절한 요구를 수시로 할 수 있음에 따라 운영자의 시스템 레
스토랑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9.2.2 서면 통지로 10일 이전에 본사 및 그 관리자 또는 대리인은 운영
자의 장부 및 기록을 공인 회개사가 수립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 또는 기타 영업 시찰
과 관련하여 운영자는 만기일로부터 3년 동안 본사의 요청에 따
라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 또는 사무소에서의 공급업자에 대한
모든 지불을 포함하여 본사 또는 본사의 대리인이 행하는 검사에
이용가능한 자신의 현금 수취 기록을 주월별 통제 방식의 지불
가능 계정으로 기록하는 데 동의한다. 본사 및 그 관리자 또는
대리인은 사전 서면 통지 없이 운영자의 모든 시스템 레스토랑과
영업 매뉴얼의 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일별, 주별, 월별 통계 정
보(이하 “레드북 정보”)를 점검할 수 있다. 운영자는 영업 점검
이 기초적인 통계 정보에 대한 점검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이러한 레드북 정보를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야 한다.
9.2.3 감사 또는 기타 점검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지 않은 오류
를 5% 이상 밝혀내고, 본사가 계산서를 보내면 운영자는 감사 또
는 점검 비용에 시스템 레스토랑이 소재한 지역의 정부가 허가한
가장 높은 복리 이자로서 연간 15%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를 붙
여 총액 만기에 더하여 부담하여 지불해야 한다.
9.2.4 운영자는 본사의 영업부가 매뉴얼 및 본 계약에 따라 시스템 레
스토랑에서 진행 중인 영업을 제품과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운영자는
본사의 영업부가 요구하는 모든 서식을 일자별, 주별 서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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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서식을 기본으로 즉시 완료하여 제출하는 데 동의한다. 이
러한 의무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
하게 된다.
제10조 다른 사업상 이익에 관련된 계약
10.1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운영자”는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 운영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운영자의 주
주, 임원, 이사, 그리고 운영자가 합명회사, 합작회사 또는 그 구성
원이거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운영자의 동업자 또는 운영자와 관
련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열거된 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10.2 운영자는 PQR 시스템이 유일, 특이하며 본사가 이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자했음을 인정한다. 운영자는 금전적
가치가 큰 비밀 정보, 교육, 그리고 PQR 시스템에 관련한 거래 비
밀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운영자는 본 계약
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러한 비밀 정보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운영자는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
10.2.1 본 계약 기간 동안 본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운영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에 사용을 목적으로
본사가 승인한 이탈리아 유형의 음식 제품 또는 본사가 허가한
다른 주요 코스 품목을 도매 또는 소매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데 개인 또는 사업 조직 구성원의 자격으로 직간접적으로 개입
하거나 이러한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개입하는 회사에 고용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10.2.2. 본 계약이 종료, 만료 또는 갱신하지 못 하게 된 때, 운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1인의 자 또는 사업 단일체에 양도 또는 이
전하는 경우, 또는 본 조항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된 1인의 자
가 운영자와 자신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로부터 60개월 동
안 운영자는 개인 또는 사업 조직 구성원의 자격으로 직간접적
으로 개입하거나 이탈리아 유형 음식 제품을 도매 또는 소매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데 개입하거나 또는 이러한 제품을 도매
또는 소매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운영자의 이전 시스템 레스토
랑에서 반경 5마일 이내, 또는 다른 시스템 레스토랑이나 당시
기존의 유통점에서 5마일 이내의 장소에 있는 회사에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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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단, 본
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운영자가 본
단락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운영자는 약정 손해 배상금으로
매월 본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하여 1개월당 5,000달러에 상당하
는 금액에 이러한 위반이 지속되는 동안 해당 장소에서 올린
총매출의 6%를 가산하여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10.2.3 위의 계약의 일부가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본사와 운영자가 당사자인 최종 재판에서 무효로 판
정되거나 집행되지 않게 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법적으로 최
대로 허락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운영자를 통제하며 구속한다.
본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계약의 일부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
로부터 그 축소된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10.3 본 조항규정은 본 계약 또는 본사 상표, 시스템, 거래 비밀, 기타
본사 사업의 재산권 측면을 위반, 침해, 또는 이에 저촉하여 본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권리 또는 사유를 제한하거나 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고용 관계에의 개입
운영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당시 또는 본
사 및 본사의 자회사에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된 상태로 행정, 관리 또는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고용하려고 해서
는 안 된다. 본사에 대한 승인 요청서는 영업을 담당하는 본사의 부사장과
법률 자문 담당 앞으로 정부 2통의 형식을 갖추어 보내져야 한다.
제12조 서브 프랜차이저와 판매원
운영자가 본사의 사무실에서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는
본 계약이 적용 가능한 법률, 규칙, 제한 규정 등에 따라 매도되었음을 신
뢰할 수 있는 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운영자는 본사가 판매원, 간부, 단일체, 프랜차이즈 판매 또는
본 계약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수락에 있어서 운영자에
부합하는 본사의 제휴자가 아닌 운영자의 승인, 대리, 위임 등을 신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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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본 계약의 추가 조항과 질문서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추가 조항은 본 계약의 판매, 협상, 이행에 관련되는 모든 판매
원과 서브 프랜차이저를 확인한다. 본사는 추가조항과 질문서를 신뢰할 권
리를 가지며, 운영자는 그 내용에 구속된다.
제13조 지역 레스토랑 마케팅 매뉴얼
운영자는 본사의 지역 레스토랑 마케팅(Local Restaurant Marketing. 이하
"LRM") 매뉴얼과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 반경 3마일 이내에서 마케팅
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조한 기타 마케팅 및 광고 자료를 인정한다. 이
러한 참조문, 제안, 중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운영자에게 보호된 시장,
마케팅 지역 3마일 이내의 다른 독점권이 허가되지 않는다. 운영자 최초의
지방 마케팅 활동은 시스템 레스토랑 바로 옆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다른 PQR 운영자의 마케팅 활동과 경쟁하게 된다.
제14조 이해관계와 이전의 성질
14.1 일반 규정
14.1.1 본 계약은 계승자와 본사의 양수인에 대한 이익에 효력을 발생
시킨다. 본사는 본 계약의 조건을 당연히 여기며 본 계약서에
포함된 본사의 의무를 따르기로 동의한 1인의 자 또는 법적 단
일체에 본 계약을 이전 또는 양도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본 계약이 이전 또는 양도된 이후 본 계약서에 포함된
의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4.1.2 본 계약에 근거하여 생성된 권리와 의무는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영자
또는 운영자에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1인의 자는 본사의 사
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이해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매도, 양도, 이전, 전달, 분배, 보증, 저당 설정,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운영자가 합명회사, 합작회사,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운영자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매도, 양도, 이
전, 전달, 분배, 보증, 저당 설정,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법률의 시행으로 그 발생이 주장되는 양도
및 기타 사항은 운영자의 본 계약 불이행을 구성하며 이는 무효
로 된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자가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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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매각하기 위해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는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비품, 실내 및 실외 장식 품목, 지급품, 설
치물, 장비, 운영자의 전대 또는 실체물,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
토랑과 관련하여 이용된 개인 재산 등을 대상으로 공공 또는 개
인 경매에 매각 또는 이전을 제안하거나 매각 또는 이전을 목적
으로 공개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14.2 이전 허가
본 계약에 대해 제안된 모든 이전 또는 양도, 그리고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양도 증서에 의한 운영자의 미발행 주식 51% 이상의 양도가
직간접적으로 유효하게 운영자의 관리 통제를 변화시키면, 본사는 본
조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이전 또는 양도의 허락을 부당하게 지체하여서
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의 모든 조건이 양도가 시행된 날 이전에 충족
된 경우가 아니면 본사는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 받지 아니한다.
14.2.1 본 계약의 시행과 함께 본 계약 또는 운영자의 이해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본사의 요청이 있으면 운
영자는 이전하기 5일 이전 또는 본사가 요청하는 때에, 운영자
가 본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소송 사유, 본 계약 또는 운영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 또는 동업자의 명단,
각 주주 또는 동업자에 대한 이해관계 백분율,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임원 및 이사의 명단 등을 나타내는 금반
언 계약서를 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14.2.2 본 계약의 이해관계 또는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운영자의 서면 요청은
5% 미만의 선의의 구매자가 제시한 동일 가격에 따른 제1선매
권을 본사에 요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반된다. 본사는 운영
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전이 제안된
이해관계를 5% 미만의 제3당사자가 제시한 조건과 동일 조건으
로 본사 또는 제3당사자인 피지명자가 매입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지를 운영자에게 보내는 행사 가능한 자격과 선택권을 가진
다. 본사가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우 본사는 운영자에게 예치한
제3조에 따른 5%의 이전 및 관리 수수료를 포기한다. 본사가
동일 제1선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결 이전의 제안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이는 새로운 제안 또는 처음
제안한 경우와 같이 본사의 제3당사자를 지명한 것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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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본사가 이와 같은 선택권 행사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불
이행은 이전 제안에 관련된 본 조항의 기타 요구 사항을 포함
한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을 포기한 것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4.2.3 운영자는 본 계약의 조건, 매뉴얼 또는 기타 본사에 대한 채무,
본사에 충분히 지불한 자신의 만기가 된 재정 의무 등의 적용
으로 불이행에 있지 않는다.
14.2.4 운영자 및 그 주주 또는 구성원은 운영자가 법인 또는 유한 책
임 회사인 경우 본사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본사와 그 계열회사,
자회사, 주주, 이사, 임원, 운영자 및 직원 등에 대해 요구하는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권 증서를 작성한다.
14.2.5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훌륭한 품성과 평판, 만족할 만한 신용도, 수
락할 만한 경영 능력, 본 계약 조건에 충실히 따를 능력 등과 그 외
의 필요 사항을 포함한 당시의 본사가 새로운 운영자 또는 프랜차
이즈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전임자
또는 양수인이 충족했다는 것을 본사가 만족하도록 증명해야 한다.
14.2.6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서를 본사가 승인한 서면 인수 계
약서로 추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계약 종료 시에 그 추정
을 근거로 본사가 승인한 인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14.2.7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그 관리인, 경영 담당 직원 등은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족할 만큼 완료되도록 시스템 레스토랑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14.2.8 양수인 또는 수탁자는 이전에 양도인이 취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정도와 효과로 본 계약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본 계약
에 제시된 경영 조건에 의해 변경된 본사가 사용하는 당시 기
준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대체하는 것
을 포함한 본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작성한다.
14.2.9 운영자의 판매 거래가 완료되면 운영자는 본사에 관리 및 이전
수수료로 시스템 레스토랑 총매출액의 5%를 본사에 지불해야
하고, 비판매 관리 이전의 경우에는 본사의 교육 비용을 상쇄하
도록 1,5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의 관리 이전 수수료의 지
불 기일은 이전과 관련하여 만료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사전
에 동시 발생하였거나 계획된 이전과 함께 운영자의 관리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14.2.10 운영자의 차순위 친족 또는 유산 수령인이 운영자의 의무를 부
담하고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이를 수료하면 운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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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운영자의 차순위 친족 또는 유산 수령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운영자가 무능력하게 된 경우, 운영자는 서브 프랜차이
즈를 매각하거나 또는 숙련된 직원이 서브 프랜차이즈를 관리
하는 경우 이를 유지할 수 있다.
14.2.11 본사가 이전을 승낙한 경우에도 본 계약 또는 기타 사항에서
발생하는 이전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4.2.12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 본사는 본 계약과 이유가 되는 이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책임을 본사가 운영자가 대부분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 없이 그 이전 계약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사에 동일하게 작성된
원문이 인도됨에 따라 양도와 함께 법인의 인수가 있으면 개
인으로서의 운영자는 모든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5조 기간, 불이행 및 종료
15.1 기간
15.1.1 운영자가 레스토랑의 장소 전대와 본 계약의 조건을 불이행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은 20년의 기간 또는 장소 전대
기간으로 동일 연장하여 이보다 장기의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15.1.2 운영자는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본 계약이 허가한 권리를 매 5
년마다 4년의 기간을 부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15.1.2.1 운영자는 최근의 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갱신하기로 한 운영자의 결정을 본사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15.1.2.2 운영자는 본 계약규정, 본 계약의 수정안, 장소 전대, 매뉴얼
또는 본사 또는 본사의 계열회사에 부담하는 재정 의무를 불
이행하지 아니한다.
15.1.2.3 본사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자는 시스템 레스토랑의 개조와 현
대화에 착수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15.1.2.4 운영자는 본사의 당시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 계약을 이행하
여야 한다.
15.2 회복할 기회가 없는 불이행
다음의 내용이 발생하여 운영자가 불이행에 있게 된 경우, 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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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에 따라 운영자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불이행
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 계약과 본 계약을 근거로 한 허가된
모든 권리를 종료할 수 있다.
15.2.1 운영자가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 기록된 장부 또는 기록
을 유지하거나 잘못 기재된 보고서 또는 금액을 본사에 제출하
는 것을 말한다.
15.2.2 운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가된 시스템 레스토랑을 공중 보건
에 대단히 위험하게 본 계약과 시스템, 매뉴얼에 반대로 경영하
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상태에 대한 운영자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음식 제품을 상하게 하거나 고객에 대한 안전 부족으
로 야기된 위험한 상태를 계속 방치하여 상한 음식을 판매하거
나 또는 비허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이후에도 운영자가 그
결함을 회복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대중에게 적당히 계속 판
매하는 것이다.
15.2.3 본사의 논리적인 단독 의견으로 시스템과 본사의 상표에 불리하
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범죄의 유죄 판결, 패륜
행위를 포함한 범죄 및 기타의 범죄 또는 위법 행위의 행위자가
유한책임회사인 운영자이거나 운영자의 동업자인 경우, 또는 비
관리 공동 경영자를 제외한 합작회사로서의 운영자인 경우, 그
리고 위의 행동을 통해 시스템 또는 운영자에 의한 주주 각자와
의 관계, 본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 담당 사원에 대한 본사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
우를 말한다.
15.2.4 운영자가 본사가 제공한 매뉴얼, 거래 비밀 또는 기밀을 요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이용하여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단, 독자적인 직원, 기타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2.5 운영자가 본 계약 규정을 반복하여 12개월 동안 8번 이상 불이
행한 경우, 또는 연속하는 24개월의 기간 동안 16번 이상 불이
행한 경우로서 운영자가 이전에 저지른 각 불이행을 회복할 수
있거나 최근에 불이행을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경우에도 계약 종
료 사유가 된다.
15.2.6 시스템 레스토랑이 파괴되어 적절한 기간 내에 다시 짓거나 운
영 재개를 하지 못하여 운영자가 본사의 승인 없이 시스템 레
스토랑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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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기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임대된 장소가 수용되거나 기
간이 만료된 경우,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 정부, 공
급 국가와 관련된 사유, 법률 또는 장소 전대에서 금지하는 시
스템 레스토랑을 파괴한 후 재건축을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 있
어서 사업의 중지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불이행을 구성하지 아
니한다. 계약이 본 단락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서면 통지 기간
은 본사가 운영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5일간이다.
5일의 기간이 만료하면 본 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운영자가 영업을 중지하거나 시스템 레스
토랑을 방기하는 것은 운영자가 연속하는 5일 동안 PQR 레스토
랑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15.3 회복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이행한 경우
15.3.1 본 계약서에 예외로 규정한 바가 없으면 운영자는 본사에 불이
행을 회복한 증거를 보인다는 조건을 전제로 본사로부터 불이
행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 계약 규정에
따라 그 불이행을 회복할 기회를 갖는다. 10일 동안 그 불이행
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10일 이
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본사는 그 자유재량으로 본 계약과
본 계약에 근거하여 허가된 권리를 종료할 수 있다. 이 때 본사
는 운영자에게 본 계약의 취소에 관한 서면 통지를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5일의 기간이 종료
하면 본 계약은 정해진 종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정한다.
15.3.2 운영자가 본 조약이 부과한 요구사항을 따르는 데 태만한 경우
운영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아 중대한 불이행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러한 중대한 불이행은 다음의 내용이 발생한 경우와 관
계되는 그 외의 경우를 포함한다.
15.3.2.1 운영자가 본사, 본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 회사에 지불해야 하
는 금액을 만기일에 즉시 지불하는 데 태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무시한 경우, 또는 본사가 요구하는 재무 정보 및 기타의
정보를 제출하는 데 태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무시한 경우
15.3.2.2 매뉴얼 또는 기타의 문서에서 본사가 정한 기준을 운영자가
유지하지 못한 경우
15.3.2.3 운영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본사의 사전 서면 승
인 또는 동의를 얻는 데 태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무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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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4 운영자가 본사의 상표를 오용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상표를 사
용한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본사의 신용 또는 권리를 중
대하게 손상시킨 경우
15.3.2.5 운영자가 본사의 적절한 의견에서 비추어 보아 본사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 상표를 내세워 사업 또는
제품 마케팅을 시작했거나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3.2.6 임대, 전대, 전전대, 저당 설정, 또는 운영자의 지역 장소에 적
용되는 신탁 증서의 규정에 따르는데 운영자가 태만하여 적용
가능한 유예기간 이후에도 그 불이행이 회복되지 못한 경우
15.3.2.7 운영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유지
하는 데 불이행한 경우, 또는 운영자의 장소에 대한 임대 및
전대를 얻거나 이를 유지하는 데 불이행한 경우
15.3.2.8 운영자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의 지주 또는 지주의 임차인으
로서 임대한 자, 재고품, 지급품 구매 또는 시스템 레스토랑의
운영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업자
또는 공급업자 및 그 외의 자에게 부담하는 부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기간, 조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이행하는 데 태만
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불이행이 본사가 운영자에게 서면 통
지를 한 후 30일 이내에 회복되지 않은 경우. 단, 운영자가 자
신이 불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권을 가진 사법 법원의 판
결을 통해 증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15.4 운영자가 불이행한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본사의 비용
지출은 적절한 변호사 수수료와 본사 소속 관리 담당 직원의 시간
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불이행이 회복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
영자가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15.5 운영자와 본사 모두가 모든 분쟁과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는 특정 불이행의 경우
고유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한
다. 따라서 본사와 운영자 각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본 계약의
위반을 제지하고 이를 금하는 데 있어서 사법적 협력을 얻기 위해
관할 재판 법원에 제소하는 데 동의하며 이를 허가한다. 본사와 운
영자는 양 당사자 모두가 본 계약서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위반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제약하는 명령을 내릴 자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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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구제를 구하는 일방 당사자는 확증된 실제 손해를 제시
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15.6 운영자의 본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해 본사의 집행이 없는 경우, 이는
본사가 그 위반된 내용을 포기한 것으로 구성하지 않으며, 또한 위
의 위반과 기타 본 계약 위반에 대해 운영자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
는 집행을 내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종료에 따른 권리와 의무
본 계약에 따라 허가된 운영자의 권리가 종료하면, 그 종료가 계약 기간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이 종결된 때에 있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다음
의 내용에 따른다.
16.1 시간의 경과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운영
자는 자신이 소지한 본사의 상표 및 본사가 배급한 기타 상표, 상
표와 관련하여 사용된 휘장, 슬로건 및 표어, 혼란될 정도로 유사한
등록 상표, 직무 표장, 상호, 표장 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본사의 상표, 시스템, 색채 배합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운영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본사 소유의 디자인을 기저
로 두고 모든 PQR의 확인된 도구와 특색 있는 PQR 미장 마감용재,
타일벽, 실내벽 커버와 페인트, 외부 마감과 페인트, 신호계, PQR
계산대 장비 등과 그 외 관계되는 물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변화를 가해야 한다. 이 중 PQR 계
산대는 본사 소유로 간주되며, 본사가 적절하게 지시할 수 있는 운
영자의 레스토랑 장소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
16.2 본사는 본 계약에 따라 모든 수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16.3 본 계약에 따른 본사의 운영자에 대한 모든 의무는 즉시 중지, 종료된다.
16.4 본 계약에 따른 운영자의 모든 권리는 즉시 중지, 종료된다.
16.5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로 본 계약에 준거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금할 의무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다. 본 계약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서약과 함께 본 계약의 종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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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료 후에도 남아있는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본사
의 운영자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계약을 구성한다.
16.6 운영자는 본사의 상표에 대한 권리와 본사의 소유로 남아있거나 남
아 있을 사용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16.7 운영자가 본사의 상표 또는 운영자의 추정되는 가상의 법인명의 부
분인 PQR 이름을 등록한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즉시 수정하고
본사의 상표를 삭제하여야 한다.
16.8 운영자는 본사와 본사의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모
든 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16.9 본사는 본 계약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운영자의 시스
템 레스토랑 용도로 명부에 기입된 모든 전화번호를 양도하는 행사
가능한 선택권을 가진다. 본사가 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운
영자는 이에 대해 본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7조 보험
17.1 운영자는 본사가 승인한 보험 회사를 통해 각 경우에 있어서 본사
와 본사의 자회사가 보험 적용을 받는 추가 명의자로 지정되도록
포괄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본사의 보험
회사에 대한 승인은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경우가 발
생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되지 않는다.
17.1.1 제품 책임과 성적 학대에의 적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종합 책
임 보험으로서 1,000,000 달러부터 보상액이 시작되어 사망 또
는 신체 침해가 발생한 경우 3,000,000 달러가 보상되며,
100,000 달러를 재산 침해 적용 범위로 한다.
17.1.2 운영자의 장소 임차료와 재난 발생 후 12개월 동안의 추가적인
임차료를 포함하는 사업 중단 보험으로 둘 모두에게 공히 적어
도 100,000 달러가 각각 균등하게 보상된다.
17.1.3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회사의 보상조항(coverage B))은 적용 가
능한 법률이 요구된다.
17.1.4 화재, 폭풍 등 확장된 적용 범위의 보험과 충분한 교체 가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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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수 공사 건축 및 운영자가 경영하는 완성된 시스템 레스토랑
17.1.5 운영자가 허가된 제품에 대해 배달 서비스를 수립했다면 운영자
는 개별적인 비소유 자동 적용범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
영자가 그 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본사가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정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허가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배달하면 안 된다.
17.2 보험에 가입된 시스템 레스토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장
소 임대차가 복구를 금하지 않고, 본사가 서면으로 그 복구를 허락
한 때, 해당 보험 수익은 시스템 레스토랑을 원 상태로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영
자는 그 즉시 및 또는 본사가 요구하는 경우 보험 가입의 증거를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17.3 운영자는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개장하기 이전에 본사에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고, 곧 만기가 될 모든 보험 증권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 증권에는 보험의 계획된 취소, 변경,
종료에 대해 본사에 30일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자가 필수적인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지 못 하게 된 경우, 본사는 그 선택에 따라 본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가하여 운영자에 대한 통지 없이 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 그 보험료와 본사가
그 조치를 취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8조 본사의 단독 의무
18.1

본사의 정보공개서(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이하
“UFOC")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운영자는 본 계약이 이행되
기 최소한 제10영업일 이전에 이를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
해 본사는 운영자에게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사는
또 다른 자발적인 서비스를 단독 자유재량으로 제공한다. 본사와 운
영자는 다음의 내용이 본사의 의무로만 요구되는 데 동의한다.
18.1.1 운영자의 장소 승인
18.1.2 운영자가 (ⅰ) 본사 법률 자문 담당 ____와 (ⅱ) 경영을 담당하는
부사장 ____앞의 정부 2통의 통지를 확인증을 요하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본사에 알리거나 본사가 정한 다음의 주소 앞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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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18.1.4

18.1.5
18.1.6

18.1.7

영자의 문제와 필요한 도움의 유형에 대해 알린 후 본사는 운영
자가 봉착한 경영 또는 재정 문제가 타결되도록 적절히 지원해
준다. 개입되는 적절한 지원은 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지
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사는 단독 자유재량으로 본사가
지정한 사무실 또는 운영자가 체류하는 지역 중에 본사가 정한
장소에서 역시 본사가 정한 시간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적절하게 광고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운영자는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광고 및 마케팅 프로그램에 착수하여
완수하게 충분한 수익이 모일 때까지 광고 기부금을 모은다. 적
절한 관리는 광고 및 마케팅 간부의 자문과 제안 또는 외부 광
고 및 또는 마케팅 회사, 고문 또는 기타 이 목적과 관련된 단
일체의 자문과 제안에 따라 광고 기금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성실함으로 간주된다.
실행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면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의 초기
재정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사는 독자적인 재정 원천의 제
한하는 기준에 운영자가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영자가 경영하는 시스템 레스토랑의 실내 장식과 배치를 승인
한 후 표준적인 장식 및 배치 계획을 지원해 준다.
운영자에게 영업 매뉴얼 1부 또는 이에 대한 컴퓨터 디스켓을 빌려
준다. 이 매뉴얼은 의무적인 제안된 명세사항, 기준, 절차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매뉴얼은 기밀이며 본사 소유 재산으로 남는다.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운영자를 교육하기 위해 영업 중인 시
스템 레스토랑을 지원하러 본사의 대리인을 보낸다.

18.2 (ⅰ) 본사가 운영자로부터 주장되는 위반에 대해 본 조항 18.1.2 하
위 단락에 제시된 당사자 앞으로 발송된 통지를 정부 2통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수령하고, (ⅱ) 본사가 그 통지를 받은 후 60일을 초
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내에 그 위반된 내용을 회복하지 못한 때
까지 본사는 본 계약의 위반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 계약의 중대한 기간으로 중재인들이 중재 절차를 밟는 동안 또
는 관할 사법 법원에서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판매 시점 시스템 및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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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본 계약과 매뉴얼은 통계 규제 양식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재정, 영업, 통계 정보를 매주 제출할 것을 요한다. 본사는
(ⅰ) 시스템에 따라 운영자가 자신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운영자는 (ⅱ) 본사가 운영자의 총매출, 구매 품, 비
용, 지출 등의 모니터를 허용하며, (ⅲ) 본사가 대량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연계된 통계를 개발할 수 있게 하며, (ⅳ) 새
롭게 허가된 제품의 개발 또는 성공하지 못한 허가 제품의 제거에
있어서 본사를 지원하고 (ⅴ) 본사가 기존 허가 제품을 깨끗이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ⅵ)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
계된 이해를 독려하고 (ⅶ)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
를 획득한다(이하 총체적으로 “정보”라고 칭함).
19.2 운영자는 판매 시점 현금 징수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Point Of Sale
Cash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System. 이하 “POS 시스템”)과
건축 장비 매뉴얼 및 그 외의 본사가 정한 문서로 지정한 바와 같이
본사가 허가한 특정 소프트웨어만을 구매,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POS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키보드가 탑재된 PC 기반 현금 등록기, 등록기
용 테이프 프린터, 마그네틱 스트립 리더, 전자식 현금 발행기, 본사가
한정한 폴링 및 레지스터 소프트웨어, 전자 통신 장비 등을 포함한다.
19.3 운영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ⅰ) POS 시스템
을 운영자의 전화선에 연결하고 (ⅱ) 이것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작
동되게 유지하며, (ⅲ) POS 시스템 연결 또는 전화선이 끊어지는 일
이 없게 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운영자는 본사의 요청에 따라 정보
또는 데이터 교환 시스템 개선, 이동, 수집을 위해 Compuserve,
AOL, Prodigy와 같은 지정된 제3당사자 네트워크에 회원 자격을 유
지하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컴퓨터, 현금 등록기 또는 기
타 법률이 허용하는 도구들에 내장된 정보가 인터넷, 인터넷 및 기
타 네트워크, 또는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시스
템 운영에 관련됨에 따라 운영자는 본사가 이러한 정보를 “업로
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명백히 허락한다.
19.4 운영자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및 갱신 기간 동안 POS 시스템 소프트
웨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연간 증식되는 것을 조건으
로 본사에 최고 13 달러를 본 계약서 제9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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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본 수수료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
된 제3당사자인 공급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사가 징수
한다. 제3당사자인 공급업자는 24시간 전화 지원과 함께 자신들이
만드는 POS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및 증대될 수 있게 연간 유지 보
수를 제공한다. 본사는 이 서비스를 취소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운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본사가 선정한 공급업
자와 하시라도 본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본사는 POS 시스템 명
세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운영자가 사용하는 POS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본사의 요청
이 있으면 운영자는 반드시 데빗카드(debit card), 신용카드 또는 고
객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기타 비현
금 지불 시스템을 신청하고 발급된 카드를 보관해야 한다. POS 시스
템을 통해 정보를 수령하는 본사의 권리에는 계약상 제한이 없다.
제20조 당사자간 관계와 정보 공개
20.1 본사와 운영자는 합작회사, 동업자 또는 각자 상호간의 대행자로 간
주되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아니면 타
방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강요하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본사와 운
영자는 본 계약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관계가 신탁에 근거한 관계가
아님에 동의한다. 운영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을 본사의 대행자
또는 대리인으로 생각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운영자는 청구, 요
구, 채무, 소송 또는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 운영 및 본 계약 조
건 위반으로 인해 제3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 절차 등으로부터 본
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며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 본사는 청
구, 요구, 채무, 소송 또는 운영자가 야기한 것이 아닌 본사의 영업
외의 사유로 인해 제3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 절차 등으로부터 운
영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며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
20.2 전술한 운영자에게 교부된 UFOC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자는 본
사가 서브 프랜차이저 및 또는 특정 지역과 담당 구역의 개발자와
특정 서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계약
에 따라 본사의 서브 프랜차이저는 본사를 위한 특정 판매 서비스
와 영업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본사와 모든
본사의 서브 프랜차이저 및 또는 지역 개발자와의 관계가 엄밀히
계약에 의해 보증되며, 본사의 대행자로서 기능하는 서브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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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및 또는 개발자는 없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운영자는 서브 프랜
차이저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본사의 대행자로 실재하
거나 표현 또는 의미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브 프랜차이
저가 (ⅰ) 본사 대신 활동하거나 (ⅱ)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
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으며, (ⅲ) 또한 본사 대신 대표하거
나 보증을 서는 경우가 없으며, (ⅳ) 어떤 경우에서도 본사를 구속하
는 경우가 없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문서로 명확히 다르게
동의한 바가 없으면 본사는 본사를 구속하는 다른 방식에 따라 서
브 프랜차이저를 포함한 다른 자들의 결의를 분명하게 부인한다. 운
영자는 서브 프랜차이저가 본사의 명시적 대행자 또는 함축적 대행
자인 소송 또는 중재 절차에서 청구 또는 방어하는 권리를 포기하
는 데 동의한다. 운영자는 본 계약의 중대한 불이행을 구성하는 절
차에서 청구권 또는 방어권을 제기, 주장하거나 그 정당성을 증명하
는 데 동의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중재와 법적 절차
21.1 본사와 운영자는 본 계약 및 계약 갱신 기간 동안 분쟁 또는 논쟁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사와 운영자는 이러한 분쟁 또는
논쟁을 법정까지 가지 않고 대체되는 분쟁 해결 체제(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ADR 체
제는 분쟁 해결 비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
으로 분쟁을 타결할 수 있다. ADR 체제에 동의함으로써 운영자와
본사 양자는 사법적 해결 체제에서 발생하는 권리, 구제책, 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원 계약과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운영자와 본사
의 관계를 고려하여 운영자와 본사 양자는 ADR 체제가 분쟁과 논
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한다.
21.2 따라서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무관
하게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자와 본사 사이에 분쟁 또는 논
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운영자와 본사 사이에 계약 위반, 해석 및
기타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 또는 논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분쟁 또는 논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본사는 그 분쟁
을 미국 중재 위원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의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에 따른 중재에 맡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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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며, 이러한 중재 신청서는 AAA의 뉴욕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사와 운영자는 중재 전 청문회가 뉴욕 주 뉴욕시에서 개최
되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본 단락은 운영자의 프랜차이즈 및 광고
수수료를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운영자의 금전 불이
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사는 법률과 형평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책을 활용하는 데 구애 받지 않는다.
21.3 본사와 운영자는 본 계약이 주(州)간 통상을 포함한 교역을 증거하
고, 본 중재 조항의 시행과 미국 법전 제9권, 연방 정부의 중재에
관한 법령 제1절 이하의 적용을 받는 본 규정에 준거하여 내려진
중재에 따라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결론된 판정의 확인에 동의한다.
21.4 처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변호사 수수료는 중재를 통해 재정이 안 되
며, 이러한 재정액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법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변호사 수
수료, 전문가 참고인 수수료, 본사와 운영자 사이의 법적 조치 또는
중재와 관련하여 야기된 기타 재판 또는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처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법무 수수료와 관련 비용의 포기가 운영자
의 시스템 레스토랑이 소재하는 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면 이러
한 청구는 중재인에 의해 재정될 수 있고, 이러한 재정액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이거나 적정한 관할 법원에서 집행되는 것이다. 본 계약은
중재 청문회에서 엄밀히 분석된다. 영업 방법, 허가 제품 라인, 또는
본 계약에서 특정된 재정 의무, 본 계약서의 수정안 또는 매뉴얼 등
을 포함한 본 계약의 중대한 규정이 이 중재 청문회에서 중재인에
의해 조절 또는 변경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21.5 임시 금지명령, 사전 금지명령, 반드시 적절한 지역 재판장에 소환
되어야 하는 금지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구제 절차 등을 포함한 금
지 명령 구제의 소송 절차를 제외하고, 본 계약이 허가한 법적 소
송 절차는 본사와 운영자 모두가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사
법 관할에 동의하는 경우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만 시작
된다. 양 당사자가 연방 법원의 사법권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못하
는 경우, 양 당사자는 뉴욕 카운티 최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
운영자는 합법적이며 유효한 절차를 구성하는 소환장의 배달 증명
우편에 적힌 가장 최근의 주소에 우편물을 보내는 데 동의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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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우에 있어서 운영자와 본사 각자는 심리 배심으로 권리를 포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말한 바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이 소재하는 주 법률이 주 법원의 관할권 또는 주 법률에
의한 통제권을 요구하는 경우, 본 법률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21.6 본 조항의 조건은 본 계약의 종료, 만기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계속
그 효력을 지닌다.
제22조 강제 집행, 청구, 동의 및 포기
22.1 본 계약은 운영자와 본사에 의해 승낙, 집행되면 그 효력을 발생하
며, 미국 뉴욕 주의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본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
여 부과된 의무의 포기에 본사가 동의하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고려한다. 그러나 운영자는 본사가 포기, 요청, 동의와 관련하여 각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여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데
동의하며, 본사는 이러한 요청을 허가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않는다. 본사가 허가한 포기는 본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편견 없이 본사가 단독 자유재량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
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운영자에게 사전 서
면 통지가 도달한 10일 후부터 유효하다. 본사는 운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권리 포기, 승인, 동의, 지원 또는 제안 등을 제공
하거나 요청을 무시, 지연 또는 거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믿거나 추측할 수 있는 담보 또는 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22.2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면 본 계약은 운영자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을 것을 요하며, 운영자는 적시에 이러한 승낙에 대한 서면 요청
서를 제18조 두 번째 단락에 제시된 내용대로 정부 2통으로 작성하
여 당사자 또는 본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다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
다. 이 때 본사는 이러한 요청을 고려하여 45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조언한다. 운영자가 그 요청에 대해 본사
의 동의를 구성하도록 조언하는 데 본사가 태만한 경우, 운영자가
본사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받기까지 45일의 기간은 그
소멸 시효가 개시되지 않는다. 본 계약과 모순되는 양 당사자의 관
습 또는 관례의 효력, 또는 동일, 유사 또는 상이한 성질의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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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불이행, 및 권리, 권한 및 선택권 행사의 태만 등으로 본사,
운영자 또는 해당 운영자 외의 운영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위반 이
후 지불 요금을 수취한 경우에도 운영자와 본사 모두는 자신이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본 계약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
는 본 계약상의 모든 조건과 계약 조항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권
리,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을 입증하는 권리, 본 계약이 만료하
기 이전에 종료시키는 권리와 그 외의 관계 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선택권을 손상시킨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3조 기타 규정
23.1 본 계약은 정부 2통의 사본이 각각 교부, 집행되었을 때 각 사본을
원본으로 간주하며, 2통의 사본을 동반하여 하나의 동일한 문서로
구성한다.
23.2 본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포함하며, 본사가 문서에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는 수정, 변경 또는 개정될 수
없다.
23.3 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 또는 본사와 관련된 다른
단일체 또는 1인의 자는 이와 다른 내용의 계약, 주장, 보증 등을
하지 못한다. 본 계약은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을 위해 장소를
획득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3.4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대한 협상
과 집행 또는 집행 부족으로 야기된 자신의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
하여야 한다.
23.5 본 계약서의 각 조항, 단락, 하위 단락, 조건 등은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인의 자에 대해 본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무효
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본사가 당사자인 소송 절차에서 법원, 기관
또는 유효한 사법권의 심판 위원회에서 발한 최종 판정에서 법률
또는 규칙과 충돌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판정은 본 계약 어느
부분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6 본 계약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본사에 대한 모든 통지는 별도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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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가 없으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양 당사자 앞으로 또는 본사
가 지정한 주소 앞으로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을 이용하거
나 또는 익일에 도달되는 오버 나이트 서비스(overnight service)를
이용하여 발송된다. 본 계약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운영자에 대한
모든 통지는 해당 장소의 운영자 앞으로 또는 운영자가 문서로 지
정한 추가된 다른 주소 앞으로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을
이용하거나 또는 익일에 도달되는 오버 나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다. 운영자가 등기, 배달 증명 또는 오버 나이트 서비스 배송
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그 통지 수령의 거부가 있은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운영자가 그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23.7 운영자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비전통 PQR 레스토랑과 PQR 유
통점 및 브랜드화 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됨을 인정한다.
23.8 본 조항의 취지상 공동 브랜드는 본사가 아닌 다른 단일체가 소유
한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여기의 다른 단일체는 운
영자의 시스템 레스토랑 내의 영업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다. 운영
자의 시스템 레스토랑 내에 설치된 독자적인 아이스크림/요거트 기
계가 한 예가 될 것이다. 본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운영
자는 승인된 공동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운영자의 시스템 레스토
랑과 관련하여 운영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본사가 공동 브랜드 시
스템을 자신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시스템 레스토랑 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승인된 공동 브랜드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면 공동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승인할 것이 본사에 요구되지 않는다. 운영자와
그 직원이 그 시스템 레스토랑 내의 공동 브랜드에 통합될 것이므
로 공동 브랜드의 모든 매출은 본 계약서 제9조의 “총매출”의 정
의에 포함된다. 또한 운영자는 본사에 그 판매에 대한 프랜차이즈
및 광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사의 시행일 현재 양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PQR 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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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주식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사장

본 계약의 시행으로 아래에 서명한 법인인 운영자의 주주 또는 ________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한 개인으로서의 운영자는 본
계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가 본 단락에 포함된 매매 계약을 신뢰하
여 본 계약을 시행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인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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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This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this “Agreement”), made this ____day
of ___________, 20___ by and between ABC, a company operating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__________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 or “Franchisor”), and
___________, whose principal address is _____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ea Representative”).
WITNESSETH:
WHEREAS, Franchisor has developed a system (‘System“), identified bythe
Mark “ABC.com“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business specializing in the sale of Internet based marketing tools such as
banner advertisements on the home page and calendar pages of the ABC.com
website, content licensing, creating websites with unlimited pages featuring a
shopping cart order system and other forms of Internet Advertising. In addition
to the services described, the franchisee can elect to operate a consignment
business online and provide and auction model through the eBAY Marketplace
(hereinreferred to as ”ABC Plus Franchise“). We also provide tolls such as
real-time reservations, confirmations and appointment scheduling, business-toconsumer negotiating of retail products and services. Other services include
search engine submission and domain name site registration. All of these
services are designed to be sold to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Our travel services feature online
24/7 reservations /bookings for Airlines, Hotels, Cars, Limos, Tours and Cruise
products with over 55 book able engines; and
WHEREA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nclude, without
limitation, the ABC.com home page located at http://www.ABC.com featuring
“city guides” for over fifty three thousand (53,000) cities and ommunities; the
proprietary Internet marketing package which includes the Services, the
ABC.com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Manual”); methods for ecruiting,
hiring and training employees; inventory, cost controls, record keeping, all of
which may be changed, improved and further develop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and
WHEREAS, Franchisor is the owner of the right, title and interest, together
with all the goodwill connected thereto, in and to the trademark “ABC.com”
and other trademarks, domain names, service marks and trade dress, associated
미국

527

logos, commercial symbols,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trade
dress as are now, or in the future, design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System
(the “Mark[s]”); and
WHEREAS, Franchisor is willing to grant Area Representative the right to
serve as a special agent enabling Area Representative to locate and recruit
potential franchisees known as “Individual Franchisees” as well as “ABC Plus
Franchisees” and to provide support services to Individual Franchisees and
ABC Plus Franchises within the geographical area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nd
WHEREAS, Area Representative desires to act as a special agent for
Franchisor within the geographical area enabling Area Representative to offer
franchises for, and to develop, support, and provide services to, Individual
Franchises and ABC Plus Franchises within the geographical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nd
WHEREAS, Area Representativ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Franchisor's high and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operations and service
and the necessity of operating the Franchised Business in strict conformity with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WHEREAS, Franchisor is the licensee of certain proprietary software from
411web.com, Inc.,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oftware to its franchisees;
and
WHEREAS, Franchisor expressly disclaims the making of and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it has not received nor relied upon any
warranty or guarantee,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revenues, profits or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it has read this Agreement and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and that it has no knowledge of any representation
by Franchisor or it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employees or agents that
are contrary to the statements made in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or to the terms hereof.
NOW, THEREFORE, the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takings and
commitments of each party to the other set forth in this Agreement, hereby
agre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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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RANT
A. Franchisor hereby grants to Area Representativ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a license to offer, negotiate, establish and develop
ABC.com Individual Franchises and ABC Plus Franchises within the territory
hereinafter described. The Area Representative shall recruit persons and
entities to act as franchise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nd will
perform initial training and supervise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s of
Individual Franchises and ABC Plus Franchis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B.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s received and the mutual covenant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Franchisor hereby grants to Area
Representative, and Area Representative hereby accepts, a license for the
Development Territory hereinafter described. Franchisor hereby grants to
Area Representative, and Area Representative hereby accepts the right,
license and privilege of using “ABC.com,” and other Marks of Franchisor
solely and only upon and in connection with activities authorized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right to sublicense the Marks to Individual
Franchise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hereinafter described. Area
Representative agrees not to make or authorize any use, direct or indirect,
of the Marks for any other purpose or in any other way.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may grant other licenses for
the use of the Marks or utilize the Marks in any manner whatsoev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I. DEVELOPMENT TERRITORY
The Development Territory of the Area Representative Franchise granted shall
be as described on Exhibit A (hereinafter the “Development Territory”).
During this Agreement term, Franchisor will not establish or license any other
area representatives to act as a special agent to provide sales or support
services to franchise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provided, however,
that Franchisor shall retain the right:
A. to establish Individual Franchises and ABC Plus Franchises, at any locat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Development Territory,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deems appropriate; provided, however, that Franchisor shall not
establish nor grant territorial rights to any business providing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online auction services and any other servic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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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conflict with any territorial rights previously granted by its Area
Representative to Individual Franchisees;
B. to establish additional area representatives outside of the Development
Territory as Franchisor deems appropriate in its sole discretion;
C. to specifically approve the grant of any ABC.com Individual Franchises or
ABC Plus Franchises. Such approval shall be within the sole discretion of
Franchisor;
D. to establish or license additional area representativ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f Area Representative fails to comply with the
Development Schedule contained in Paragraph IV. of this Agreement; and
E. to contract with sales organizations and other “Sales Consultant(s)” to
allow the Sales Consultants and its sales force to engage in the sale of
Internet advertising including the Services; provided, however, that Sales
Consultants shall not be licensed to utilize the ABC.com trademark as its
principal trade name under which it operates, but may be permitted to
identify itself as a “ABC.com Authorized Dealer” provided further that
the Area Representative shall receive a commission based upon the sale of
Services by each Sales Consultant occurring in Area Representative's
Development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Section V.
III. DEVELOPMENT FEE AND SCHEDULE
A. As consideration for the license granted herein, Area Representative shall
pay to Franchisor,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 fee of
DOLLARS ($
) (“Development Fee”). The Development Fee is fully
earned and nonrefundable for the granting of the rights as Area
Representative for the Development Territory.
At Franchisor's option, the initial fees for an Area Representative Franchise
shall be 10% of the sum of the Franchise Fees for Individual Franchises that
the Area Representative has available in the Development Schedule in this
Agreement. Franchisor anticipates that the Development Fee for an Area
Representative will range from $30,000 to $500,000. Franchisor will permit Area
Represenstative to pay 50% of the gross revenues earned from its territory
whether from franchise sales or product or service commissions that it receives.
If at the end of three (3) years there remains a balance due on th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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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has the right to pay the balance in full and
retain the remaining territory or return the unsold territory to Franchisor
without further obliga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Area Representative Fee, multiply the number of towns
or cities within the designated geographic area by the minimum initial franchise fee
of $1,500 and then add to that total the amount of additional fees in excess of this
minimum, which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0.06 by the number of people in
each of the towns or cities that are above 25,000 in population. Then add this
extra surcharge to the total revenue potential and multiply this amount by 10%
with the minimum Area Representative Fee being $30,000. For example, if the
designated geographic area has 300 towns or cities as shown in the ABC data base
on-line, then the basic fee would be $450,000 (300 X $1500). If 100 of those towns
or cities contained a population in excess of 25,000 for a total of 1,000,000
collectively in excess, then that amount would be multiplied by $0.06 per person,
adding that result of $60,000 ($0.06 X 1,000,000) to the base revenue of $60,000,
arriving at a gross fee potential of $500,000. That amount would then be multiplied
by 10%, resulting in an initial Area Representative Fee of $51,000, but since the
minimum initial Area Representative Fee is $30,000, Area Representative would be
pay the minimum or $30,000 in this example. The Franchisor then would permit
the Area Representative to pay the balance of the fee ($21,000) over three years
by permitting Franchsior to deduct 50% off all fees that it pays to Area
Representative, until the amount is paid in full. If Area Representative does not
pay the balance within the three year period, Area Representative shall have the
right to pay the balance in full and retain the remaining territory or return the
unsold territory to Franchisor and have no further obligations.
B. The Development Fee is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Franchise fee
required pursuant to any Individual Franchise Agreement which Area
Representative executes. Nothing in this Agreement prohibits Area
Representative from owning an Individual ABC.com Franchised Business or
ABC Plus Franchised Business as long as all of the requirements for
owning an Individual ABC.com Franchised Business or ABC Plus Franchise
Business are met. Should Area Representative receive Franchisor's
approval to develop and operate one (1) or more ABC.com Individual
Franchised Business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such development
shall be commenced only upon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and
Area Representative shall pay to Franchisor the then-current Individual
Franchise Fee for each such additional franchise,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Fee as provided in Paragraph III.A.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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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that the following number of Individual
Franchisees must be opened and continuously operating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Development Schedule (“Development Schedule”):
As an Area Representative, you will, in turn, receive 40% of the initial
Franchise Fee (“Sales Commission”) paid by each Individual Franchisee in your
Development Territory within 30 days after such Fees are received by
Franchisor.
In addition, Area Representative will receive a 10% commission on the net
revenue earned on billings from the sale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other
Internet advertising including ABC Plus auction sales which occur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excluding revenues that the franchisee earns from the
on-line travel agency located on the local portal.
Under the terms of the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the Development Fee
is fully earned and non-refundable under any circumstances.
Except as stated above, the initial fees are uniform to all franchisees under this
offering.
[TABLE REMOVED]
The year period shall be determined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so that
the first year of the development schedule set forth above shall be twelve(12)
months from the date this Agreement is executed.
D. The Area Representative represents that it has conducted its own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prospect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Franchises and ABC Plus Franchis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pproves of the foregoing development schedule
as being reasonable and viable and recognizes that failure to achieve the
results described in the foregoing Development Schedule constitutes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and in that even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s provided herei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s a result of the Area Representative's
failure to meet the Development Schedule set forth above shall not affect
the Individual Franchise Agreements of the franchisees who are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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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ranchis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however, upon
termination, all rights granted to the Area Representative under this
Agreement shall forthwith revert to Franchisor.
IV. TERM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and binding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and the term of this license shall continue for ten(10) years thereafter, unless
sooner terminated as herein provided. At the end of said term, Area
Representative may renew its license for one successive term of ten(10) years
as a Area Representative:
A. At least sixty (60)days prior to expiration of the term, executes the form
of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then in use by Franchisor, which
agreement may contain terms materially different from those in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 new Development Fee and the Development Territory will not be altered;
B. Has substantially complied with all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during the
initial term, including the payment on a timely basis of all fees due;
C. I s not in default or under notification of breach of this Agreement at the
time it gives notice of intent to renew;
D. Executes a general release,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Franchisor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shareholder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nd agent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E. Has agreed on a new Development Schedule for the additional term.
V. PAYMENTS TO AREA REPRESENTATIVE
A.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shall be paid a
commission, as set forth in this Section, based on a percentage of initial
franchise fees paid b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s for the purchase
of Individual Franchises or ABC Plus Franchises (“Sales
Services
Commission”) to be located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subject to
fulfillment of the following conditions:

미국

533

1.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 executes a Franchise Agreement with
Franchisor, and an initial franchise fee has been paid to and actually
received by Franchisor (Franchisor shall not be deemed to have received
any fees paid into escrow, if applicable, until such fees actually have
been remitted to Franchisor);
2. The sale for which the initial franchise fee has been paid is not a resale
of any existing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 or any interest in such
a business; and
3. Area Representative has complied with all of its othe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such sale and has verified the same to
Franchisor in writing in a form prescribed by Franchisor; provided,
however, that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Sales
Services Commission with respect to an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s establish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n connection with
which Area Representative performed no sales services.
B. Franchise Sales Commissions shall be an amount equal to forty percent
(40%) of the total initial franchise fees paid to Franchisor and will be
payable to Area Representative within twenty (20) days after the franchise
sales conditions have been fulfilled.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receive
any Sales Services Commissions for any businesses owned and operated by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or designe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f
any.
C. If,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located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or an interest in the
business is resold to a different franchisee and the sale results in the
execu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and the payment of a transfer fee,
then Area Representative will not be paid a commission.
D. Franchisor shall pay to Area Representative, within twenty (20)days after
the end of each period determined by Franchisor, a ten percent (10%)
commission for the sale of each Product Services, eBAY Product Auctions,
and other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actually received by Franchisor
from each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 Sales Consultant or
directly from the end user locat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during
the applicable period pursuant to their Franchise Agreement ("Sales
Commissions") excluding online travel agency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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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1. If Area Representative has failed to conduct the periodic inspections
described in Paragraph VII.E.13. and to file a written report or failed to
perform, in any material respect, with respect to one (1) or more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s locat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he other services described in Section VII. be provided to Franchisees
locat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during any applicable month,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entitled to receive commissions based upon
sales of Services with respect to such Franchisees for the period during
which reports or services were not provided.
2.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entitled to share in or receive any
Sales Commissions paid to Franchisor by Franchise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prior to the time Area Representative completes the initial
Area Representative training program and commences full performance
of the services of Area Representative.
3.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entitled to share in or receive any
Sales Commissions paid to Franchisor by Franchisees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by any Franchisor owned business from any
busines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hat was opened or operated
under a Franchise Agreement entered into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E. All payments under this Paragraph shall immediately and permanently
cease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though
Area Representative shall receive all amounts which have accrued to Area
Representative as of the effective date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F. Franchisor's payments to Area Representative shall be based on amounts
actually collected from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s, not on
payments accrued, due or owing.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for an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under circumstances entitling Franchisee to the
return of all or part of the initial franchise fee or other fees (or in the
event that Franchisor becomes legally obligated or decides to return part
or all of the initial franchise fee or other fees), Franchisor may deduct
the portion of the amount to be returned to Franchisee in the same
proportion as Area Representative shared in the initial franchise fe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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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fees from any future amounts owed Area Representative. Franchisor
shall apply any payments received from an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to any past due indebtedness of that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for purchases from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interest or any
other indebtedness of that Individual Franchisee to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To the extent that such payments are applied to an Individual
Franchisee's overdue payments, Area Representative shall be entitled to
its prorata share of such payments, less its pro rata share of the costs of
collection paid to third parties.
G.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allowed to set off amounts owed to
Franchisor for fees or other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against
any monies owed to Area Representative by Franchisor, which right of set
off is hereby expressly waived by Area Representative. Franchisor shall be
allowed to set off against amounts owed to Area Representatives for
commissions or other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any monies owed
to Franchisor by Area Representative, including setting off amounts owed
to Area Representative against monies owed to Franchisor for commissions
on sales services which were paid to Area Representative before a
Franchisee failed to successfully complete Franchisor's initial training
program.
H. Area Representative recognizes that from time to time hereafter,
Franchisor may change or modify the System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doption and use of new or modified Marks or copyrighted materials,
new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equipment or new techniques and
that Area Representative will accept and us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y such changes in the System as if they were part of this
Agreement at the time of execution hereof. Area Representative will
make such expenditures as such changes or modifications in the System
may reasonably require.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change the System
in any way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Franchisor.
I. Franchisor or Franchisor's representative shall make periodic visits to the
Franchised Business for an additional fee of $150 per day and all travel
expenses for the purposes of consultation, assistance and guidance of Area
Representative in various aspect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ranchised Business. Franchisor and Franchisor's representatives who visit
the Franchised Business may prepare, for the benefit of both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written reports with respect to such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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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ing any suggested changes or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s of the
Franchised Business and detailing any defaults in such operations which
become evident as a result of any such visit. A copy of any such written
report may be provided to Area Representative.
VI. TRAINING AND OPERATING ASSISTANCE
A. Franchisor shall make training available to Area Representative, who shall
successfully complete such training and familiarization course conducted.
Said training program shall cover aspects of the sale and operation of
ABC.com Franchised Business, and of the ABC.com Area Representative
franchise and conducted in three (3) phases (“Phase[s] I - III”):
PhaseI This Phase is a self-study course lasting several daysdepending upon
Area Representative's technical background and time spent each
day reviewing materials.. Area Representative must pass a
proficiency examination over the Internet via an online tutorial
program to successfully complete Phase I.
PhaseII This Phase lasts three (3) business days and Area Developers must
attend a mandatory training at ABC.com's corporate headquarters in
Englewood Cliffs, NJ or at another location Franchisor designates.
Area Developers will learn about the ABC Franchise Program, The
ABC Plus Franchise Program, how to sell the franchise and how to
support franchises once they are operational in the chosen territory.
PhaseIII Prior to beginning operation, Franchisor shall provide Area
Representative with counseling and offer its experience and
knowledge on pertinent issues Area Representative has in setting
up the Area Representative Franchise. Franchisor shall be
availabl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can be reached by fax,
telephone and/or the Internet.
All expenses of attendance at such program by Area Representative and its
employe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ravel, and room and board
expenses, sha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Area Representative.
B. Franchisor will make available a telephone line which Area Representative
may use to communicate with Franchisor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to
request advice regarding sales matters, business or techn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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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ranchisor may provide and may require that previously trained and
experienced area representatives or their managers or employees attend
and successfully complete refresher training programs or seminars;
provided, however, that attendance will not be required at more than two
(2) such programs in any calendar year.
D. Franchisor will loan to Area Representative during the term of the
franchise one (1) copy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or “Manual”) containing mandatory
and suggested specifications, standards, operating procedures and rules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for Individual Franchises
which shall also include a module and information relative to the Area
Representative.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contains proprietary
information of Franchisor and shall be kept confidential by Area
Representative both during the term of the Franchise and subsequent to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add to and otherwise modify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from time to time to reflect changes in
the specifications, standards, operating procedures and rules prescribed by
Franchisor, provided that no such addition or modification shall alter Area
Representative's fundamental status and rights under this Agreement.
E.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shall at all times remain the sole
property of Franchisor and shall promptly (“promptly” herein defined as
within fifteen [15] days) be returned upon the expiration or oth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 Area Representative shall at all times insure that its copy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is kept current and up-to-date, and in the
event of any dispute as to the contents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the terms of the master copy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maintained by Franchisor at Franchisor's home office shall be
controlling.
VII. AREA REPRESENTATIVE'S OBLIGATIONS
A. Within two (2) months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or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at its option, shall
have acquired and taken occupancy of an office premises (“Premis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f approved by Franchisor, the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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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n office located in Area Representative's principal residence.
Additionally, Area Representative shall have by such time acquired a
business telephone and hired such staff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to
operate the business.
B. Area Representative shall solicit and identify prospective Franchisees for
ABC.com Franchised Businesses to be located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rea Representative will submit completed forms and reports to
Franchisor as prescrib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including
applications and other pre-opening assistance forms and reports related to
prospective franchisees' personal qualifications and evaluations.
C. In accordance with Area Representative's obligation to provide the initial
training and support servic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rea
Representative covenants and agrees as follows:
1. The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the training, services, supervision
and assistance for all Franchised Busines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Franchise Agreement signed
by each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he Area Representative is required to set-up the site for
initial training of each new franchisee that is sold in their territory and
will follow our training procedures as to the day to day items to be
covered. It is agreed that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we will
allow the Area Representative to send the Franchisee to ABC.com's
corporate headquarters training sessions, either online or in New Jersey.
It is up to us to decide when the Area Representative should start doing
training within development territory.
2. The Area Representative shall, at all tim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require each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o be developed, oper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Franchisor's Manuals and the terms of the Franchise
Agreement signed by each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3. The Area Representative shall keep accurate records concerning all
transactions and communications between Franchisor, the Area
Representative and all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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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shall have the right to
examine and copy all such records during reasonable business hours. All
such records shall be maintained and made available to Franchisor for
at least five (5) years after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4. On or before the fifteenth (15th) of each month, the Area
Representative shall furnish Franchisor with monthly written report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BC.com Franchised Businesses located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n the form and manner prescribed by
Franchisor in writing.
5. The Area Representative will make any changes specified by Franchisor
to the Manuals, technical data, System, signs, advertising materials and
the Franchise Agreement upon receiving written notice from Franchisor.
No changes to these materials may be made by the Area Representative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Franchisor. No changes to these
materials may be made by the Area Representative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Franchisor, which may be withheld by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Franchisor will make any necessary changes or suggest
changes to Area Representative who will not bear any expense.
6.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i) approve all Internet advertising and
use of the Services and other services to be offered for sale by the
Area Representative and its franchisees; (ii) determine and approve
standards of quality for all services and Internet advertising sold by the
Area Representative and its franchisees. All such approvals must be in
writing by Franchisor.
7.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guidance in implementing advertising
and marketing programs, operating and sales procedures, and
bookkeeping and accounting programs for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s.
8. Upon the reasonable request of an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telephone consultation regarding the
continu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ranchised Business and
advice regarding advertising services,
product quality control and
customer relations issues.
9.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advice and assistance to Individu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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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Plus Franchisees in connection with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Franchised Business.
10.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access to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develop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11. Area Representative shall, at Franchisor's written request, establish an
advertising cooperative for all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s
locat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using forms and procedures
supplied by Franchisor.
12. Area Representative shall ascertain through field audits, review and
inspections that each Individual Franchisee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has complied satisfactorily with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ranchise Agreement, specifications, standards, operating procedures, and
the Franchisee's Manual and shall promptly notify Franchisee, in writing,
with a copy and evaluation report to Franchisor of any deficiencies;
provided, however Area Representativ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its inspections and reports are advisory only and that Franchisor
shall have (i) all of the rights to inspect and ascertain compliance of all
Individual Franchisees as if this Agreement were not in effect; (ii) the
sole right to send notices of default to Individual Franchisees; (iii) the
sole right to terminate an Individual Franchise Agreement for failure to
cure such defaults (if an opportunity to cure is granted); and (iv) the
sole right to take any legal action with respect to any viola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If Area Representative believes that an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has breached a
Franchise Agreement with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shall document
in writing all facts related to the alleged breach and request in writing
that Franchisor investigate such alleged breach. If, as a result of
Franchisor's investigation, Franchisor determines that there is a breach
b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of its Franchise Agreement with
Franchisor, Franchisor may take such action as it deems appropriate.
13.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it is being delegated certain
responsibilities of Franchisor under the Franchise Agreement to Franchise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he responsibilities to Franchisees are to be
performed by Area Representative as described in this Agreement or as
set forth in the Manual or other reasonabl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provid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and the responsibilit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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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s will not materially chang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In providing services to Franchisees of Franchised Businesses locat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rea Representative shall in all respects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y Franchise Agreement or
other agreement in effect between Franchisee and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understands, however, that its rights as an Area
Representative are only by virtue of this Agreement and that it is not in
any manner a party, third party beneficiary, or holder of any other right
or title to or interest in any Franchise Agreement. Similarly, no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is a third party beneficiary of this Agreement of
any other 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Area
Representative agrees that it may not under any circumstances sell any
products, services or other items to, or collect any money for any reason
from, Franchisees without Franchisor's prior written consent.
D. Area Representative shall at all times give prompt, courteous and efficient
service to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es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rea Representative shall, in all dealings with franchisees,
prospective franchisees, and the public, adhere to the highest standards of
honesty, integrity, fair dealing and ethical conduct.
E. Area Representative shall secure and maintain in force all required
licenses, permits and certificates relating to Area Representative's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and operate in full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being
advised that many jurisdictions have enacted laws concerning the
advertising, sale, renewal, and termination of, and continuing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to, a franchise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aws concerning disclosure requirements. Area Representative agrees
promptly to become aware of, and to comply with, all such laws and legal
requirements in force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nd to utilize only
Offering Circulars that Franchisor has approved for use in the applicable
jurisdiction.
F.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within five (5)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any action, suit, arbitration, proceeding, or
investigation, or the issuance of any order, writ, injunction, award, or
decree, by any court, agency, or other governmental agency which
concerns the operation or financial condition of Area Representative's
franchise, or an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 in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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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G. Area Representative's business shall at all times be under the direct,
day-to-day, full-time supervision of Area Representative (or, if Area
Representative is a partnership,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a
holder of a legal and beneficial interest greater than fifty percent [50%]
in the Area Representative entity).
H. Area Representatives, shall contribute monthly an amount equal to FIVE
HUNDRED DOLLARS ($500.00) to an advertising fun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franchise leads. All funds will be deposited into a segregated
account. This sum will be directed toward solicitation of new franchisees
from national promotions, advertising or other media. Area Representative
may obtain an accounting at year end, upon request. In addition to the
above amount,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Area Representative
to participate, at Area Representative's expense, in a maximum of two (2)
trade shows each year, such trade shows to be selected by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agrees to list its business telephone numbers in the
white pages and in the yellow or classified telephone directories distributed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 With respect to any promotional materials or advertising permitted
hereunder,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use in advertising or any other
form of promotion, the copyrighted materials, trademarks, copyrights,
service marks or commercial symbols of Franchisor without appropriate (C)
or (R) registration marks or the designations TM or SM where applicable.
VIII. USE OF SYSTEM AND MARKS
A.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the name “ABC.com” and the
Marks licensed hereunder are owned by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further acknowledges that valuable goodwill is attached to
such trade names,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and that Area
Representative will use same only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specified by this Agreement.
B.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and will not contest, Franchisor's or any
affiliate's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s to each and every aspect of the
System. Area Representative's right to market the System and establish
ABC.com Individual and ABC Plus Franchised Businesses is specifically
limited to the Development Territory, and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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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Franchisor as provided herein. Said right shall terminate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C.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s Marks constitute a
significant aspect of the System. Without Franchisor's written approval,
Area Representative agrees that such Marks will not be used as the name,
or part of any name, of any corporation, partnership or any entity of
proprietorship under which Area Representative, or an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ransacts any business.
Area Representative's use of the Marks are subject to the control and
approval of Franchisor in every other respect.
D. If a claim is asserted by others of a prior use of the Marks with respect
to a similar busines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Franchisor may
require Area Representative to participate in the defense of such claims,
at Franchisor's expense. Area Representative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within five (5) days of acquiring knowledge concerning the use
by other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of the same or confusingly
similar names and Marks.
E. If Franchisor at any time,in its sole discretion, determines that it is
advisable for Area Representative and/or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es to modify or discontinue use of any Marks, and/or use one or
more additional or substantiv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Area
Representative agrees to comply
therewith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ce thereof by Franchisor, and
further, Area Representative agrees to utilize best efforts to cause the
Individual Franchise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to comply likewise.
F.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establish a Website on the Internet using any
domain name containing the words "ABC.com" or any variation thereof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Franchisor. Franchisor retains the sole right to
advertise on the Internet and create a Website using the “ABC.com” domain
name.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is the owner of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such domain names as Franchisor shall
designate in the Manual. Franchisor retains the right to pre-approve Area
Representative's use of linking and framing between Area Representative's
Web pages and all other Websites. If requested by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shall, within five (5) days, dismantle any frames and links
between Area Representative's Web pages and any other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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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ranchisor possesses certain proprietary confidential information consisting
of methods, techniques, formats, specifications, procedures, information,
systems, methods of business
management, sales and promotion
techniques, and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operating a Franchised
Busines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ranchisor shall disclo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training program, the Manual, and in
guidance furnished to Area Representative during this Agreement's term.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acquire any interest in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than the right to utilize it in performing its duti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the use or duplication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other
business venture would constitute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proprietary, includes Franchisor's trade secrets, and is disclosed to Area
Representative solely on the condition that Area Representative (and its
shareholders, partners, members and managers, if Area Representative is a
corporation, partnership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does hereby agree
that it: (a) shall not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other business
or capacity; (b) shall maintain the absolute confidentialit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c)
shall not make unauthorized copies of any portion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in written or other tangible form; and (d) shall adopt
and implement all reasonable procedures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to prevent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ll ideas, concepts, techniques or materials concerning the
Franchised Business, whether or not protectable intellectual property and
whether created by or for Area Representative or its owners or
employees, must be promptly disclosed to Franchisor and will be deemed
Franchisor's sole and exclusive property, part of the System and works
made-for-hire for Franchisor. To the extent any item does not qualify as
a “work made-for-hire” for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shall assign
ownership of that item, and all related rights to that item, to Franchisor
and must sign whatever assignment or other documents Franchisor
requests to show ownership or to help Franchisor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tem.
IX. RELATIONSHIP OF THE PARTIES
A. The appointment of Area Representative pursuant to this Agreement does
not make Area Representative a general agent or employee of 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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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bind Franchisor, to
transact any business, or make any promises or representations on behalf
of Franchisor, except as herein express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shall at all times represent itself to third parties only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has been appointed and licensed as a Area
Representative. Neither this Agreement n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hereto shall constitute a partnership or a joint venture between
Area Representative and Franchisor.
B. Area Representative covenants and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harmless against and from any and all claims, demands, judgments,
damages, suits, losses, penalties, expenses, costs, settlements and liabilities
of any kind or natur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rising or
resulting from any default in the observance, performance or breach of
any representation, warranty, covenant or agreement made by Area
Representative, or required to be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The
indemnification issued from Area Representative to Franchisor will provide
the same protection as the Franchisor to the Area Representative.
C. Area Representative covenants and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harmless against and from any and all claims, demands,
judgments, damages suits, losses, penalties, expenses, costs, settlements
and liabilities of any kind or natur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resulting from this Agreement when the action that occurs was created
by the Area Representative and not authorized by the Franchisor.
D. Area Representative further covenants and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Franchiso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demands, judgments,
damages, suits, losses, penalties, expenses, costs, settlements and liabilities of
any kind or natur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rising or resulting
from the Area Representative's dealings with prospective, existing or former
Individual Franchisee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lawsuits or other proceedings involving the Area Representative
and one (1) or more of its franchisees in which Franchisor is a named party.
E. Area Representative will pay all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in enforcing any term, condition 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in seeking to enjoin any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Area Representative. In the event the Area
Representative decides to take action via Arbitration the Area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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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responsible for all costs and if Franchisor takes action against Area
Representative Franchisor will be responsible for all costs.
F. The indemnification and other obligations contained herein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ort subsequent to and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X. INSURANCE
A.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cure at its expense and maintain in full force
and effec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protecting Area Representative and Franchisor, its officers, directors, partners
and employees, against any loss, liability, personal injury, death, property
damage or expense whatsoever arising or occurring upon or in connection
with Area Representative's business,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require
for its own and Area Representative's protection. Franchisor shall be named
an Additional Named Insured in such policy or policies.
B. Such policy or policies shall be written by an insurance company licensed in
the state in which Area Representative operates and having at least an “A”
Rating Classification as indicated in A.M. Best's Key Rating Guid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et forth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at a minimum (except as different coverage and
policy limits may reasonably be specified for all franchisees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the following:
1. “All Risks” or “Special Form” coverage insurance on all furniture,
fixtures, equipment, supplies and other property used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coverage will include flood and/or
earthquake coverage, where there are known exposures to either peril,
and theft insurance) for full repair as well as replacement value of the
equipment, improvements and betterments, except that an appropriate
deductible clause not to exceed ONE THOUSAND DOLLARS ($1,000.00)
will be permitted.
2.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as well as any
other insurance required by statute or rule of the state or county in
which the Franchised Business is located and operated.
3.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a per premises
aggregate with the following coverage: broad form contractu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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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jury; medical payments and fire damage liability; insuring
Company and you against all claims, suits, obligations, liabilities and
damages, including attorneys' fees, based upon or arising out of actual or
alleged personal injuries or property damage resulting from or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n about or otherwise concerning the Franchised
Business, including General Aggregate coverage in the following limits:
Recommended Coverage
General Aggregate
Personal Injury.
Each Occurrence
Fire Damage (any one fire)
Medical Expense (any one person)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owned, hired and non-owned coverage)

Minimum Limits of Coverage
$500,000
$500,000
$500,000
$50,000
$5,000
$500,000

Also, you must maintain such insurance and types of coverage as Company
may require.
Area Representative can also purchase an Error and Omissions policy from
Franchisor at the price of $75.00 per year, based upon Franchisor's current
contract.
C. The insurance afforded by the policy or policies respecting liability shall not
be limited in any way by reason of any insurance which may be maintained
by Franchisor.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n
Accord Form Certificate of Insurance showing compliance with the foregoing
requirements shall be furnished by Area Representative to Franchisor for
approval. Such certificate shall state that said policy or policies shall not be
canceled or altered without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and shall reflect proof of payment of premiums. Maintenance of
such insurance and the performance by Area Representative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Paragraph shall not relieve Area Representative of
liability under the indemnity provision set forth in this Agreement. Minimum
limits as required above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as conditions
require, by written notice to Area Representative.
D. Should Area Representative, for any reason, not procure and maintain such
insurance coverage as required by this Agreemen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authority (without, however, any obligation to do so)
immediately to procure such insurance coverage and to charge same to
Area Representative, which charges, together with a reasonable fe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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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s incurred by 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such procurement, shall
be payable by Area Representative immediately upon notice.
XI. TRANSFERABILITY OF INTEREST
A.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hereunder can be assigned and transferred
by Franchisor and, if so, shall be binding upon and inure to the benefit of
Franchisor's successors and assigns.
B. If Area Representative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may transfer this Agreement with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to a
corporation or other entity of which Area Representative owns not less than
two-thirds (2/3) of the ownership interest. The transfer fee described in
Paragraph XI.E. will be waived by Franchisor, and all owners of such entity
must sign a Guaran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attached as Exhibit B.
C.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permanent disability of the Area Representative
(if the Area Representative is an individual or a holder of a legal or
beneficial interest of fifty percent (50%) or more in the Area Representative
entity), then this Agreement may be assigned, transferred or bequeathed by
the Area Representative or a personal representative to any person or
beneficiary. However, the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to the transferee,
assignee or beneficiary shall not be valid or effective until Franchisor has
received the properly executed legal documents which its legal counsel deems
necessary to properly and legally document the transfer, assignment or
bequest of this Agreement, and until the transferee, assignee or beneficiary
agrees to be unconditionally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to personally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Area
Representativ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uch disposition shall be
completed within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one hundred eighty (180)
days from the date of death or permanent disability and shall be subject to
all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transfers contained in this Section.
D. Franchisor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any transfer of
an interest in the Area Representative or in this Agreement, providing the
Area Representative complies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transferee(s) shall be of good moral character and reputation and
shall have a good credit rating and competent business qualifications
reasonably acceptable to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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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or with such information as Franchisor may require to make
such determination concerning each such proposed transferee(s).
2. The transferee(s) or such other individual(s) as shall be the actual
manager of the franchise shall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nd passed
the training course then in effect for Area Representatives, or otherwise
demonstrated to Franchisor's satisfaction, sufficient ability to operate the
Area Representative's Business being transferred.
3. Area Representative, prior to the transfer, shall execute a general
release, in a form prescribed by Franchisor,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agents and employees, except such claims as are not
permitted to be waived under applicable law.
4. All accrued money obligations of Area Representative to Franchisor, its
subsidiaries, affiliates or assignees, shall be satisfied prior to assignment
or transfer, and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in default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5. Area Representative has executed a written agreement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in which the Area Representative covenants
to remain primarily li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to observe all
applicable post-term obligations and covenant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6. The transferee Area Representative agrees to be personally liable to
discharge all of the Area Representative'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shall enter into a written agreement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assuming and agreeing to discharge all of the
Area Representative's obligations and covenants under this Agreement.
7. The transferee Area Representative shall execute, upon Franchisor's
request, and cause all parties having a legal or beneficial interest in the
transferee Area Representative to execute, the then-current standard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for a term ending with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such other ancillary agreements as Franchisor may
require for the Franchised Business. The transferee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 Development Fee; however, the
transferee Area Representative shall be required to pay any additional
fe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but which are required to be
paid to Franchisor by other Area Representatives pursuant to th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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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hen-current standard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E. The transferee Area Representative or transferor Area Representative shall
have paid to Franchisor a transfer fee equal to twenty (20%) percent of the
then current minimum Area Representative fee being paid, for the training,
supervision, administrative costs, overhead, attorneys' fees, accounting and
other Franchisor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This transfer fee
does not apply to an assignment of interest to a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Paragraph XI.B. of this Agreement.
F. Should Area Representative, at a future date, desire to make either a
public or a private offering of its securities, prior to such offering and
sale, and prior to the public release of any statements, data or other
information of any kind relating to the proposed offering of Area
Representative's securities, Area Representative shall secure the written
approval of Franchisor, whi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rea Representative shall secure Franchisor's prior written approval of
any and all press releases, news releases and any and all other publicity,
the primary purpose of which is in the public interest in its offering. Only
after written approval has been given by Franchisor may Area
Representative proceed to file, publish, issue, and release and make public
any said data, material and information regarding its securities offering or
the Franchised Businesses. It is specifically understood that any review by
Franchisor is solely for its own information, and its approval shall not
constitute any kind of authorization, acceptance, agreement, endorsement
approval or ratification of same, either expressly or implied; and Area
Representative shall make no oral or written notice of any kind whatsoever
indicating or implying that Franchisor and/or related corporations or persons
have any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whatsoever to the proposed offering
other than acting as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Franchisor and its subsidiaries and their owner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successors and assigns, from all claims,
demands, costs, fees, charges, liability or expense (including attorneys' fees)
of any kind whatsoever arising from Area Representative's offering or
information published or communicated in actions taken with regard thereto.
G. In the event Area Representative (or, if applicable, an owner) wishes to
sell, transfer, gift,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any interest in this
Agreement, a controlling interest in the Area Representative entity, or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assets of the business, Area Representative
미국

551

agrees to grant to Franchisor a thirty (30) day right of first refusal to
purchase such rights, interest, or asset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are contained in the written offer to purchase submitted to Area
Representative by a bona fide proposed purchaser; provided, however, the
following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shall apply:
1.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ify Franchisor of such offer by sending a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enclosing a copy of the written offer
signed by the bona fide proposed purchaser;
2. The thirty (30) day right of first refusal period will run concurrently with
the period in which Franchisor has to approve or disapprove the
proposed transferee;
3. Such right of first refusal arises for each proposed transfer, and any
material change in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e proposed transfer,
even if to the same bona fide proposed purchaser, shall be deemed a
separate offer for which a new thirty (30) day right of first refusal shall
be given to Franchisor;
4. If the consideration or manner of payment offered by a third party is
such that Franchiso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furnish the
same, then Franchisor may purchase the interest which is proposed to be
sold for the reasonable cash equivalent. If the parties cannot agree
within a reasonable time on the cash consideration, an independent
appraiser shall be designated by Franchisor, whose determination wi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All expenses of the appraiser shall be paid for
equally by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and
5. If Franchisor chooses not to exercise its right of first refusal, Franchisee
shall be free to complete the sale, transfer, or assignment, subject to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Absence of a reply to Area Representative's
notice of a proposed sale within the thirty (30) day period is deemed a
waiver of such right of first refusal but not a waiver of the required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XII. RESTRICTIONS CONCERNING COMPETITIVE BUSINESSES
A.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no holder of a legal or beneficial
interest in Area Representative shall,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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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ranchisor, directly or indirectly, own, operate, have any interest in, or
be connected with any other business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or
in any business specializing in providing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or
other service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sold or provided in the
System. The restriction excludes the travel business.
B. Area Representative specifically acknowledges that,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will receive valuable training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motional, operational, sales, and marketing methods and techniques of
Franchisor along with other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a part of the System. Accordingly, Area Representative covenants tha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a period of one (1)
year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cause of termin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itself, or through,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or
corporation, or other entity, own, maintain, engage in or have any interest
in any business specializing, in whole or in part, in providing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or the sale of related service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sold or provided through the System within a fifty (50) mile radius of
the Development Territory or within a radius of fifty (50) miles of the
location of any other business using the System, whether franchised or
owned by Franchisor.
C.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or after
its termination or non-renewal, employ or seek to employ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employed by Franchisor or any of its affiliates, or by any
other franchisee of Franchisor, or otherwise, directly or indirectly induce or
seek to induce such person to leave his or her employment. In the event
that Area Representative breaches this provision, Franchiso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seek all available legal remedies.
D. Area Representative shall no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or after
its termination or non-renewal, communicate or divulge to any other
person, persons, partnership or corporation, except to such of its
employees, agents or contractors as must know for purposes of operating
the Franchised Business, any information or knowledge concerning the
methods of service, promotion, sale, method, techniques or procedure used
in a ABC.com franchise nor shall Area Representative disclose or divul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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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ole or in part, any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marketing
techniques, patterns or processes of Franchisor or its affiliated companies.
Area Representative shall require each of its employees, agents and
contractors with access to such information to execute a non-disclosure
and non-compete agreement in a form approved by Franchisor.
E.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a violation of any covenant in this
Section will cause irreparable harm to Franchisor, the exact amount of which
may not be subject to reasonable or accurate ascertainment, and therefore,
Area Representative does hereby consent that in the event of such violation,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seek injunctive relief to protect certai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Such remedies, however, shall be
cumulative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to which Franchisor may
then be entitled. In the event Franchisor prevails in any suit to enforce any
provision hereof,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in addition to any
relief or remedy granted, the cost of bringing such suit,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The covenants set forth in this Paragraph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the covenant not to compete is fair and reasonable and will not impose
any undue hardship on Area Representative since Area Representative has
other considerable skills, experience and education which will afford him or
her the opportunity to derive income from other endeavors.
F. The parties agree that each of the foregoing covenants shall be construed as
independent of any other covenant 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f all or
any portion of a covenant in this Paragraph XII. is held unreasonable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r agency having valid jurisdiction in any unappealed
final decision to which Franchisor is a party, Area Representative expressly
agrees to be bound by any lesser covenant subsumed within the terms of such
covenant that imposes the maximum duty permitted by law, as if the resulting
covenant were separately st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Paragraph.
G. Area Representative and all holders of a legal and beneficial interest in
the legal entity acting as Area Representative expressly agree to be bound
by all the covenants contained in Paragraph XII.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urther, they agree to be bound by the covenants set
forth which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XIII. DEFAULT AND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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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f Area Representative is i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Franchisor materially breaches this Agreement and fails to cure or begin to
cure such breach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written notice there of is
delivered to Franchisor, Area Representativ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Such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thirty (30) days after delivery to
Franchisor of notice that such breach has not been cured and Area
Representative elect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delivery of notice of
termination to Area Representative, if Area Representative or a holder of
a legal or beneficial interest:
1. Has made any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its application for
the franchise;
2. Fails to satisfactorily complete the training program as provided in
Paragraph VI.A.;
3. Is convicted of or pleads no contest, where such plea is applicable, to a
felony or other crime or offense that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reputation of Area Representative or any of the Marks;
4. Makes any unauthorized use, disclosure or duplication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or duplicates or discloses or uses in any unauthorized
manner any portion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ny trade secrets
provided to Area Representative by Franchisor;
5. Surrenders or transfers control of the operation of a Franchised Business,
makes an unauthorized direct or indirect assignment of a franchise or an
ownership interest in Area Representative or fails or refuses to assign
the interest in Area Representative of a deceased or incapacitated
controlling owner thereof as herein required;
6. Commits any affirmative act of insolvency, or files any petition or action
of insolvency, or for appointment of a receiver or trustee, or makes any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r fails to vacate or dismiss
within sixty (60) days after filing any such proceedings commenced
against Area Representative by a third party;
7. Is adjudicated as bankrupt, commits any affirmative act of insolvency o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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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action or petition of insolvency, or if a receiver (permanent or
temporary) of its property or any part thereof is appointed by a court of
competent authority, or if it makes a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if a final judgment remains unsatisfied of record for thirty
(30) days or longer (unless supersedes bond is filed), or if execution is levied
against any of Area Representative's business or property, or if suit to
foreclose any lien or mortgage against its Premises or equipment is instituted
against Area Representative and not dismissed within thirty (30) days, or is
not in the process of being dismissed; provided, however, that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be named as trustee or receiver in any voluntary
petition for bankruptcy or insolvency filed by Area Representative;
8. Materially misuses or makes an unauthorized use of any Marks or
commits any act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materially impair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any Marks;
9. Fails to comply with the Development Schedule;
10. Fails or refuses to make payments of any amounts due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for portions of any Individual or ABC Plus Franchise Fees
due Franchisor, purchases from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or any other
amounts due to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and does not correct such
failure or refusal within thirty (30) days after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is delivered to Area Representative; or
11.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any mandatory specification, standard or operating procedure prescribed
by Franchisor or otherwise in writing, and does not correct such failure
within thirty (30) days (or provide proof acceptable to Franchisor that it
has made all reasonable efforts to correct such failure and will continue to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ure until a cure is effected if such failure
cannot reasonably be correcte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to comply is delivered to Area Representative.
C.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shall have no
further right to receive any portion of the Franchise Fee or Sales
Commission or other compensation received by Franchisor from Individual
Franchises, as provided in Section V. herein.
D.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 for perio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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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less than those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provide for
termination, cancellation, non-renewal or the like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such provisions shall, to the extent su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not be effective, and Area Representative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 in connection with each of these matters.
XIV.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A. Area Representative agrees that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shall:
1. Pay, within ten (1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all amounts due and owing to Franchisor under this
Agreement;
2. Not directly or indirectly at any time or in any manner identify any
business as a current or former ABC.com franchise, or as a franchisee,
licensee or dealer of or as otherwise associated with Franchisor, or use
any Marks,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or other indicia of a ABC.com
business in any manner or for any purpose, or utilize for any purpose
any trade name, trademark, service mark or other commercial symbol
that suggests or indicates a connection or association with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and franchisees;
3. Promptly return to Franchisor all signs, sign faces,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s, catalogs, advertising materials, forms, invoices and
other materials containing any Marks or otherwise identifying or relating
to a ABC.com business and allow Franchisor, without liability, to remove
all such items from the Franchised Business;
4. Promptly take such action as may be required to cancel all fictitious or
assumed name or equivalent registrations relating to its use of any
Marks;
5. Promptly notify the appropriate telephone company and all telephone
directory listing agencies of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Area
Representative's right to use any telephone number and any regular,
classified or other telephone directory listings associated with any Marks
and authorize transfer of same to or at the direction of Franchiso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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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grees to execute undated letters of assistance to
telephone companies and telephone directory listing agencies directing
termination and/or transfer of Area Representative's right to use
telephone numbers associated with the Marks, which Franchisor may hold
until termination or expiration hereof.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as between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Franchisor has the
sole right to and interest in all telephone numbers and directory listings
associated with any Marks. Area Representative authorizes Franchisor,
and hereby appoints Franchisor and any officer of Franchisor as its
attorney in fact, to direct the appropriate telephone company and all
listing agencies to transfer same to Franchisor or at its direction, should
Area Representative fail or refuse to do so, and the appropriate
telephone company and all listing agencies may accept such direction or
this Agreement or Area Representative's letter of direction held by
Franchisor as conclusive of the exclusive rights of Franchisor in such
telephone numbers and directory listings and its authority to direct their
transfer;
6. Immediately deliver to Franchisor all past and present franchise sales
leads and records and all contracts, acknowledgment of receipt and other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ed to Franchisees of Franchisor in the
Development Territory; and
7. Promptly take such action necessary to withdraw Area Representative's
effective and pending state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y
registrations and filings.
B.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extension or
renewal hereof, Franchisor shall have an option to purchase from Area
Representative all or any part of the assets of the Area Representative, if
any, used in the operation of the Area Representative franchise, including
inventory, signs, equipment, marketing materials and other indicia bearing
Franchisor's Marks, and any other chattels, real estate leases and
equipment leases, at fair market value. Franchisor may exercise said
option by giving Area Representative written notice thereof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ermination or not less than thirty (30) days prior to
expiration, as the case may be. The fair market value purchase price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of Area Representative and Franchisor or by
arbitration as herein provided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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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rea Representative agrees that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Franchise it shall immediately cease to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business or otherwise and shall return to Franchisor all copies of the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which have been loaned to it by
Franchisor.
D. All obligations of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which expressly or
by their nature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subsequent to and notwithstanding
its expiration or termination and until they are satisfied in full or by their
nature expire.
XV. FRANCHISOR'S REMEDIES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its failur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to cease all activities as Area Representative within the
Development Territory, upon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portion thereof, will result in immediate and irreparable damage to
Franchisor and to the rights of any subsequent area representative.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there is no adequate remedy at law for such
failure to cease activities, and Area Representative agrees that in the event of
such failure,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seek equitable relief by way of
temporary and permanent injunctions and such other and further relief as any
court with jurisdiction may deem just and proper. Resort to any remedies
referred to herein shall not be construed as a waiver of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to which Franchisor is entitled under this Agreement or otherwise.
XVI. NOTICES
Any and all notices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personally delivered, delivered by messenger or delivery
services, mailed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or facsimile
transmission, and shall be effective when received or confirmation of receipt is
acknowledged to the respective parties at the following addresses unless and until
a different address has been designated by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Notices to Franchisor:
With a cop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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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 to Area Representative:
With a copy to:
XVII.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ABC.com Franchise herein granted and supersedes any prior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between them, whether oral or writte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may not be waived or modified except by an express agreement in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There are no representations, promises,
warranties, covenants or undertakings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this
Agreement. The failure of either party hereto to enforce, or the delay by either
party in enforcing, any of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deemed
a continuing waiver or modification thereof, and either party may, within the
time permitted by applicable law, commence appropriate legal proceedings to
enforce any or all of such rights.
XVIII. APPLICABLE LAW
A. THIS AGREEMENT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HEREUNDER TAKE
EFFECT UPON ACCEPTANCE AND EXECUTION BY FRANCHISOR AND SHALL
BE INTERPRETED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NEW JERSEY,
WHICH LAWS SHALL PREVAIL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OF LAW,
EXCEPT TO THE EXTENT GOVERNED BY FEDERAL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NITED STATES TRADEMARK ACT OF 1946, AS
AMENDED (LANHAM ACT, 15 U.S.C. SECTIONS 1051 ET SEQ.) AND THE
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SECTION 1 ET SEQ.).
B.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IN BERGEN COUNTY, NEW JERSEY,
AND THAT ANY ACTION SOUGHT TO BE BROUGHT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THE TERMS AND PROVISIONS HEREOF SHALL BE
BROUGHT IN THE APPROPRIATE STATE OR FEDERAL COURT LOCATED
IN BERGEN COUNTY, NEW JERSEY, AND THE PARTIES DO HEREBY
WAIVE ALL QUESTIONS OF PERSONAL JURISDICTION OR VENUE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THIS PROVISION.
C. NO RIGHT OR REMEDY CONFERRED UPON OR RESERVED TO
FRANCHISOR OR AREA REPRESENTATIVE BY THIS AGREEMENT IS
INTENDED TO BE, NOR SHALL BE DEEMED, EXCLUSIV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HEREIN OR BY LAW OR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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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OR PERMITTED, BUT EACH SHALL BE CUMULATIVE OF
EVERY OTHER RIGHT OR REMEDY.
D.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AR FRANCHISOR'S RIGHT TO
OBTAIN INJUNCTIVE RELIEF AGAINST THREATENED CONDUCT THAT
WILL CAUSE IT LOSS OR DAMAGES, UNDER THE USUAL EQUITY RULES,
INCLUDING THE APPLICABLE RULES FOR OBTAINING RESTRAINING
ORDERS, PRELIMINARY AND PERMANENT INJUNCTIONS.
E. IN THE EVENT THAT THE AREA REPRESENTATIVE ENACTS ACTION
AGAINST FRANCHISOR, ARBITRATION MEETING WILL BE HELD IN NJ. IN
THE EVENT THAT THE FRANCHISOR ENACTS ACTION AGAINST THE
AREA REPRESENTATIVE, ARBITRATION MEETING WILL BE HELD IN THE
STATE IN WHICH THE BUSINESS RESIDES OF THE AREA REPRESENTATIVE.
XIX. SETTLEMENT OF DISPUTES
A. This Agreement is a written agreement evidencing a transaction involving
commerce and is, therefore, subject to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Title 9 of the United States Code. Except for a
controversy or claim relating to the ownership of any of Franchisor's
service marks, trade names and logotypes, any other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o any other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or with regard to their interpretation, formation or
breach, sha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 conducted in Bergen County,
New Jerse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s modified herein below.
B. In the event of any controversy or claim as set forth above, either party
shall send written notice to (1) the other party; and (2) the appropriate
Regional Office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for invoking the
binding arbitration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shall make demand for arbitration, such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Bergen County, New Jerse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shall forward to the parties a written list of proposed
arbitrators each of whom shall have established experience and knowledge
in franchise law. Each party shall have ten (10) days from the date of
mailing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of the written list of
proposed arbitrators within which to return said written list with the party's
choice of arbitrators to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f either party
fails to return the written list of proposed arbitrators to the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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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Association with that party's choice within said ten (10) days, it
shall be conclusively determined that said party has approved the
appointment of any arbitrator named in the written list. The parties further
consent to the jurisdiction of any appropriate court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or to enter a judgment upon any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C. In the event that any controversy r claim arising from this Agreement as
explained above also involves any officer, director, employee,
representative, or agent of either party, then any such controversy or
claim shall also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in the same manner as
explained above. In the event any controversy or claim is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as explained above, the parties further agree that
discovery prior to arbitration shall be restricted solely to exchanging lists
of those witnesses and documents which are to be presented at the
hearing before the arbitrator, unless the parties mutually agree in writing
to expand the scope of discovery.
Except as limited by this Agreement, the arbitrator shall have the right
to award or include in the arbitration award any relief deemed proper in
the circumstanc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money damages (with
interest on unpaid amounts from the date due), specific performance,
injunctive relief and attorney fees and costs provided that the arbitrator
shall not have the authority to award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D. Although all controversies and claims are to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 Franchisor expressly reserves the right, at its sole discretion,
to seek temporary injunctive relief pending completion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rom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enforce Area
Representative's post termination covenants not to compete and to enjoin
Area Representative from any existing or threatened conduct which
Franchisor believes could cause any harm or damage to Franchisor or to
its franchise System. In the event Franchisor files a lawsuit to seek
temporary injunctive relief as described above, the filing shall not
constitute, nor be deemed by anyone to constitute, a waiver by Franchisor
of its right to invoke the binding arbitration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 The parties agree that the arbitration of any disputes between them shall
be conducted on an individual basis and such disputes shall not be
arbitrated on a class-wide basis nor shall any of these disputes be
consolidated with the arbitration of any other disputes which might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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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Franchisor and any of its other area representatives or other
franchisees.
AREA REPRESENTATIVE EXPRESSLY ACKNOWLEDGES THAT AREA
REPRESENTATIVE HAS READ THE TERMS OF THIS BINDING ARBITRATION
PROVISION AND SPECIFICALLY AFFIRMS THAT THIS PROVISION IS ENTERED
INTO WILLINGLY AND VOLUNTARILY AND WITHOUT ANY FRAUD, DURESS
OR UNDUE INFLUENCE ON THE PART OF FRANCHISOR OR ANY OF
FRANCHISOR'S AGENTS OR EMPLOYEES.
XX. COST OF ENFORCEMENT OR DEFENSE
A. In the event that Franchisor is required to employ legal counsel or to
incur other expenses to enforce any obligation of Area Representative
hereunder, or to defend against any claim, demand, action or proceeding
by reason of the Area Representative's failure to perform any obligation
imposed by this Agreement, Area Representativ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amount of all reasonable attorneys' fees of such counsel and all
other expenses incurred in enforcing such obligation or in defending
against such claim, demand, action or proceeding, whether incurred prior
to, or in preparation for, or in contemplation of the filing of such
action or thereafter except where prohibited by law.
B.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hereby waiv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any right to or claim of any consequential,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gainst the other, and agree that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m each shall be limited to the recovery of any actual
damages sustained by it.
XXI. SEVERABILITY AND CONSTRUCTION
A.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to the contrary herein, each section, part,
term and/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severable; and
if, for any reason, any section, part, term and/or provision herein is
determined to be invalid and contrary to, or in conflict with, any existing
or future law or regulation by a court or agency having valid jurisdiction,
such shall not impair the operation of, or have any other effect upon,
such other portions, section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may remain otherwise intelligible, and the latter shall
continue to be given full force and effect and bind the arties hereto; and
said invalid section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shall be deemed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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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part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if Franchisor
determines that such finding of invalidity or illegality adversely affects the
basic considera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at its option,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notwithstanding,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intended, nor shall be deemed, to confer upon any person or legal entity
other than Franchisor or Area Representative and such of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as may be contemplated by Paragraph XXII.A., any
rights or remedies under or by reason of this Agreement.
C. Area Representative expressly agrees to be bound by any promise or
covenant imposing the maximum duty permitted by law which is subsumed
within the terms of any provision hereof, as though it were separately
articul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that may result from
striking from any of the provisions hereof any portion or portions which a
court may hold to be unreasonable and unenforceable in a final decision
to which Franchisor is a party, or from reducing the scope of any promise
or covenant to the extent required to comply with such a court order.
D. All captions in the Agreement are intended solely for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and none shall be deemed to affect the meaning or
construction of any provision hereof.
E.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duplicate and each copy so executed
shall be deemed an original.
XXII. DEFINITIONS
A. The term “Area Representative” shall include all persons who succeed to
the interest of the original Area Representative by transfer or operation of
law and shall be deemed to include not only the individual or entity
defined as “Area Representative” in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is
Agreement, but shall also include all partners of the entity that executes this
Agreement, in the event said entity is a partnership, and all shareholders,
officers and directors of the entity that executes this Agreement, in the
event said entity is a corporation. By their signatures hereto, all partners,
shareholders, officers and directors of the entity that signs this Agreement
as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 and accept the duties and obligations
imposed upon each of them, individually,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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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 used in this Agreement, the term “affiliate” of a party hereto shall
mean a corporation, partnership, joint venture, association, joint stock
company, trust or unincorporated organization tha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i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C. The singular usage includes the plural and the masculine and neuter usages
include the other and the feminine.
XXIII. CAVEAT
The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to be undertaken by Area
Representative by virtue of this Agreement is speculative and depends, to a
large extent, upon the ability of Area Representative as an independent
businessman, and hi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aily affairs of the business as
well as other factors.
XXIV. ACKNOWLEDGMENTS
A. Area Representative represents and acknowledges that it has received, read
and understood this Agreement and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and that Franchisor has accorded Area Representative ample time
and opportunity to consult with advisors of its own choosing concerning
risks of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B.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it has received a copy of this
Agreement and the attachments thereto, at least five (5) business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was executed. Area Representative
further acknowledges that Area Representative has received the disclosure
document required by the Trade Regulation Rule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entitled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 at least ten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was executed.
C. Area Representative has been advised to consult with its own advisors with
respect to the legal, financial and other aspects of this Agreement, the
business franchised hereby and the prospects for that business. In addition,
Area Representative should consult with its attorneys with respect to
specific laws affecting the Franchised Business. Area Representativ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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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her consulted with such advisors or has deliberately declined to do so.
D. Area Representative acknowledges that the covenants not to compet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fair and reasonable, and will not impose any
undue hardship on Area Representative, since Area Representative has
other considerable skills, experience and education which afford Area
Representative the opportunity to derive income from other endeavors.
E. Area Representative affirms that all information set forth in any and all
applications, financial statements and submissions to Franchisor is true,
complete and accurate in all respects, with Area Representative expressly
acknowledging that Franchisor is relying upon the truthfulness,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such information.
F. Area Representative has conducte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busines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and recognizes that, like any
other business, an investment in a ABC.com Franchised Business involves
business risks and that the success of the venture is primarily dependent
upon the business abilities and efforts of Area Representative.
G. Area Representative hereby consents and agrees that any disputes arising
between Franchisor and Area Representative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s
provided in Paragraph XIX.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duly executed and delivered this Agreement in multiple
copies the date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ATTEST:
By:
Titl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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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ST:
AREA REPRESENTATIVE
By:
Title:
(in an official capacity only and
not individually or personall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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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A TO THE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MAP OF DEVELOPMENT TERRITORY

AREA REPRESENTATIVE
By:

By:

Title:

Title:

Dat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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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B TO THE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GUARAN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THIS GUARAN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is given this________
day of __________, 20_____, by_________________.
In consideration of, and as an inducement to, the execution of that certain
Area Representative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is date by ABC, INC.
(“us”, “we”, or “our”), each of the undersigned personally and
unconditionally (a) guarantees to us and our successors and assigns, for the term
of the Agreement and afterward as provided in the Agreement, that
___________(“Area Representative”) will punctually pay and perform each and
every undertaking, agreement and covenant set forth in the Agreement and (b)
agrees to be personally bound by, and personally liable for the breach of, each
and every provision in the Agreement, both monetary obligations and obligations
to take or refrain from taking specific actions or to engage or refrain from
engaging in specific activities, including the non-competition, confidentiality and
arbitration requirements.
Each of the undersigned consents and agrees that: (1) his or her direct and
immediate liability under this Guaranty will be joint and several; (2) he or she
will render any payment or performance required under the Agreement upon
demand if Area Representative fails or refuses punctually to do so; (3) this
liability will not be contingent or conditioned upon our pursuit of any remedies
against Area Representative or any other person; and (4) this liability will not be
diminished, relieved or otherwise affected by any extension of time, credit or
other indulgence which we may from time to time grant to Area Representative
or to any other pers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cceptance of any
partial payment of performance of the compromise or release of any claims,
none of which will in any way modify or amend this Guaranty, which will be
continuing and irrevocable during the term of the Agreement.
Each of the undersigned waives all rights to payments and claims for
reimbursement or subrogation which any of the undersigned may have against
Area Representative arising as a result of the undersigned's execution of and
performance under this Guaranty.
IN WITNESS WHEREOF, each of the undersigned has affixed his or her
signature on the same day and year as the Agreement was executed.
GUARA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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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AGREEMENT
This Franchise Agreement (this “Agreement”), made this ____ day of
___________, 20___ by and between ABC, a company operating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_____________(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 or “Franchisor”), and
__________, whose principal address is _____________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Franchisee”).
W I T N E S S E T H:
WHEREAS, Franchisor has developed a system (“System”), identified by the
Mark “ABC.com”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business specializing in the sale of Internet based marketing tools such as
banner advertisements on the home page and calendar pages of the ABC.com
website, content licensing, creating websites with unlimited pages featuring a
shopping cart order system and other forms of Internet Advertising. In addition
to the services described, the franchisee can elect to operate a consignment
business online and provide an auction model through the eBAY Marketplace
(hereby described as ABC Plus). We all provide tools such as real-time
reservations, confirmations and appointment scheduling, business-to-consumer
negotiating of retail products and services. Other services include search engine
submission and domain name site registration. All of these services are designed
for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Our
travel services feature online 24/7 reservations/bookings for Airlines, Hotels,
Cars, Limos, Tours and Cruises products with over 55 bookable engines
(“Services”);
WHEREA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nclude, without
limitation, the ABC.com home page located at http://www.ABC.com featuring
“city guides” for over fifty three thousand (53,000) cities and communities; the
proprietary Internet marketing package which includes the Services, the
ABC.com 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 (“Manual”); methods for recruiting,
hiring and training employees; inventory, cost controls, record keeping, all of
which may be changed, improved and further developed by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and
WHEREAS, Franchisor is the owner of the right, title and interest, together
with all the goodwill connected thereto, in and to the trademarks “ABC.com”
and “ABC.com” and other trademarks, domain names, service marks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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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 associated logos, commercial symbols,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trade dress as are now, or in the future, design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System (the “Mark[s]”); and
WHEREAS, Franchise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Franchisor's high and uniform standards of quality, operations and service and
the necessity of operating the Franchised Business in strict conformity with
Franchisor's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WHEREAS, Franchisor is the licensee of certain proprietary software from
411Web.com, Inc.,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oftware to its franchisees;
and
WHEREAS, Franchisor expressly disclaims the making of and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it has not received nor relied upon any warranty or
guarantee,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revenues, profits or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it has read this Agreement and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and that it has no knowledge of any representation by Franchisor or it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employees or agents that are contrary to the statements
made in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or to the terms
hereof.
NOW, THEREFORE, the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takings and
commitments of each party to the other set forth in this Agreement, hereby
agree as follows:
I. GRANT
A. Franchisor hereby grants to Franchise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the right and license to operate a business offering the Services to
local businesses, community organizations, not-for-profit's, merchants and
professionals within their franchised territory.
B.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s received and the mutual covenant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Franchisor hereby grants to Franchisee, and
Franchisee hereby accepts, a license for the territory hereinafter described.
Franchisor hereby grants to Franchisee, and Franchisee hereby accepts,
the right, license and privilege of using “ABC.com” and “ABC.com”
and other Marks of Franchisor solely and only upon and in connec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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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authorized under this Agreement. Franchisee agrees not to make
or authorize any use, direct or indirect, of the Marks for any other
purpose or in any other way.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may
grant other licenses for the use of the Marks or utilize the Marks in any
manner whatsoev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I. TERRITORY
A. The territory granted shall be as described on Exhibit A (“Territory”).
During this Agreement term, Franchisor will not establish or license any
other person or entity to provide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or other
related services operating under the ABC.com trademark and utilizing the
System within the Territory; provided, however, that Franchisor shall retain
the right:
1. to establish other Franchises at any location outside of Franchisee's
Territory, as Franchisor, in its sole discretion, deems appropriate;
2. to establish, and license others to establish businesses under other
systems using other proprietary marks, which businesses may offer or
sell services and products which are competitive with or different from
those services and products offered by the Franchised Business, and
which businesses may be located within or outside the Territory; ABC
Technology which consists of a Net-to-Phone-to-Net application and
WEB 2 Web applications are and will be used by various companies and
websites which may compete directly with the franchisee in his market
or on the Internet. We are not providing exclusive use of the
applications to Franchisees but will not offer our technology using ABC
platform other than thru the Franchisee.
3. to contract with sales organizations and other Sales Consultant(s) to
allow the Sales Consultants and its sales force to engage in the sale of
Internet advertising including the Services; provided, however, that Sales
Consultants shall not be licensed to utilize the ABC.com trademark as its
principal trade name under which it operates, but may be permitted to
identify itself as a “ABC.com-Authorized Dealer”; provided further,
that the Franchisee shall receive a commission based upon the sale of
Services and other Internet advertising by each Sales Consultant
occurring in Franchisee'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Section V of this
Agreement. Sales organization is optional and not
requi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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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 to accept, unless already in marketplace and all deals will
continue.
B.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 Franchisee shall pay a franchise fee
(“Franchise Fee”) to Franchisor of _______________ DOLLARS
($_________). Said Franchise Fee shall be deemed fully earned and
non-refundable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s consideration for
expenses incurred by Franchisor in furnishing assistance and services to
Franchisee and for Franchisor's lost or deferred opportunity to grant this
franchise to other third parties, except as may b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d/or any exhibit attached hereto.
The initial franchise fee is based on a per unit sale. A unit can be
defined as a town or city with a population of 25,000 or less. For a town
or city with 25,000 or less in population, the franchise fee is $1,500. For
towns or cities greater than 25,000 in population, a surcharge of $0.06 per
person in population is charged. For example, if a town or city has 15,000
in population, the franchise fee would be $1,500; For a town with 30,000
in population, the franchise fee would be $1,800. The franchise fee is due
and payable immediately upon execution of the Franchise Agreement. The
population is based on the most current U.S. Census Bureau statistics. In
the event a Franchisee selects ABC Plus, they are required to purchase a
minimum of three (3) contiguous units at a minimum cost of $4,500.
Upon the commencement of Franchisee's Franchised Business,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 “Web Hosting Fee” totaling One Hundred Fifty
Dollars ($150.00) for each franchised unit. The Web Hosting Fee is an
annual fee, due from Franchisee to Franchisor on each anniversary year
of the signed franchise Agreement. The Web Hosting Fee will increase
each year (5%), to reimburse Franchisor for its costs, including labor,
maintenance and communications, related to web hosting. If Franchisee
does not pay re-occurring hosting fee, franchisee will be in default of the
Franchise Agreement.
C.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because complete and detailed uniformity
under many varying conditions may not be possible or practical, Franchisor
specifically reserves the right and privilege, at its sole discretion and as it
may deem in the best interests of all concerned in any specific instance,
to vary standards for any System franchisee based upon the peculiarities
of the particular site or circumstance, population of trade area, density of
population, business potential, existing business practices or any other
condition which Franchisor deems to be of importance to th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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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such franchisee's business. Franchisee shall not be entitled to
require Franchisor to disclose or grant to Franchisee a like or similar
variation hereunder.
III. TERM AND RENEWAL
A.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and binding for an initialterm of five (5)
years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 Franchisee shall have the right to renew this franchise at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term of the franchise for two (2) additional successive terms of
five (5) years each, provided tha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fulfilled:
1. Franchisee has, during the entire term of this Agreement, substantially
complied with all its provisions;
2. Franchisee has given notice of renewal to Franchisor as provided below;
3. Franchisee has satisfied all monetary obligations ow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or any affiliate of Franchisor, and has timely met these
obligations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4. Upon renewal, Franchisee has executed Franchisor's then-current form
of the Franchise Agreement or has executed renewal documents at
Franchisor's election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reflect the fact
that the Franchise Agreement relates to the grant of a renewal
franchise), which Franchise Agreement shall supersede this Agreement in
all respects, and the terms of which may differ from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 different percentage Sales
Commission; provided, however, Franchisee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the then-current initial Franchise Fee or its equivalent; and
5. Franchisee has complied with Franchisor's then-current qualifications and
training requirements.
C. If Franchisee desires to renew this franchise at the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give Franchisor written notice of its desire to
renew at least six (6) months, but not more than twelve (12)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term of this Agreement. Within thirt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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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after its receipt of such timely notice, Franchisor shall furnish
Franchisee with written notice of Franchisee's right to obtain a renewal
franchise. If the notice indicates that Franchisor will permit Franchisee to
obtain a renewal franchise, Franchisee's right to obtain a renewal franchise
will be contingent on continued ful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agreement between Franchisee and Franchisor and/or Franchisor's
affiliates. If,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has failed to
substantially comply with this Agreement, Franchisor may refuse to grant
Franchisee a renewal agreement. Franchisor will provide notice which states
the reasons for Franchisor's decision. If Franchisor determines that
Franchisee is not eligible to obtain a renewal franchise, but that the
nature of the noncompliance may be cured so that Franchisor is willing to
consider granting Franchisee a renewal franchise, Franchisor will notify
Franchisee accordingly. Franchisee will be eligible for a renewal franchise
if Franchisee has cured the noncompliance within thirty (30) days of
Franchisor's notice of noncompliance to Franchisee.
IV. BUSINESS LOCATION
A. Franchisee must locate the business office for the Franchised Business
from a premises which is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Premises”).
Franchisee's acceptance of a franchise for the operation of a Franchised
Business at the location of the Premises is based on Franchisee's ow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its suitability for a Franchised Business.
Franchisee may establish the office for the Franchised Business within the
majority owner's residence (subject to local zoning laws). Franchisor does
not evaluate the location. If a Franchisee selects ABC Plus, Franchisee is
required to lease a storage facility that is located within the same
territory as the Franchised Business.
B. Franchisee agrees, at its expense, to do or cause to be done the following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1. obtain all required building, utility, sign, health, and business permits and
licenses and any other required permits and licenses, if any;
2. construct all required improvements to the Premises, and decorate
Franchisee's Premises in compliance with layouts and specifications
approved by Franchisor,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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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rchase and install all required computer equipment, furniture,
furnishings and signs;
4. purchase the opening inventory of office supplies; and
5. hire personnel required for Franchisee's Franchised Business, if any.
C. Franchisee must not open the Franchised Business and commence business
until:
1. all of the obligations pursuant to the other provisions of Section IV. of
this Agreement have been fulfilled;
2. Franchisor has received a fully executed form of collateral assignment of
telephone numbers and listings, if required;
3. Franchisee and its personnel have satisfactorily completed initial training;
4. Franchisee has furnished Franchisor with certification that all required
building, utility, sign, health, sanitation, business and other permits and
licenses have been obtained from any applicable governmental authority,
including any certificate of occupancy and approvals necessary to
operate a business (if any); and
5. Franchisor has been furnished with copies of all insurance policies
required by this Agreement, or such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age and payment of premiums as Franchisor may request.
D. Franchisee must comply with these conditions and be prepared to open the
Franchised Business within one hundred twenty (120) days after signing this
Agreement and only after having satisfactorily completed the initial training
program as specified in Section V.
V. TRAINING AND ASSISTANCE
A. Franchisor shall make training available to Franchisee and its manager,
who shall successfully complete each required training and familiarization
course conducted. Initial training shall cover aspects of the operation of a
Franchised Business, and shall be conducted in three (3) phases ("Phase[s]
I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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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 This Phase is a self-study course lasting several days depending
upon Franchisee's technical background and time spent each day
reviewing the materials. Franchisee must pass a proficiency
examination over the Internet via an online tutorial program to
successfully complete Phase I.
Phase II For ABC: This Phase lasts twelve (12) hours over several weeks
online. Franchisee may elect to visit ABC.com Corporate
Headquarters, or any other location that the Franchisor operates
from including a location selected by the Area Representative, if
one exits in franchisee's market for in-class training. In-class
training is recommended but not mandatory. This Phase is designed
to provide Franchisee with an understanding of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sales and public relations skills.
For ABC Plus: This Phase lasts eighteen (18) hours over several
weeks online. Franchisee may elect to visit ABC.com Corporate
Headquarters, or any other location that the Franchisor operates
from including a location selected by the Area Representative, if
one exists in franchisee's market for in-class training. In-Class
training is recommended but not mandatory. This Phase begins with
twelve (12) hours of ABC.com training and is followed by an
additional six (6) hours of training on the auction program.
Phase III Prior to beginning operation, Franchisor or its Area Representative
shall provide Franchisee with counseling and offer its experience
and knowledge on pertinent issues Franchisee has in establishing
the Franchised Business. Franchisor shall be availabl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can be reached by fax, telephone
and/or the Internet.
If Franchisee selects in-house training, all expenses of attendance at the
initial training by Franchisee and its employe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ravel, and room and board expenses, sha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Franchisee. If Franchisee selects online training, the only expense associated is a
long distance telephone call into the conference line.
B. As part of ongoing assistance, Franchisor will make available a telephone
line which Franchisee may use to communicate with Franchisor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to request advice regarding sales matters, business
or techn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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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ranchisor may provide and may require that previously trained and
experienced Franchisees or their managers or employees attend and
successfully complete refresher training programs or seminars; provided
online or in-house.
VI. USE OF SYSTEM AND MARKS
A.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the name “ABC.com” and “ABC.com”
and the Marks licensed hereunder are owned by Franchisor and Franchisee
further acknowledges that valuable goodwill is attached to such trade
names,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and that Franchisee will use same
only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specified by this Agreement.
B. Franchisee acknowledges, and will not contest, Franchisor's or any
affiliate's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s to each and every aspect of the
System. Franchisee's right to market the System and establish the
Franchised Businesses is specifically limited to the Territory, and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Franchisor as provided herein. Said right
shall terminate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C.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s Marks constitute a significant
aspect of the System. Without Franchisor's written approval, Franchisee
agrees that such Marks will not be used as the name, or part of any
name, of any corporation, partnership or any entity of proprietorship under
which Franchisee transacts business. Franchisee's use of the Marks are
subject to the control and approval of Franchisor in every other respect.
D. If a claim is asserted by others of a prior use of the Marks with respect
to a similar business within the Territory, Franchisor may require
Franchisee to participate in the defense of such claims, at Franchisor's
expense. Franchisee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within five (5)
days of acquiring knowledge concerning the use by other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ame or confusingly similar names and Marks.
E. If Franchisor at any time, in its sole discretion, determines that it is
advisable for Franchisee to modify or discontinue use of any Marks, and/or
use one or more additional or substantive trade names, trademarks,
service mark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Franchisee agrees to comply
therewith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notice thereof by 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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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ranchisee shall not establish a Website on the Internet using any domain
name containing the words “ABC.com,” “ABC.com,” “Ezdropoff.com” or
any variation thereof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Franchisor.
Franchisor retains the sole right to advertise on the Internet and create a
Website using the ABC domain names (Including: ABC.com, ABC.net, ABC.tv).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is the owner of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such domain names as Franchisor shall designate in the
Manual. Franchisor retains the right to pre-approve Franchisee's use of
linking and framing between Franchisee's Web pages and all other Websites.
If requested by Franchisor, Franchisee shall, within five (5) days, dismantle
any frames and links between Franchisee's Web pages and any other
Websites.
G. If you are a ABC Plus Franchisee, you cannot own an auction site from
eBAY or any other provider or sell goods on behalf of a third party under
any condition. Violation of this prohibition will be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Agreement.
VII. OPERATIONS MANUAL
A. While this Agreement is in effect, Franchisor will loan to Franchisee one
(1) copy of the Manual containing mandatory and suggested specifications,
standards, operating procedures and rules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for a Franchised Business and information relative to other
obligations of Franchisee.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add to and
otherwise modify the Manual from time to time to reflect changes in the
specifications, standards, operating procedures and rules prescribed by
Franchisor for a Franchised Business, provided that no such addition or
modification shall alter Franchisee's fundamental status and rights under
this Agreement. Franchisor may make such additions or modifications
without prior notice to Franchisee.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upon
notice, adopt any such changes.
B. The Manual shall, at all times, remain the sole property of Franchisor and
shall promptly be returned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not make any disclosure, duplication or other
unauthorized use of manner any portion of the Manual.
C. The Manual contains proprietary information of Franchisor and shall be
kept confidential by Franchisee both during the term of the franchi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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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to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at all times ensure that its copy of the Manual be available on the
Premises in a current and up-to-date manner. At all times that the Manual
is not in use by authorized personnel, Franchisee shall maintain the Manual
in a locked receptacle on the Premises, and shall only grant authorized
personnel, as defined in the Manual, access to the key or combination of
such receptacle. In the event of any dispute as to the contents of the
Manual, the terms of the master copy of the Manual maintained by
Franchisor at Franchisor's headquarters shall be controlling.
VIII. CONFIDENTIAL INFORMATION
A. Franchisor possesses certain proprietary confidential information consisting of
methods, techniques, formats, specifications, procedures, information,
systems, methods of business management, sales and promotion techniques,
and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operating a Franchised Busines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Franchisor shall disclo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training program, the Manual, and in guidance furnished
to Franchisee during this Agreement's term. Franchisee shall not acquire
any interest in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than the right to utilize
it in performing its duties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the use or duplication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other business venture would constitute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Franchise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s proprietary, includes Franchisor's trade secrets, and is
disclosed to Franchisee solely on the condition that Franchisee (and its
shareholders, partners, members and managers, if Franchisee is a
corporation, partnership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does hereby agree that
it: (a) shall not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other business or
capacity; (b) shall maintain the absolute confidentialit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c) shall not make
unauthorized copies of any portion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in written or other tangible form; and (d) shall adopt and implement all
reasonable procedures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to
prevent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ll
ideas, concepts, techniques or materials concerning the Franchised Business,
whether or not protectable intellectual property and whether created by or
for Franchisee or its owners or employees, must be promptly disclosed to
Franchisor and will be deemed Franchisor's sole and exclusive property, part
of the System and works made-for-hire for Franchisor. To the exten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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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oes not qualify as a "work made-for-hire" for Franchisor, Franchisee
shall assign ownership of that item, and all related rights to that item, to
Franchisor and must sign whatever assignment or other documents
Franchisor requests to show ownership or to help Franchisor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tem.
B.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require Franchisee to have each of its
shareholders, officers, directors, partners, employees, members, and
managers, and, if Franchisee is an individual, Franchisee's spouse, execute
a non-disclosure and non-competition agreement in a form approved by
Franchisor.
IX. MODIFICATION OF THE SYSTEM
Franchisee recognizes that from time to time hereafter, Franchisor may
change or modify the System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doption and use
of new or modified Marks or copyrighted materials, new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equipment or new techniques and that Franchisee will accept and use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y such changes in the System as if they
were part of this Agreement at the time of execution hereof. Franchisee will
make such expenditures as such changes or modifications in the System may
reasonably require. Franchisee shall not change the System in any way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Franchisor.
X. ADVERTISING
A. If you are an individual Franchisee, you have the option to make
expenditures on advertising within your territory. You may use your own
advertising material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Franchisor. Franchisor
may provide guidelines for conducting local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rograms, and any deviations from such guidelines shall be approved by
Franchisor in writing prior to use.
B. As a ABC Plus Franchisee, you must contribute 1% of your gross revenue
to the ABC.com National Advertising Fund. There are no ABC Plus
Franchisees in the network that do not contribute to this Fund. We
estimate that during the coming fiscal year, about 35% of the Funds money
will be spent on media, 20% on the production of advertising materials,
20% on public relations, 10% on sponsorships and 15% on administration.
ABC Corporate Headquarters does not have to spend a specified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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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Fund money on advertising in your geographic area. We will
prepare an annual accounting for the Fund. You may review upon request
once a year. The report will not be audited. Most of the money in the
Advertising Fund will be spent during the year in which it is contributed.
Any unspent money will be retained in the account for use during the
following year. This goes into the OC at Item 11 not here.
C. Franchisee is required to advertise continuously in the classified or Yellow
Pages of the local telephone directory. Franchisee shall do so under the
listings "Internet Services" or such other listings as deemed appropriate
by Franchisor. When more than one (1) Franchised Business serves a
metropolitan area, classified advertisements shall list all Franchised
Businesses operating within the distribution area of such classified
directories. Each Franchisee shall contribute its equal share in the cost of
such advertisement. If required, Franchisee agrees to execute an
agreement assigning such directory listing to Franchisor, utilizing a form
prescribed by Franchisor, which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D. With respect to any promotional materials or advertising permitted
hereunder, Franchisee shall not use in advertising or any other form of
promotion, the copyrighted materials, trademarks, copyrights, service
marks or commercial symbols of Franchisor without appropriate (C) or
(R) registration marks or the designations TM or SM where applicable.
XI. PAYMENTS TO FRANCHISEE
A. Unless Franchisor and Franchisee agree in writing otherwise for a specific
account, Franchisor shall pay to Franchisee,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the
end of each calendar month and according to the schedule as contained in
Exhibit B to this Agreement, fees for the sale of each Service or other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which are actually received by Franchisor from each
franchisee, Sales Consultant or directly from the end user based upon sales
within Franchisee's Territory (as delineated in Exhibit A) ("Sales Commis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1. If Franchisee has failed to perform in any material respect any material
requirement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not be
entitled to receive Sales Commissions until such deficienci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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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ed to Franchisor's reasonable satisfaction.
2. Franchisee shall not be entitled to share in or receive any Sales
Commissions based upon fees paid to Franchisor in the Territory prior to
the time Franchisee completes the initial training program and
commences full operations of the Franchised Business.
B. All payments under this Paragraph shall immediately and permanently
cease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though
Franchisee shall receive all amounts which have accrued to Franchisee as
of the effective date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C. Franchisor's payments to Franchisee shall be based on amounts actually
collected, not on payments accrued, due or owing. Franchisor shall apply
any payments received from to any past due indebtedness owed to
Franchisor or its affiliates.
D. Franchisee shall not be allowed to set off amounts owed to Franchisor for
fees or other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against any monies owed
to Franchisee by Franchisor, which right of set off is hereby expressly
waived by Franchisee. Franchisor shall be allowed to set off against
amounts owed to Franchisee for Sales Commissions or other amounts due
under this Agreement any monies owed to Franchisor.
E. All Merchant fees and any third party charges to handle billing are
deductible from monies owed franchisee based on reasonable industry
standards.
XII. BILLING, ACCOUNTING AND RECORDS
A.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or its agent, will handle all of
the billing and invoicing for the advertising services and sales of Services
through the Franchised Business. Franchisor will exercise all reasonable
effort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to collect amounts due for the Services or
sales of other products or services performed in conducting the Franchised
Business. Franchisor may, in its discretion, compromise, settle, discount,
factor, write-off, assign to collection agencies or pursue through legal action,
all amounts due for Services provided through the Franchised Business. After
applying amounts ow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Franchisor will pay to
Franchisee the commissions a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agreement between Franchisee and Franchisor on a monthly basis. Franc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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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withhold amounts due it under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Franchisor will pay such amount to Franchisee by the fifteenth (15th) day of
each month based on the collections Franchisee has received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month. The date shall automatically be extended until
the next business day if the fifteenth (15th) day of the month is a holiday,
Saturday or Sunday. Franchisor will simultaneously send Franchisee financial
reports (electronically or otherwise) detailing the revenues billed and the
amounts that are applied as a setoff. Although Franchisor will try to collect
all receivables, there is no assurance or guarantee as to the timing of
collection or the ultimate success of collection. Franchisor shall have no
obligation other than to exercise its standard procedures for collection of
amounts due. Some accounts are more reputable and creditworthy than
others. Franchisor does not warrant the timing or collectability of any
amounts owed by anyone even if Franchisor originally offered the account to
Franchisee.
B.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maintain and preserve
for the time period specified in the Manual, full, complete and accurate
books, records and account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accounting
system prescribed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Franchisee shall retain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three
(3)years thereafter all books and records related to the Franchised Busines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voices, payroll records, check stubs, sales tax
records and returns, 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 journals, general
ledgers, state and federal income tax returns, and any other financial
records designated by Franchisor or as required by law.
C. Franchisee shall supply to Franchisor, or its designated agent, on or
before the fifteenth (15th) day of the following calendar month/ quarter,
in a form approved by Franchisor, a balance sheet as of the end of the
last preceding calendar month/quarter and an income statement for such
calendar month/quarter and Franchisee's fiscal year-to-date. Additionally,
Franchisee shall, at its expense, submit to Franchisor within forty-five (45)
days of the end of each fiscal year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profit and loss statement for such fiscal year and a balance sheet as of
the last day of such fiscal year, prepared on a accrual basis including all
adjustments necessary for fair present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D. Franchisor or its designated agent(s) shall have the right, at all reasonable
times, to examine and copy, at its expense, the books, records and tax
588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returns of Franchisee. In addition,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interview clients, employees, vendors and/or suppliers. Franchisor shall also
have the right, at any time, to have an independent audit made of
Franchisee's books, at Franchisor's expense.
XIII. STANDARDS OF QUALITY AND PERFORMANCE
A. Franchisee understands every detail of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is important, not only to Franchisee, but to Franchisor and other
franchisees in order to (i) develop and maintain high and uniform operating
standards; (ii) increase the demand for the Services, other services and
products offered by Franchised Businesses; and (iii) increase the viewership
and consumer awareness of local sites within the ABC.com home page.
B. Franchisee agrees to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Manual and other written policies supplied to Franchisee by
Franchisor. Mandatory specifications, standards, operating procedures and
rules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communicated to Franchisee in writing shall constitut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if fully set forth herein. All references herein to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all such mandatory specifications, standards and
operating procedures and rules. Franchisee shall comply with the entire
Syste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XIII.
C. Franchisee recognizes that the operation of a ABC.com business involves
heavy emphasis on sales soliciting and marketing. In addition, if Franchisee
is a franchisee operating in a metropolitan market, Franchisee understands
there is additional emphasis on developing, managing and soliciting Sales
Consultants.
D. Franchisee shall offer for sale and use at the Franchised Business all types
of advertising and Internet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that Franchisor
from time to time authorizes and shall not offer for sale or sell or provide
through the Franchised Business or the Premises which it occupies any
other category of services, supplies, merchandise, products or accessories
or use such Franchised Busines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peration
of a ABC.com Franchised Business in ful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the Manual.
E. The Franchised Business shall, at all times, be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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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 Franchisee understands that the Franchised Business may be
operated on a part-time or full-time basis. Full-time means the expenditure of
at least thirty-five (35) hours per week, excluding vacation, sick leave, etc. I
F. Franchisee shall secure and maintain in force all required licenses, permits
and certificate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and
shall operate the Franchised Business in full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ll government
regulations.
G. All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by Franchisee in any medium shall
be conducted in a dignified manner and shall accurately promote, describe
and otherwise represent the type, quality and other features of the
services and related support activities.
H. Franchisee shall use only such client forms, invoices and standardized
contracts, as are approved by Franchisor. Franchisee shall obtain such
forms from Franchisor or from suppliers Franchisor has approved. Copies
of all client contracts and invoices issued by Franchisee shall be submitted
to Franchisor on a daily basis.
I. Franchisee shall notify Franchisor in writing within five (5) days of the
commencement of any action, suit or proceeding, and of the issuance of
any order, writ, injunction, award or decree of any court, agency or other
governmental instrumentality, including action against professional services/
credentials of any employee associated with Franchisee, which may adversely
affect the operation or financial condi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XIV. FRANCHISOR'S OPERATIONS ASSISTANCE
A. Franchisor or Franchisor's representative shall make periodic visits to the
Franchised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consultation, assistance and guidance
of Franchisee in various aspect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ranchised Business at the request of the Franchisee. The fee associated
with Franchisor visiting Franchisee is $150 per day plus all travel expenses.
Franchisor and Franchisor's representatives who visit the Franchised Business
may prepare, for the benefit of both Franchisor and Franchisee, written
reports with respect to such visits outlining any suggested changes or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s of the Franchised Business and detailing any
defaults in such operations which become evident as a result of any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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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A copy of any such written report may be provided to Franchisee.
B. Franchisor may conduct research and testing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new programs, market trends and the marketability of new programs.
Franchisee agrees to cooperate and participate in such research and testing
programs by test marketing new programs and/or services at Franchisee's
Franchised Business and by providing Franchisor with timely report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research and testing programs.
Franchisee agrees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sell any products and
services comprising the new program.
XV. INSURANCE
A. Franchisee shall procure, at its sole expense, and maintain in full force and
effec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 insurance policy or policies
protecting Franchisee, Franchisor, their officers, directors, partners and
employees against any loss, liability, personal injury, death or property
damage or expense whatsoever arising or occurring upon or in connection
with the Franchised Business, as Franchisor may reasonably require for its
own and Franchisee's protection. Franchisor shall be named an additional
insured in such policy or policies.
B. Such policy or policies shall be written by an insurance company licensed in
the state in which Franchisee operates and having at least an "A" Rating
Classification as indicated in A.M. Best's Key Rating Guid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et forth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at a minimum (except as different coverages and
policy limits may reasonably be specified for all franchisees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the following:
1. All "Risks" or "Special" form coverage insurance on all furniture, fixtures,
equipment, supplies and other property used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coverage may include flood and/or earthquake
coverage, where there are known exposures to either peril or theft) for
full repair as well as replacement value of the equipment, Improvements
and betterments, except that an appropriate deductible clause shall be
permitted, not to exceed ONE THOUSAND DOLLARS ($1,000.00).
2.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as well as such
other insurance as may be required by statute or rule of the state or
county in which the Franchised Business is located and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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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ividual Franchisees excluding ABC Plus Franchisees may not need the
full coverage of insurance outlined below unless they operate outside
their home with the exception of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which
is provided by Franchisor as a rider policy with a cost of $75 per year,
which amount could increase in future years based on the cost of
Franchisor's master policy with its carrier.
4. For ABC Plus: Franchisee shall purchase insurance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that Franchisor designates in the current version of its
manual. Franchisee is required to purchase and maintain a policy or
policies of comprehensive public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products
liability coverage, covering all assets, personnel and activities on an
occurrence basis with a combined single limit for bodily injury, death or
property damage of not less than $1,000,000. Franchisor may increase the
minimum coverage requirement annually if necessary to reflect inflation
or other changes in circumstances. Franchisee must carry Bailee's
Insurance sufficient to cover the total loss or destruction of all seller's
items in Franchisee's possession. In addition, Franchisee must maintain
policie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isability insurance and any
other types of insurance required by applicable law. Each insurance
policy that Franchisor requires under this Agreement must contain a
provision that the policy cannot be cancelled without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It must be issued by an insurance company
of recognized responsibility, designate Franchisor an additional named
insured and be satisfactory to Franchisor in form, substance and
coverage. Franchisee shall deliver a certificate of the issuing insurance
company evidencing each policy to Franchisor within ten (10) days after
the policy is renewed.
5.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a per premises
aggregate with the following coverage's: broad from contractual liability;
personal injury; medical payments and fire damage liability; insuring
Franchisor and Franchisee against all claims, suits, obligations, liabilities
and damages, including attorneys' fees, based upon or arising out of
actual or alleged personal injuries or property damage resulting from or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n about or otherwise concerning the
Franchise Business, including General Aggregate coverage in the
following minimum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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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Coverage
General Aggregate
Personal Injury.
Each Occurrence
Fire Damage (any one fire)
Medical Expense (any one person)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owned, hired and non-owned coverage)

Minimum Limits of Coverage
$500,000
$500,000
$500,000
$50,000
$5,000
$500,000

The amounts required herein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by
Franchisor to reflect inflation or future experience with claims.
C. The insurance afforded by the policy or policies respecting liability shall not
be limited in any way by reason of any insurance which may be maintained
by Franchisor. Within sixty (60)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prior to commencement of operations
of the Franchised Business, a Certificate of Insurance showing compliance
with the foregoing requirements shall be furnished by Franchisee to
Franchisor for approval. Such certificate shall state that said policy or
policies shall not be canceled or altered without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Franchisor and shall reflect proof of payment of
premiums. Maintenance of such insurance and the performance by
Franchisee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Paragraph XV.C. shall not relieve
Franchisee of liability under the indemnity provision set forth in this
Agreement. Minimum limits as required above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as conditions require, by written notice to Franchisee.
D. Should Franchisee, for any reason, not procure and maintain such
insurance coverage as required by this Agreemen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and authority (without, however, any obligation to do so) to
immediately procure such insurance coverage and to charge same to
Franchisee, which charges, together with a reasonable fee for expenses
incurred by Franchisor in connection with such procurement, shall be
payable by Franchisee immediately upon notice.
XVI. COVENANTS
A.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term "Franchisee" as used in this Paragraph
XVI. shall include,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Franchisee as defined in
Paragraph X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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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ranchisee covenants tha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Franchisee shall no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itself, or through,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other entity:
1. Divert or attempt to divert any business or clients of the Franchised
Business to any competitor, by direct or indirect inducement or
otherwise, or do or perform, directly or indirectly, any other act injurious
or prejudicial to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Marks or the System;
2. Employ or seek to employ any person who is at that time employed by
Franchisor or by any other franchisee licensed by Franchisor, or
otherwise directly or indirectly induce or seek to induce such person to
leave his or her employment; or
3. Own, maintain, engage in, consult with or have any interest in any
competitive business (including any business operated by Franchisee prior
to entry into this Agreement) specializing, in whole or in part, in
operating a business providing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Online
Auctions, and related service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offered
or provided through the System.
C. Franchisee specifically acknowledges that, pursuant to this Agreement,
Franchisee shall receive certai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motional,
operational, sales and marketing methods and techniques of Franchisor and
the System. Accordingly, Franchisee covenants that, except as otherwise
approved in writing by Franchisor, Franchisee shall not, for a period of one
(1) year after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cause of termin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itself or through,
on behalf of or in conjunction with any person, persons,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other entity, own, maintain, engage
in, consult with or have any interest in any business specializing, in whole
or in part, in providing Internet advertising services and related services,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offered or provided in the System within:
1.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where the Franchised Business is locat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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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radius of ten (10) miles of the Territory of any other business using
the System, whether franchised or owned and operated by Franchisor or
any affiliate of Franchisor.
D. Each of the foregoing covenants shall be construed as independent of any
other covenant 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f all or any portion of a
covenant in this Paragraph XVI. is held unreasonable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r agency having valid jurisdiction in an unappealed final decision
to which Franchisor is a party, Franchisee shall be bound by any lesser
covenant subsumed within the terms of such covenant that imposes the
maximum duty permitted by law, as if the resulting covenant were
separately st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Paragraph XVI.
E. Franchisee understands and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in its sole discretion, to reduce the scope of any covenant set forth
in Paragraphs XVI.B. and XVI.C. in this Agreement, or any portion thereof,
without Franchisee's consent, effective immediately upon receipt by
Franchisee of written notice thereof, and Franchisee shall comply forthwith
with any covenant as so modified, which shall be fully enforceabl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XXVII.
F.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all of Franchisee's personnel
performing managerial, supervisory and marketing functions and all
personnel receiving training from Franchisor to execute similar covenants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G.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Franchisor shall be entitled to seek
immediate equitable remed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straining
orders in order to safeguard such proprietary, confidential and special
information of Franchisor and that money damages alone would be an
insufficient remedy with which to compensate Franchisor for any breach
of the terms of this Paragraph XVI.
XVII. DEFAULT AND TERMINATION
A. If Franchisee is i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Franchisor
materially breaches this Agreement and fails to cure such breach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written notice thereof is delivered to Franchisor,
Franchise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nless the breach cannot
reasonably be cured within thirty (30) days, in which case Franchise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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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f, after receipt of a written
notice of default, Franchisor does not promptly undertake and continue
efforts to cure such mutual breach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furnish Franchisee reasonable proof of such effort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nder this Paragraph, Franchisee must provide a separat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which will be effective thirty (30) days after delivery
of such notice to Franchisor. Such termination shall be effective thirty (30)
days after delivery to Franchisor of written notice that such breach has not
been cured and Franchisee elect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 This Agreement shall, at the option of Franchisor, terminate without notice
of termination, if Franchisee or its owner(s), member(s), director(s), general
partner(s), officer(s) or key employee(s):
1. Fails to establish and equip the Premises as provided in Section III. of
this Agreement;
2. Fails to satisfactorily complete the training program as provided in
Section IV. of this Agreement;
3. Has made any material misrepresentation or omission in its application for
the franchise;
4. Is convicted of or pleads no contest to a felony or other crime or
offense that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reputation of Franchisor,
Franchisee or the Franchised Business;
5. Makes any unauthorized use, disclosure or duplication of any portion of
the Manual or duplicates or discloses or makes any unauthorized use of
any trade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to Franchisee;
6. Abandons, fails or refuses to actively operate the Franchised Business for
five (5) or more consecutive days, unless the Franchised Business has not
been operational for a purpose approved by Franchisor, or fails to
relocate to approved premises within an approved period of time
following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lease for the Premises, if
applicable;
7. Surrenders or transfers control of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makes or attempts to make an unauthorized direct or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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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 of the franchise or an ownership interest in Franchisee, or
fails or refuses to assign the franchise or the interest in Franchisee of
a deceased or incapacitated controlling owner thereof as herein required;
8. Is adjudicated as bankrupt, becomes insolvent, commits any affirmative
act of insolvency or files any action or petition of insolvency; if a
receiver (permanent or temporary) of its property or any part thereof
isappointed by a court of competent authority; if it makes a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if a final judgment remains
unsatisfied of record for thirty (30) days or longer (unless supersedes
bond is filed); if execution is levied against Franchisee's business or
property; if suit to foreclose any lien or mortgage against its Premises or
equipment is instituted against Franchisee and not dismissed within thirty
(30) days or is not in the process of being dismissed;
9. Materially misuses or makes an unauthorized use of any of the Marks or
commits any other act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materially
impair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any of the Marks;
10. Fails on two (2) or more separate occasions within any period of twelve
(12) consecutive months to submit reports or other information or
supporting records when due, to pay amounts due for purchases from
Franchisor and any affiliate of Franchisor or other payments when due
to Franchisor and any affiliate of Franchisor, or otherwise fails to
comply with this Agreement, whether or not such failures to comply are
corrected after notice thereof is delivered to Franchisee; or
11. Continues to violate any health or safety law, ordinance or regulation or
operates the Franchised Business in a manner that presents a health or
safety hazard to its clients or the public.
12, As a ABC Plus Franchisee, Franchisee cannot own an auction site from
eBAY or any other provider or sell goods for a third party under any
condition.
C.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t Franchisor's sole option, upon the
occurrences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nd Franchisee's failure to
cure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s if Franchisee:
1. Fails or refuses to make payments of any amounts due Franchisor or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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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 of Franchisor for purchases from Franchisor or any affiliate of
Franchisor, or any other amounts due to Franchisor or any affiliate of
Franchisor, and does not correct such failure or refusal within thirty (30)
days after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is delivered to Franchisee; or
2.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any mandatory specification, standard or operating procedure prescribed
in the Manual or otherwise in writing, and does not correct such failure
within thirty (30) days or provide proof acceptable to Franchisor that
Franchisee has made all reasonable efforts to correct such failure and shall
continue to m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cure until a cure is effected; if
such failure cannot reasonably be corrected within thirty (30) days after
written notice of such failure to comply is delivered to Franchisee.
D.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 for periods of
notice less than those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provide for
termination, cancellation, non-renewal or the like,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o the extent su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such provisions shall not be effective, and Franchisor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 in connection with each of these matters.
XVIII. RIGHTS AND DUTIES OF PARTIES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granted
hereunder to Franchisee shall forthwith terminate and:
A.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cease to operate the Franchised Business
under this Agreement and shall not thereafter, directly or indirectly,
represent to the public or hold itself out as a present or former
franchisee of Franchisor.
B. Upon demand by Franchisor, Franchisee shall assign (or, if an assignment is
prohibited, a sublease for the full remaining term and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Franchisee's lease) its interest in a conventional office
space lease (if applicable) then in effect for the Premises to Franchisor,
and Franchisee shall furnish Franchisor with evidence satisfactory to
Franchisor of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C.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and permanently cease to use, by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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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n any other manner whatsoever, any confidential methods, procedures,
trade secrets, processes and techniques associated with the System, the
Marks and any distinctive forms, slogans, signs, symbols, logos or devices
associated with the Marks or System. In particular, Franchisee shall cease
to use, without limitation, all signs, advertising materials, stationery, forms
and any other article which displays the Marks.
D. Franchisee shall take such action as may be necessary to cancel or assign
to Franchisor, at Franchisor's option, any assumed name or equivalent
registration filed with state, city or county authorities which contains the
name "ABC.com," "ABC.com," or any of the Marks, and Franchisee shall
furnish Franchisor with evidence satisfactory to Franchisor of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E. Franchisee shall promptly pay all sums owing to Franchisor. In the event
of termination for any default of Franchisee, such sums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as a result of the default.
F. Franchisee shall pay to Franchisor all damag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by Franchisor subsequent to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franchise herein granted in obtaining
injunctive or other relief for the enforcement of any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XVIII. or Paragraph XVI.
G. Franchisee shall immediately turn over to Franchisor the Manual and all
other manuals, client lists, records, files, instructions, brochures, agreements,
disclosure statements and any and all other materials provided by
Franchisor to Franchisee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all of which are acknowledged to be Franchisor's property).
H. Franchisee hereby acknowledges that all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e-mail and Internet addresses used in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constitute property of Franchisor. Franchisee agrees, prior to
utilizing any telephone number in conjunction with the Franchised Business,
to execute an agreement assigning such telephone listing and numbers to
Franchisor, which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In addition, Franchisee shall notify the telephone company
and all listing agencies of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Franchisee'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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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se any telephone numbers and facsimile numbers in any regular,
classified or other telephone directory listing associated with the Marks and
to authorize transfer of same to or at the direction of Franchisor.
I. Franchisor shall have the right(but not the duty) to be exercised by notice
of intent to do so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ermination or expiration, to
purchase for cash, except as provided in this Paragraph XVIII.K., any or all
assets of the Franchised Business, including leasehold improvements,
equipment, supplies and other inventory, advertising materials and all items
bearing the Marks, at Franchisee's cost or fair market value, whichever is
less. If Franchisor elects to exercise any option to purchase as herein
provided, it shall have the right to set off all amounts due from
Franchisee under this Agreement, if any, against any payment therefore.
J. Franchisee shall comply with the covenants contained in Paragraph XVI. of
this Agreement.
K. All obligations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which expressly or by their
nature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subsequent to and notwithstanding their expiration or
termination and until they are satisfied or by their nature expire.
XIX. TRANSFERABILITY OF INTEREST
A. This Agreement and all rights hereunder can be assigned and transferred
by Franchisor and, if so, shall be binding upon and inure to the benefit of
Franchisor's successors and assigns; provided, however, that with respect to
any assignment resulting in the subsequent performance by the assignee of
the functions of Franchisor, the assignee shall: (i) at the time of such
assignment, be financially responsible and economically capable of performing
the obligations of Franchisor hereunder; and (ii) expressly assume and agree
to perform such obligations.
B. Franchisee shall not transfer, sell or assign fifteen percent (15%) or more
of the assets used in the Franchised Business or any ownership interest
licensed hereunder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C. The rights and duties of Franchisee a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the franchise herein granted, are personal to Franchisee, and Franchisor
has agreed to enter into this contract with Franchisee in reliance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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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s personal skill and financial ability. Accordingly, neither Franchisee
nor any successor of Franchisee, either immediate or remote, to any part of
Franchisee's interest in this Agreement may sell, assign, transfer, convey, give
away, pledge, mortgage or otherwise encumber any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in the franchise granted hereby. Any purported assignment or transfer,
whether by operation of law or otherwise, or encumbrance of all or any part
of Franchisee's rights, or of all or any part of Franchisee's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or of all or any part of the operating control of the business
of Franchisee, shall be null and void and shall constitute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for which breach Franchisor may then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notice or opportunity to cure, unless such assignment,
transfer or encumbrance has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D. If Franchisee desires to sell or transfer all or any part of its interest in
this Agreement and Franchise, or all or any part of the company which
operates the Franchised Business, to any transferee, Franchisee shall first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to such transaction, which consent
will be conditioned upon the satisfaction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All obligations owed to Franchisor and all other outstanding obligations
relating to the Franchised Business shall be fully paid and satisfied.
2. Unless prohibited by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Franchise is located,
Franchisee shall have executed a general release,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Franchisor including it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in their corporate and individual
capaci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laims arising under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rules and ordinances, and any other matters incident to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or to the transfer of Franchisee's interest
herein or to the transfer of Franchisee's ownership of all or any part of
the business which operates this Franchise. If a general release is
prohibited, Franchisee shall give the maximum release allowed by law.
3. The transferee shall have satisfied Franchisor that it meets Franchisor's
management, business and financial standards and otherwise possesses
the character and capabilities, including business reputation and credit
rating, as Franchisor may require to demonstrate ability to conduct the
Franchised Business.
4. The transferee and, at Franchisor's option, all persons owning an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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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nsferee, shall execute the then-current Franchise Agreement for
new franchisees which may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ifferences in Sales Commissions, territorial
protection and other material provisions. The Franchise Agreement then
executed shall be for the term specified in such Agreement.
5. The transferee shall have executed a general release,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of any and all claims against Franchisor and
its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in their corporate and
individual capacities, with respect to any 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franchise or the business conducted pursuant thereto or any other matter
that may have been made to the transferee by the selling Franchisee.
6. Franchisee shall have provided Franchisor with a complete copy of all
contracts and agreements and related documentation between Franchisee
and the transferee relating to the sale or transfer of the franchise.
E. Franchisee shall have paid to Franchisor a transfer fee in the amount of
twenty percent (20%) of the then-current initial Franchise Fee. (Up to
$1,500 per town or city; multiple zip codes within one town or city still
constitute a single franchise)
F. Franchisee agrees to continue to be bound to the obligations of the new
Franchise Agreement and to guarantee the full performance thereof by
the transferee, if required by Franchisor.
G. If Franchisee wishes to transfer this Agreement or any interest therein to
a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other legal entity ("Entity") which
shall be entirely owned by Franchisee, which Entity is being formed for the
financial planning, tax or other convenience of Franchisee, Franchisor's
consent to such transfer shall be conditioned up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Entity shall be newly organized and its charter shall provide that its
activities are confined exclusively to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2. Franchisee shall retain total ownership of the outstanding stock or other
capital interest in the transferee Entity, and Franchisee shall act as the
principal officer or officers and director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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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l obligations of Franchisee to Franchisor or any affiliate shall be fully
paid and satisfied prior to Franchisor's consent.
4. The Entity assignee shall enter into a written agreement with Franchisor
expressly assuming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all other
agreement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Franchised Business. If the
consent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to any such agreement be
required, Franchisee shall have obtained such written consent and
provided the same to Franchisor prior to consent by Franchisor.
5. All owners of the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transferee
Entity shall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Franchisor,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ing the full payment of the Entity's obligations to
Franchisor and the performance by the Entity of all the obligations of
the Agreement.
6. Each stock certificate or other ownership interest certificate of the Entity
shall have conspicuously endorsed upon the face thereof of a statement
in a form satisfactory to Franchisor that it is held subject to, and that
further assignment or transfer thereof is subject to, all restrictions
imposed upon transfers and assignments by this Agreement.
7. Copies of the transferee Entity's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Operating Agreement, and other governing regulations or documents,
including resolu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zing entry into this
Agreement, shall be promptly furnished to Franchisor. Any amendment
to any such documents shall also be furnished to Franchisor immediately
upon adoption.
8. The term of the transferred franchise shall be the unexpired term of this
Agreement.
9. Franchisor's consent to a transfer of any interest in this Agreement or
of any ownership interest in the Franchised Business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claims Franchisor may have against the transferor or
the transferee, nor shall it be deemed a waiver of Franchisor's right to
demand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 Franchisor may, without liability of any kind or nature whatsoever to
Franchisee, mak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any intended transfe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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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e all or any part of Franchisor's records relating to this
Agreement, the Franchised Business, or to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hereto. Franchisee hereby specifically consents to such disclosure
by Franchisor and absolutely releases and agrees to hold Franchiso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claim, loss or injury resulting from an
inspection of Franchisor's records relating to this franchise by an intended
transferee identified by Franchisee.
I. Franchisee shall no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Franchisor, place in,
on or upon the loc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or in any
communication media, any form of advertising relating to the sale of the
Franchised Business or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XX. DEATH OR INCAPACITY OF FRANCHISEE
A.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incapacity of any person with an ownership
interest in this Agreement, the heirs, beneficiaries, devisee, or legal
representatives of said individual, partner, member or shareholder shall,
within one hundred eighty (180) days of such event:
1. Assume this Agreement (except that no transfer fee shall be required) and
upon appointing a designated manager to operate the Franchised Business
which manager must begin Franchisor's training program no later than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f Franchisee's death or disability; or
2. Sell, assign, transfer or convey Franchisee's interes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s XIX. and XXI.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in the event a proper and timely application for the right to
continue to operate has been made and rejected, the one hundred eighty
(180) days to sell, assign, transfer or convey shall be computed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XX.A.2., Franchisor's
silence on an applica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XIX.D. through the
one hundred eighty (180) days following the event of death or incapacity
shall be deemed a rejection made on the last day of such period.
B.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incapacity of an individual Franchisee, or any
partner, shareholder or member of a Franchisee which is a partnership,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where the aforesaid provisions of
Paragraph XIX. have not been fulfilled within the time provided, all rights
licensed to Franchisee under this Agreement shall, at the option of
604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Franchisor, terminate forthwith and automatically revert to Franchisor.
C.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capacity" shall be defined as the inability
of Franchisee to operate or oversee the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on a regular basis by reason of any continuing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incapacity, chemical dependency or other limitation. Any dispute as to the
existence of an incapacity as defined herein shall be resolved by majority
decision of three (3) licensed medical physicians practicing in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in which the Franchised Business is located, with
each party selecting one (1) medical physician, and the two (2) medical
physicians so designated selecting the third medical physician. The
determination of the majority of the three (3) medical physicians shall be
binding upon the parties and all costs of making said determinat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made.
XXI. RIGHT OF FIRST REFUSAL
If Franchisee or its owners propose to sell the Franchised Business (or its
assets), any ownership interest of Franchisee or any ownership interest in this
Agreement, Franchisee or its owners shall obtain and deliver a bona fide,
executed written offer or proposal to purchase or proposal to merge, along with
all pertinent documents including any contract or due diligence materials to
Franchisor, which shall, for a period of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all such documents, have the right, exercisable by written notice to
Franchisee or its owners, to purchase the ownership interest or assets for the
price an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such offer or proposal to
Franchisor, provided that Franchisor may substitute cash for the fair market
value of any form of payment proposed in such offer or proposal. If Franchisor
does not exercise this right of first refusal, the offer or proposal may be
accepted by Franchisee or its owners, subject to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Franchisor, as provided in Paragraph XIX. hereof, provided that if the sale fails
to close within one hundred twenty (120) days of the date thereof, Franchisor
shall again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herein described. Should a transferee
assu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uch transferee shall
likewise be subject to Franchisor's right of first refusal under terms and
conditions as set forth herein.
XXII. INDEPENDENT CONTRACTOR AND INDEMNIFICATION
A.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a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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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nor does it constitute Franchisee as an agent, legal representative,
joint venturer, partner, employee or servant of Franchisor for any purpose
whatsoever; and it is understood between the parties hereto that
Franchisee shall be an independent contractor and is in no way authorized
to make any contract, agreement, warranty or representation on behalf of
Franchisor to incur any debt, or to create any obligation, express or
implied, on behalf of Franchisor.
B.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any extension hereof, Franchisee
shall hold itself out to the public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operating
the business pursuant to a franchise from Franchisor. Franchisee shall take
such affirmative action as may be necessary to do so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exhibiting a notice of that fact in a conspicuous place on the
Premises and on all forms, stationery or other written materials, the
content of which Franchisor reserves the right to specify.
C. Franchisee shall defend, at its own cost, a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Franchisor, its general partners and any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agent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osses, costs,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reasonable accountants', attorneys' and expert
witness fees, costs of investigation and proof of facts, court costs other
litigation expenses, and travel and living expenses), damages and liabilities,
however caused,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or pertaining to the use,
condition or construction, equipping, decorating, maintenance or operation of the
Franchised Business, including the sale of any Service sold from the Franchised
Business, or from or pertaining to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by Franchisee.
Such losses, claims, costs, expenses, damages and liabilities shall include, without
limitation, those arising from latent or other defects in the Franchised Business,
whether or not discoverable by Franchisor, and those arising from the death or
injury to any person or arising from damage to the property of Franchisee or
Franchisor, their agents or employees or any third person, firm or corporation,
whether or not such losses, claims, costs, expenses, damages or liabilities were
actually or allegedly caused wholly or in part through the active or passive
negligence of Franchisor or any of its agents or employees or resulted from any
strict liability imposed on Franchisor or any of its agents or employees. All such
indemnifica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 Franchisor shall not, by virtue of any approvals, advice or services provide
to Franchisee, assume responsibility or liability to Franchisee or any third
parties to which Franchisor would otherwise b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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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I. NON-WAIVER
No failure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power reserved to it hereunder, or
to insist upon strict compliance by Franchisee with any obligation or condition
hereunder, and no custom or practice of the parties in variance with the terms
hereof,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Franchisor's right to demand exact
compliance with the terms hereof. Waiver by Franchisor of any particular
default by Franchisee shall not be binding unless in writing and executed by the
party sought to be charged and shall not affect or impair Franchisor's right with
respect to any subsequent default of the same or of a different nature; nor
shall any delay, waiver, forbearance or omission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power or rights arising out of any breach or default by Franchisee of any of
the terms, provisions or covenants hereof, affect or impair Franchisor's rights
nor shall such constitute a waiver by Franchisor of any right hereunder or of
the right to declare any subsequent breach or default. Subsequent acceptance
by Franchisor of any payment(s) due to it hereunder shall not be deemed to be
a waiver by Franchisor of any preceding breach by Franchisee of any terms,
covenant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XXIV. NOTICES
Any and all notices required or permit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emed received: (a) at the time delivered by hand to the
recipient party (or to an officer, director or partner of the recipient party);
(b) on the next business day of the transmission by facsimile, telegraph or other
reasonably reliable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c) two (2) business days
after being placed in the hands of a commercial courier service for guaranteed
overnight delivery; or (d) five (5) business days after placement in the United
States Mail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postage
prepaid and addressed to the party to be notified at its most
22
<PAGE>
current principal business address of which the notifying party has been
notified in writing. All notices, payments and reports requi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sent to Franchisor at the address below:
Notices to Franchisor:

ABC Technologies, Inc.

Notices to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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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V. COST OF ENFORCEMENT OR DEFENSE
If Franchisor or Franchisee is required to enforce this Agreement in a judicial
or arbitration proceeding,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of its costs, including reasonable accounting and legal fees, in connection with
such proceeding.
XXVI. APPROVALS
A. Whenever this Agreement requires the prior approval or consent of
Franchisor, Franchisee shall make a timely written request to Franchisor
therefore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any approval or
consent granted shall be effective only if in writing.
B. Franchisor makes no warranties or guarantees upon which Franchisee may
rely and assumes no liability or obligation to Franchisee or any third party to
which it would not otherwise be subject, by providing any waiver, approval,
advice, consent or services to Franchisee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by reason of any neglect, delay or denial of any request therefore.
XXVII.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any exhibit attached hereto and the documents referred to
herein, shall be construed together and constitute the entire, full and complete
agreemen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hall supersede all prior agreements. No other representation has
induced Franchisee to execute this Agreement and there are no representations,
inducements, promises or agreements, oral or otherwise, between the parties not
embodied herein, which are of any force or effect with reference to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 amendment, change or variance from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either party unless executed in writing by both parties.
XXVIII. SEVERABILITY AND CONSTRUCTION
A. Each paragraph, part, term and/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severable, and if, for any reason, any paragraph, part, term
and/or provision herein is determined to be invalid and contrary to, or in
conflict with, any existing or future law or regulation, such shall not
impair the operation of or affect the remaining portions, paragraph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latter shall contin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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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iven full force and effect and bind the parties hereto; and said invalid
paragraphs, parts, terms and/or provisions shall be deemed not part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if Franchisor determines that said
finding of illegality adversely affects the basic consideration of this
Agreement,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B.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notwithstanding,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intended, nor shall be deemed, to confer upon any person or legal entity
other than Franchisor or Franchisee and such of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as may b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any rights or
remedies under or by reason of this Agreement.
C. Franchisee expressly shall be bound by any promise or covenant imposing
the maximum duty permitted by law which is contained within the terms
of any provision hereof, as though it were separately stated in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that may result from striking from any of the
provisions hereof any portion or portions which a court may hold to be
unreasonable and unenforceable in a final decision to which Franchisor is a
party, or from reducing the scope of any promise or covenant to the
extent required to comply with such a court order.
D. All captions herein are intended solely for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and none shall be deemed to affect the meaning or construction of any
provision hereof.
E.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multiple copies, and each copy so
executed shall be deemed an original.
XXIX. APPLICABLE LAW
A. THIS AGREEMENT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WILL NOT TAKE
EFFECT UNLESS AND UNTIL THIS AGREEMENT IS ACCEPTED AND
SIGNED BY FRANCHISOR. EXCEPT TO THE EXTENT THIS AGREEMENT
OR ANY PARTICULAR DISPUTE IS GOVERNED BY THE U.S. TRADEMARK
ACT OF 1946 OR OTHER FEDERAL LAW, THIS AGREEMENT AND THE
FRANCHISE ARE GOVERNED BY NEW JERSEY LAW (WITHOUT
REFERENCE TO ITS CONFLICT OF LAWS PRINCIPLES), EXCLUDING ANY
LAW REGULATING THE SALE OF FRANCHISES OR GOV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FRANCHISOR AND FRANCHISEE, UNLESS
TH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OF SUCH LAWS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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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WITHOUT REFERENCE TO THIS SECTION. ALL
MATTERS RELATING TO ARBITRATION ARE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B.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IN BERGEN COUNTY, NEW JERSEY, AND THAT ANY ACTION
SOUGHT TO BE BROUGHT BY EITHER PARTY, EXCEPT THOSE CLAIMS
REQUIRED TO BE SUBMITTED TO ARBITRATION SHALL BE BROUGHT IN
THE APPROPRIATE STATE OR FEDERAL COURT LOCATED IN BERGEN
COUNTY, NEW JERSEY. THE PARTIES DO HEREBY WAIVE ALL
QUESTIONS OF PERSONAL JURISDICTION OR VENUE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THIS PROVISION. THE EXCLUSIVE CHOICE OF
JURISDICTION AND VENUE DOES NOT PRECLUDE THE BRINGING OF
ANY ACTION BY THE PARTIES, OR THE ENFORCEMENT BY THE
PARTIES OF ANY JUDGMENT OBTAINED IN ANY SUCH JURISDICTION, IN
ANY OTHER APPROPRIATE JURISDICTION, OR RESTRICT THE ABILITY OF
THE PARTIES TO CONFIRM OR ENFORCE ARBITRATION AWARDS IN ANY
APPROPRIATE JURISDICTION.
C. NO RIGHT OR REMEDY CONFERRED UPON OR RESERVED TO
FRANCHISOR OR FRANCHISEE BY THIS AGREEMENT IS INTENDED TO
BE, NOR SHALL BE DEEMED, EXCLUSIV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HEREIN OR BY LAW OR EQUITY PROVIDED OR PERMITTED,
BUT EACH SHALL BE CUMULATIVE OF EVERY OTHER RIGHT OR
REMEDY.
D.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AR FRANCHISOR'S RIGHT TO
OBTAIN INJUNCTIVE RELIEF AGAINST THREATENED CONDUCT THAT
SHALL CAUSE IT LOSS OR DAMAGES, UNDER THE USUAL EQUITY
RULES, INCLUDING THE APPLICABLE RULES FOR OBTAINING
RESTRAINING ORDER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E. ANY CLAIM CONCERNING THE FRANCHISED BUSINESS OR THIS
AGREEMENT OR ANY RELATED AGREEMENT WILL BE BARRED
UNLESS AN ARBITRATION OR AN ACTION FOR A CLAIM THAT
CANNOT BE THE SUBJECT OF ARBITRATION IS COMMENCED WITHIN
ONE (1) YEAR FROM THE DATE ON WHICH FRANCHISEE OR
FRANCHISOR KNEW OR SHOULD HAVE KNOWN, IN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OF THE FACTS GIVING RISE TO OR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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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RANCHISEE AND FRANCHISOR EACH WAIV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ANY RIGHT OR CLAIM FOR ANY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GAINST THE OTHER, AND
AGREES THAT IF THERE IS A DISPUTE WITH THE OTHER, EACH WILL
BE LIMITED TO THE RECOVERY OF ACTUAL DAMAGES SUSTAINED BY
IT INCLUDING REASONABLE ACCOUNTING AND/OR LEGAL FEES AS
PROVIDED IN PARAGRAPH XXVI.
G. FRANCHISEE AND FRANCHISOR EACH IRREVOCABLY WAIVE TRIAL BY
JURY IN ANY ACTION, WHETHER AT LAW OR EQUITY, BROUGHT BY
EITHER OF THEM.
XXX. ARBITRATION
A. Any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any breach
thereof, except any claim(s) relating to confidential information or the
Marks,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Bergen County, New Jerse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judgment upon the awar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and shall be final, binding and unappealable. The arbitrators are
explicitly authorized to award attorneys' fees as part of their award.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however, be construed to limit or to
preclude Franchisor from bringing any action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injunctive or other provisional relief as Franchisor deems to
b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ompel Franchisee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hereunder or to protect its Marks, copyrights, trade secrets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Franchisor. This arbitration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be self-executing and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fails to
appear at any properly noticed arbitration proceeding, award may be
entered against either party notwithstanding its failure to appear.
B.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ar the right of either party to seek and
obtain temporary injunctive relief from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gainst threatened conduct that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pending completion of the arbitration.
C. It is the intent of the parties that any arbitration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shall be of Franchisee's individual claim and that the claim
subject to arbitration shall not be arbitrated on a class-wid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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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I. FORCE MAJEURE
Whenever a period of time is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either party to
do or perform any act or thing, except the payment of monies,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delays due to strikes, lockouts, casualties,
acts of God, war, governmental regulation or control or other caus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and in any event said time period for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hereunder shall be extended for the amount of
time of the delay. This clause shall not apply or not result in an extension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XXXII. FRANCHISEE DEFINED; GUARANTY
As used in this Agreement, the term "Franchisee" shall include all persons
who succeed to the interest of the original Franchisee by transfer or operation
of law and shall be deemed to include not only the individual or entity defined
as "Franchisee" in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is Agreement, but shall also
include all partners of the entity that execute this Agreement (if the entity is
a partnership); all shareholders, officers and directors of the entity that execute
this Agreement (if the entity is a corporation); and all members, managers or
governors of the entity that execute this Agreement (if the entity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By their signatures hereto, all partners, shareholders, officers,
directors, members, managers and governors of the entity that sign this
Agreement as Franchisee acknowledge and accept the duties and obligations
imposed upon each of them, individually, by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singular usage includes the plural and the masculine and neuter usages include
the other and the feminine.
XXXIII. CAVEAT
The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to be undertaken by
Franchisee by virtue of this Agreement is speculative and depends, to a large
extent, upon the ability of Franchisee as an independent businessperson, and i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aily affairs of the business as well as other factors.
Franchisor does not, in this Agreement or otherwise, make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potential success of the business venture
contemplated 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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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IV. ACKNOWLEDGMENTS
A. Franchisee represents and acknowledges that it has received, read and
understood this Agreement and Franchisor's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and that Franchisor has fully and adequately explained the
provisions of each to Franchisee's satisfaction; and that Franchisor has
accorded Franchisee ample time and opportunity to consult with advisors
of its own choosing about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B. Franchisee acknowledges that it has received a copy of this Agreement and
the attachments thereto, at least five (5) business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was executed. Franchisee further acknowledges
that Franchisee has received the disclosure document required by the
Trade Regulation Rule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entitled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and Business Opportunity
Ventures" at least fourteen (14) business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was executed.
C. Franchisee has been advised to consult with its own advisors with respect
to the legal, financial and other aspects of this Agreement, the business
franchised hereby and the prospects for that business. Franchisee has
either consulted with such advisors or has deliberately declined to do so.
D. The covenants not to compet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fair and
reasonable and shall not impose any undue hardship on Franchisee, since
Franchisee has other considerable skills, experience and education which
afford Franchisee the opportunity to derive income from other endeavors.
E. Franchisee affirms that all information set forth in any and all applications,
financial statements and submissions to Franchisor is true, complete and
accurate in all respects, with Franchisee expressly acknowledging that
Franchisor is relying upon the truthfulness,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such information.
F. Franchisee has conducte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busines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and recognizes that, like any other
business, an investment in a ABC.com Franchised Business involves
business risks and that the success of the venture is primarily dependent
upon the business abilities and efforts of Franch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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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intending to be legally bound
hereby, have duly executed and delivered this Agreement in multiple copies the
date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ATTEST:

ABC INC.
By:
Title:
Date:

ATTEST:
FRANCHISEE
By:
Titl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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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A TO THE FRANCHISE AGREEMENT
MAP OF TERRITORY

ABC Technologies, Inc.
By:

FRANCHISEE:
By:

Title:

Title:

Date:

Dat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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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B TO THE FRANCHISE AGREEMENT
SALES COMMISS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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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C TO THE FRANCHISE AGREEMENT

GUARAN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THIS GUARAN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is given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 20______ , by_________________________.
In consideration of, and as an inducement to, the execution of that certain
Individual Franchise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is date by ABC, INC.
("us", "we", or "our"), each of the undersigned personally and unconditionally
(a) guarantees to us and our successors and assigns, for the term of the
Agreement and afterward as provided in the Agreement, that ________
("Franchisee") will punctually pay and perform each and every undertaking,
agreement and covenant set forth in the Agreement and (b) agrees to be
personally bound by, and personally liable for the breach of, each and every
provision in the Agreement, both monetary obligations and obligations to take
or refrain from taking specific actions or to engage or refrain from engaging in
specific activities, including the non-competition, confidentiality and arbitration
requirements.
Each of the undersigned consents and agrees that: (1) his or her direct and
immediate liability under this Guaranty will be joint and several; (2) he or she
will render any payment or performance required under the Agreement upon
demand if Franchisee fails or refuses punctually to do so; (3) this liability will
not be contingent or conditioned upon our pursuit of any remedies against
Franchisee or any other person; and (4) this liability will not be diminished,
relieved or otherwise affected by any extension of time, credit or other
indulgence which we may from time to time grant to Franchisee or to any
other pers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cceptance of any partial payment
of performance of the compromise or release of any claims, none of which will
in any way modify or amend this Guaranty, which will be continuing and
irrevocable during the term of the Agreement.
Each of the undersigned waives all rights to payments and claims for
reimbursement or subrogation which any of the undersigned may have against
Franchisee arising as a result of the undersigned's execution of and performance
under this Guaranty.
IN WITNESS WHEREOF, each of the undersigned has affixed his 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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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on the same day and year as the Agreement was executed.
GUARA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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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D TO THE FRANCHISE AGREEMENT
PROMISSORY NOTE

$

[City, State]
Dated:

FOR VALUE RECEIVED, the undersigned, ______________ ("Maker"), an
individual residing at _______________, hereby promises to pay to the order of
_________________________ ("Payee"), a _________ corporation maintaining an
office 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principal sum of __________
Thousand and 00/100 ($___,000.00) Dollars. The principal shall be payable in
________ (____) monthly installments of
_________________ ($__________)
Dollars, effective ____________. Said principal shall be payable 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_______ percent (___%) per annum from the date
hereof until such time as this promissory note is paid in full. The entire
principal balance of this note together with all accrued but unpaid interest
shall become due and payable in full upon demand by the holder of this note.
All payments under this note when paid shall be applied first in reduction of
accrued but unpaid interest, and the balance, if any, in reduction of principal.
From and after the date hereof, Maker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penalty,
to prepay this note in whole or in part at any time.
The full amount of the remaining principal balance and all accrued but
unpaid interest shall, at the election of Payee,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upon the failure of Maker to pay in full any installment of interest
when due and payable if the same remains unpaid ten (10) days after its due
date.
It is hereby expressly agreed that the said principal sum secured by this note
shall become due at the option of the holder hereof on the happening of the
aforesaid default.
This note may not be changed or terminated orally.
From and after the date of any Event of Default, late payment charges
shall accrue on the then highest outstanding balance of principal and interest
due on this note, or any installment of interest which is unpaid ten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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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its due date in the event that Payee elects not to accelerate all
installments and principal, at the rate of four percent (4%) of the amount
overdue per every thirty (30) day period or part thereof following the Event of
Default. These charges shall be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all other
remedy provisions contained herein or otherwise available to Payee.
In the event of the Maker's failure to pay the principal balance when due,
either at maturity or upon acceleration after default, the note shall bear interest
at the lower of eighteen percent (18%) per annum or the maximum interest
rate permitted by law from the date the principal balance is due, whether at
maturity or acceleration.
Upon any uncured default hereof, Payee shall be entitled to collection on the
Confession of Judgment then being held by the Payee, who also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from the Maker costs of collection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incurred in connection therewith.
Maker waives presentment, demand, protest, notice of protest and notice of
dishonor of this note.
Maker shall not deduct from or offset against payments to Payee any
amounts or claims for any reason whatsoever.
This Note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
IN WITNESS WHEREOF, Maker has executed and sealed this note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Maker
Prin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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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리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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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리인 계약
차례
I. 교부
II. 개발 지역
III. 개발 수수료 및 일정
IV.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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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리인 계약
본 지역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20__년, __일 뉴욕
주법에 따라 활동하고 __________________에 주 사업장이 소재하는 주식회
사
ABC(이하
“ABC”
또는
“프랜차이저”라
함)과
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개인/합명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이하 “지역 대리인”이라 함) 간에 체결한다.
전

문

프랜차이저는 ABC.com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캘린더 페이지에 게재되
는 배너 광고와 콘텐츠 라이선싱, 장바구니 결제 시스템이 있는 무제한 페
이지를 갖춘 웹사이트 작성, 기타 인터넷 광고 형태와 같이 인터넷 기반 마
케팅 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설립과 개발, 운영에 관하여
“ABC.com” 상표로 식별되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개발하였
다.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에 덧붙여, 프랜차이지는 온라인 위탁 사업을 운
영하고 eBAY Marketplace(이하 “ABC Plus Franchise"라 함)을 통해 경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예약과 확인, 예약 일정 관리, 소매 제
품 및 서비스의 기업 대 고객 흥정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타 서비스
로는 검색 엔진 제출과 도메인명 사이트 등록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
두 중소기업이나 지역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프랜
차이저의 여행 서비스는 연중무휴 항공편과 호텔, 자동차, 리무진, 투어, 크
루즈 제품의 예약을 특징으로 하며 55개 예약 엔진을 갖추고 있다.
시스템의 독특한 특성은 오만 삼천 개(53,000)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티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는 http://www.ABC.com의 ABC.com 홈페이
지와 서비스, ABC.com 기밀 운영 매뉴얼을 포함하는 독점 인터넷 마케팅
패키지, 직원 채용, 고용, 훈련 방법, 프랜차이저가 때에 따라 변경, 개선,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재고작성과 비용 관리, 기록 보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는 "ABC.com” 상표와 기타 상표, 도메인명, 서비스 상표, 트
레이드 드레스, 현재나 향후 시스템의 필수요소로 지정되는 관련 로고와
상업용 심볼, 상호, 상표, 서비스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이 있는 신
용 일체와 함께 그에 대한 권리와 자격, 이익의 소유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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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저는 “개별 프랜차이지”뿐 아니라 “ABC Plus 프랜차이지”로
알려진 예비 프랜차이지를 물색 및 모집하고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지리적
지역 안에서 개별 프랜차이지와 ABC Plus 프랜차이지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할 특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지역 대리인에게 교부하고자 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를 위하여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지리적 지역
안에서 개별 프랜차이지와 ABC Plus 프랜차이지를 상대로 프랜차이즈를 모집
하고 서비스를 개발, 지원, 공급하는 특별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역 대리인은 품질과 운영, 서비스에 대해 엄격하고 균일한 프랜차이저
표준의 중요성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있어 프랜차이저의 표준과 규
격을 엄수해야 할 필요성을 양지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소프트웨어를 재면허할 권리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411web.com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서 참작하는 벤처 사업의 수입이나 수익, 성공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이나 보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지역
대리인은 해당 보증이나 보장을 받거나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과 프랜차이저의 균일 프랜차이즈 모집 안내서를 검
토하였고 프랜차이즈의 균일 프랜차이즈 모집 안내에서 본 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진술에 반하는 프랜차이저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대리인의 진
술을 숙지한 바 없다고 인정한다.
이에 본 계약에 기재된 당사자의 보증과 약정을 참작하여 제 당사자는
하기와 같이 합의한다.
I. 교부
A. 프랜차이저는 이에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하기에 기재된 지역 안에
서 ABC.com 개별 프랜차이즈와 ABC Plus Franchise를 모집, 협상, 설
립,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지역 대리인에게 교부하다. 지역 대리
인은 개발 지역 안에서 프랜차이지로 활동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하
고 초기 훈련을 실시하고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발 지역 안에서
개별 프랜차이즈와 ABC Plus Franchise의 개발 및 운영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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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랜차이저는 이에 수령 대금과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 서약을 참작
하여 하기에 기재된 개발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역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지역 대리인은 이를 수락한다. 프랜차이저는 이에 하기에
기재된 개발 지역 안에서 개별 프랜차이지에게 상표를 재면허할 권리
를 비롯하여 본 계약에 따라 인가되는 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ABC.com”와 프랜차이저의 기타 상표를 사용할 권리와 라이
선스, 특권을 지역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지역 대리인은 이를 수락한
다. 지역 대리인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용도나 방식으로 상
표를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인가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지역 대리인
은 프랜차이저가 상표의 사용에 대해 기타 라이선스를 교부하거나 본
계약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II. 개발 지역
교부되는 지역 대리인 프랜차이즈의 개발 지역은 별첨 A에 기술한 바와
같다(이하 “개발 지역”이라 함). 본 계약 기한 동안, 프랜차이저는 개발
지역 안에서 프랜차이지에게 판매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특별 대리인으
로 타 대리인을 설립하거나 라이선스를 교부할 수 없다. 단, 프랜차이저에
게 하기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프랜차이저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발 지역 내부
및 외부에 소재한 장소에서 개별 프랜차이즈와 ABC Plus 프랜차이즈
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단,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이 종전에 개
별 프랜차이지에게 교부한 지역권에 저촉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서
비스나 온라인 경매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설립하
거나 해당 업체에 지역권을 교부할 수 없다.
B. 개발 지역 외부에 프랜차이저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추가 지역 대리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C. ABC.com 개별 프랜차이즈나 ABC Plus 프랜차이즈의 교부를 구체적으로
승인할 권리. 해당 승인은 전적으로 프랜차이저의 단독 재량권에 속한다.
D. 개발 지역 안에서 지역 대리인이 본 계약 IV절에 포함된 개발 일정을 준
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 라이선스를 설립하거나 라이선스를 교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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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판매 컨설턴트와 이들의 판매 인력이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광고
판매에 종사할 수 있는 계약을 판매 조직 및 기타 “판매 컨설턴트”
와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단, 판매 컨설턴트는 ABC.com 상표를 주요
상호로 활용할 수 없으며, “ABC.com 공식 딜러”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대리인은 제V조에 따라 지역 대리인의 개발 지역
안에서 각 판매 컨설턴트의 서비스 판매를 토대로 커미션을 받는다.
III. 개발 수수료 및 일정
A.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서 교부되는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로 본 계
약 체결 당시 수수료 ______________달러($) (이하 “개발 수수료”라
함)를 프랜차이저에 지급한다. 개발 수수료는 개발 지역에 대한 지역
대리인으로 권리를 교부하는데 대한 대가로 전액 수령하며 이는 환급
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의 재량에 따라 지역 대리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초 수수
료는 지역 대리인이 본 계약의 개발 일정에서 이용하는 개별 프랜차이
지에 대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총액의 10%로 한다.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에 대한 개발 수수료 범위를 30,000 달러부터 500,000 달러 사이
로 예상하고 있다.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이 프랜차이즈 판매나 제
품 또는 서비스 수수료로 지역 안에서 수령하는 총수입의 50%를 지급
하도록 허용한다. 삼(3) 년이 경과했을 때 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할 잔액
이 남았을 경우, 지역 대리인은 잔액을 전액 지급하고 잔여 지역을 보
유하거나 미판매 지역을 추가 의무 없이 프랜차이저에게 반환할 수 있
다.
지역 대리인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 속
하는 소도시나 도시 수에 최초 프랜차이즈 최소 수수료 1,500 달러를
곱한 다음, 최저액을 넘어 인구 25,000 명 이상의 소도시나 도시 인구
수에 0.06 달러를 곱하여 계산하는 추가 수수료 총액에 이를 가산한
다. 그런 다음 이 금액을 총수입 가능액에 가산하고 이 금액에 지역
대리인 최소 수수료 30,000 달러의 10%를 곱한다. 예를 들어 ABC 온
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표시한 대로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 속하는 소도
시나 도시가 300개라면 기본 수수료는 450,000 달러 (300 X 1,500 달
러)이다. 여기에서 인구 25,000 명이 넘는 소도시나 도시가 100개이고
이들 인구를 합산하여 총 1,000,000명이라면 해당 금액은 1인당 0.06
달러를 곱한 금액이 되며, 60,000 달러(0.06 달러 X 1,000,000)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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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익 60,000 달러에 가산하면 총 수수료 가능액은 500,000 달러
가 된다. 그런 다음 이 금액에 10%를 곱하면 최초 지역의 대리인 수
수료는 51,000 달러가 되지만 최초 지역 대리인 최소 수수료는 30,000
달러이기 때문에 지역 대리인은 본 범례에서 최저액이나 30,000 달러
를 지급한다. 이 경우 프랜차이저는 수수료가 전액 지급될 때까지 지
역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에서 50%를 공제하여 지역 대리
인이 3년 동안 수수료 잔액(21,000 달러)을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지
역 대리인이 3년 기간 동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역 대리인
은 잔액을 완납하고 잔여 지역을 보유하거나 미판매 지역을 추가 의
무 없이 프랜차이저에게 반환할 수 있다.
B. 개발 수수료는 지역 대리인이 체결하는 개별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개별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가산된다. 본 계약의 규정
은 개별 ABC.com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ABC Plus 프랜차이즈 사업 보
유 요건 일체를 충족하는 경우 지역 대리인의 개별 ABC.com 프랜차
이즈 사업이나 ABC Plus 프랜차이즈 사업 보유를 금하지 않는다. 지
역 대리인이 개발 지역에서 ABC.com 개별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한(1)
개 이상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은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개
시하며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 III.A절에 규정하는 개발 수수료에 덧
붙여 해당 추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당시 개별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한다.
C.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하기의 개발 일정(이하 “개발
일정”이라 함)에 따라 개발 지역 안에서 하기의 개발 프랜차이지 수
를 개장 및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본 계약의 주요 규정이라
는 것에 인정 및 동의한다.
지역 대리인은 각 개별 프랜차이지가 지급하는 최초 프랜차이즈 수
수료(이하 “판매 커미션”이라 함)를 수령한 후 30일 안에 이 가운
데 40%를 수령한다.
이에 덧붙여,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와 ABC Plus 경매 판매로 벌어들이는 순수입에서 프랜차
이지가 지역 포털에 소재하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제외하고 10%를 수수료로 수령한다.
지역 대리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발 수수료는 전액 수취하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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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위에 기재한 규정을 제외하고 최초 수수료는 본 모집에 속하는 모
든 프랜차이지에 동일 수수료로 한다.
[표 삭제]
연도 기간은 위에 명시한 개발 일정 첫해가 본 계약 체결일부터 십
이(12) 개월이 되도록 본 계약일부터 기산한다.
D.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 내에 개별 프랜차이즈와 ABC Plus 프랜차이
즈 설립 전망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전술한 개발 일정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전술한 개발 일정
에 기재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의
규정대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이
상기의 개발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 시행되는 본 계약의 해지는 개
발 지역 안에서 개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지의 개별 프랜
차이즈 계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계약 해지 즉시 본 계약에
따라 지역 대리인에게 교부된 권리 일체는 프랜차이저에게 귀속된다.
IV. 기한
본 계약은 계약 작성일부터 발효되어 구속력을 가지며, 본 라이선스의
기한은 본 계약의 규정대로 조기에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후 십
(10) 년간 존속한다. 전술한 기한이 종료되면 대리인은 하기의 경우 연속
십(10) 년 동안 지역 대리인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다.
A. 기한이 만료되기 육십(60) 일 이전에 프랜차이저가 사용하고 있고 본
계약의 규정과 현저히 다른 약관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 대리인 계약
을 체결한다. 단, 지역 대리인은 신규 개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개발 지역은 변경되지 않는다.
B. 최초 기한 동안 수수료의 적시 납부를 비롯하여 본 계약의 규정 일체
를 실질적으로 준수하였다.
C. 갱신 의사 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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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지를 받지 않았다.
D. 본 계약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와 계열사, 각 주주,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을 상대로 하는 클레임 일체에 대해 프랜차
이저가 납득할 만한 양식으로 일반 기권 증서를 작성한다.
E. 추가 기한 동안 신규 개발 일정에 합의한다.
V. 지역 대리인에 대한 대금 지급
A. 본 계약의 기한 동안 본 조항에 명시한 대로 하기의 조건 이행에 따
라 개발 지역 안에 소재하는 개별 프랜차이즈나 ABL Plus 프랜차이
즈의 매입에 대해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가 지급하는 최초
프랜차이지 수수료 비율을 토대로 지역 대리인에게 수수료(이하 "판
매 서비스 커미션”이라 함)를 지급한다.
1.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프랜차이저는
실제로 이를 수령하였다(프랜차이저는 에스크로에 지급한 수수료는
프랜차이저에게 실제로 송금될 때까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2.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한 판매는 기존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즈나 해당 업체에 포함된 이익의 재판매가 아니다.
3. 지역 대리인은 해당 판매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기타 의무 일체를
준수하였으며, 프랜차이저가 정하는 양식으로 준수 사실을 프랜차
이저에게 입증해야 한다. 단, 지역 대리인은 판매 서비스를 수행하
지 않는 개발 지역 안에 설립된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판매 서비스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B. 프랜차이즈 판매 커미션은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료 총액의 사십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프랜차이즈 판
매 조건이 이행된 후 이십(20) 일 안에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지
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에서 프랜차이지나 계열사, 피지명자가 소유 및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서비스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C. 본 계약의 기한 동안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또는 ABC Plus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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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나 해당 업체에 포함된 이익이 다른 프랜차이지에게 재매각
되고 매각 결과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 수수료를 납부하였
다면, 지역 대리인은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D.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가 정하는 각 기간이 종료된 후 이십(20) 일
안에 각 제품 서비스와 이베이 제품 경매, 기타 인터넷 광고 서비스
판매에 대해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기간 동안 온라인
여행사 매출을 제외하고 각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즈나 판매
컨설턴트,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직접 수
령하는 커미션 십 %(10%)를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기의 단서가 적용된다:
1. 지역 대리인이 VII.E.13.절에 기재된 정기 검사를 수행하거나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 한(1) 곳 이상과 관련하여 해당 월 동안 VII조에 기
재한 대로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프랜차이지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 대리인은 보고서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프랜차이지에 대한 서비스 매출을
토대로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2. 지역 대리인은 최초 지역 대리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역
대리인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하기 전에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판매 커미션을 공유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3.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는 매출 커미션
가운데 본 계약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개장하거나 운영된 프랜차이저 출자 업체가 개발 지역 내 사업으로
인해 지급하는 커미션은 공유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E. 본 절에 따른 대금 지급은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직후 영구히 중지
하되, 지역 대리인은 만료 또는 해지 발효일 현재 발생한 대금을 전
액 수령한다.
F. 지역 대리인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대금 지급은 기발생하거나 만기가
되거나 지불해야 할 대금이 아니라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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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토대로 한다. 프랜차이지가 최초 프랜차
이즈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상황
에 따라 개발 지역 내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즈에 대한 프랜차
이즈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또는 프랜차이저가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
료나 기타 수수료 일부나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이를 결
정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향후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최
초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를 분배 받는 지역 대리인과 동일
한 비율로 프랜차이지에게 반환할 대금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프랜
차이저는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나 그 계열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과거 만기 부채나 개별 프랜차
이지가 프랜차이저나 그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나 기타 부채에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을 충당할 수 있
다. 개별 프랜차이지의 연체 대금에 해당 지급액을 충당하는 경우, 지
역 대리인은 해당 대금에서 타인에게 지급하는 추심 비용 가운데 비례
분담액을 제한 후 본인의 비율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수령할 수 있다.
G.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할 대금과 본 계약
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나 기타 대금에 대해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계할 수 없으며, 지역 대리인은 이에 상계권을 명시적으
로 포기한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커미션이나
기타 대금에 대해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할 대금과 지역 대리인이 프
랜차이저에게 지급할 대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랜차이지가 프
랜차이저의 최초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이수하는데 실패하기 전
에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된 매출 서비스 커미션에 대해 프랜차이저에
게 지급할 대금과 지역 대리인에게 지급할 대금의 상계를 포함한다.
H.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이 이후 하시라도 신설 또는 변경 상표나 저작
권 보호 자료, 신형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또는 신기
술의 채택 및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프랜차이저가 시
스템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목적
을 위하여 시스템 변동이 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해당 변경을 승인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시스템의 변경이나 수정으로 인하여 합당하게 필요한 지출
을 부담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서면 허가 없이 어떤 경우
에도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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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의 대리인은 일당 150 달러의 추가 수수료와
여비 전액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역
대리인의 상담과 지원, 지도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하는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의 대
리인은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 양측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업체 운
영에서 변경이나 개선 제안을 설명하고 해당 방문의 결과 해당 운영
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미비점을 상술하는 서면 방문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서면 보고서 사본은 지역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VI. 훈련 및 운영 지원
A.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대리인은 해당
훈련과 친숙화 과정을 성공리에 이수해야 한다. 전술한 훈련 프로그
램은 ABC.com 프랜차이즈 사업의 판매와 운영, ABC.com 지역 대리
인 프랜차이즈의 여러 측면을 취급하여 삼(3) 단계로 진행된다(이하
“I-III단계”라 함).
I단계 본 단계는 지역 대리인의 기술 배경과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 일이 소요되는 자습 과정이다. 지역 대리인이
I단계를 성공리에 이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으로 시행하는 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II단계 본 단계는 삼(3) 업무일간 계속되며 지역 개발업자는 뉴저지
주 Englewood Cliffs 소재 ABC.com의 본사나 프랜차이저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진행되는 의무 훈련에 참석해야 한
다. 지역 개발업자는 ABC 프랜차이즈 프로그램과 ABC Plus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판매 방법, 선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지원 방법을 학습한다.
III단계 프랜차이저는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지역 대리인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대리인이 지역 대리인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때 발생하는 관련 현안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 프
랜차이저는 정규 영업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팩스
나 전화, 인터넷으로 연락할 수 있다.
교통비와 숙박비, 생활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대리인과
종업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지역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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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B.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이 정규 영업시간 동안 매출 문제나 사업,
기술상의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와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회선을 제공한다.
C. 프랜차이저는 종전에 훈련을 받거나 경력이 있는 지역 대리인이나 이
들의 매니저, 직원에게 재훈련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제공하고 이들
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이를 성공리에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참석자는 연 이(2) 회 이상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D. 프랜차이저는 지역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프랜차이저가 개별 프랜차
이즈를 위해 수시로 규정하고 지역 대리인에 관한 모듈 및 정보도 포
함하는 의무 및 권장 규격과 표준, 운영 절차, 규칙을 담은 기밀 운
영 매뉴얼(이하 “기밀 운영 매뉴얼”이나 “매뉴얼”이라 함)을 지
역 대리인에게 대여한다. 기밀 운영 매뉴얼은 프랜차이저의 독점 정
보를 포함하며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뿐 아니라 지역
대리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에도 이를 극비로 해야 한다. 프랜차
이저는 프랜차이저가 규정하는 규격이나 표준, 운영 절차, 규칙에 발
생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 기밀 운영 매뉴얼에 내용
을 추가 및 변경할 권리가 있다. 단, 해당 추가나 변경은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기본 지위와 권리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E. 기밀 운영 매뉴얼은 항시 프랜차이저의 단독 재산으로 본 계약의 만
료나 기타 해지 즉시 반환해야 한다 (본 계약서에서 “즉시”라 함은
십([15) 일 이내로 정의한다).
F. 지역 대리인은 항시 기밀 운영 매뉴얼 사본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기밀 운영 매뉴얼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프
랜차이저 본사에 비치한 기밀 운영 매뉴얼 마스터 사본을 적용한다.

VII. 지역 대리인의 의무
A. 본 계약일 이후 이(2) 개월 이내, 또는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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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다른 기간 동안 지역 대리인은 임의대로 개발 지역에 소재하
는 사무실 점포(이하 “점포”라 함)를 취득 및 점유해야 한다. 프랜
차이저가 승인할 경우에는 지역 대리인의 거주지에 소재하는 사무실
을 점포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리인은 해당 시한까지 영
업용 전화를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한 직원을 고용
해야 한다.
B.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에 위치할 ABC.com 프랜차이즈 업체를 위하
여 예비 프랜차이지를 모집 및 물색해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신청서
와 개장 전 지원 양식, 예비 프랜차이지의 개인 자격과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규정하는 양식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한다.
C. 개발 지역에서 최초 훈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 대리
인의 의무에 따라, 지역 대리인은 하기와 같이 서약 및 동의한다.
1.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에 속하는 각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
지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의 약관을 엄수하여 개발 지역 내 프랜차
이즈 업체 일체에 대해 훈련과 서비스, 감독, 지원을 제공해야 한
다. 지역 대리인은 지역에서 판매하는 신규 프랜차이지의 최초 훈
련 부지를 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훈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초
기 개발 단계에는 온라인이나 뉴저지에 있는 ABC.com 본사 훈련
강좌에 프랜차이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지역 대리인이
개발 지역 내에서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할 권리는 프
랜차이저에게 있다.
2.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항시 프랜차이저의 매뉴얼과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각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가 체결하
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각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를 개발, 운영, 관리해야 한다.
3.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 내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하여 프랜차이저
와 지역 대리인,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 간에 이루어지는 거
래 및 통신 일체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비치해야 하며, 프랜차이
저의 정식 유권대리인은 합당한 영업 시간 동안 해당 기록을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본 계약 만료나 해지 이후 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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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동안 비치하고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지역 대리인은 매월 십오(15) 일 이전에 프랜차이저가 서면으로 규정하
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ABC.com 프랜차이즈 업
체의 운영에 관한 월례 서면 보고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서면 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매뉴얼
과 기술 데이터, 시스템, 간판, 광고 자료,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명시하는 변경을 실행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
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료를 변경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저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필요
한 변경을 단행하거나 지역 대리인에게 변경을 제안하되, 지역 대
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6. 프랜차이저는 (i) 인터넷 광고나 서비스의 사용, 지역 대리인과 프랜
차이지가 판매하는 기타 서비스를 승인하고, (ii) 지역 대리인과 프랜
차이지가 판매하는 서비스와 인터넷 광고의 품질 기준을 결정 및 승
인할 권리가 있다. 프랜차이저는 해당 승인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7. 지역 대리인은 광고 및 마케팅 프로그램과 운영 및 판매 절차, 부기
및 회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안내를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
지에게 제공해야 한다.
8.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지
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화
상담과 광고 서비스와 제품 품질 관리, 고객 관계 현안에 관한 자
문을 제공한다.
9.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하여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0.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개발하는 광고 및 판촉 자료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11. 지역 대리인의 프랜차이저의 서면 의뢰에 따라 프랜차이저가 제공
하는 양식 및 절차를 이용하여 개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전체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를 위해 광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12. 지역 대리인은 현장 감사와 검토, 검사를 통해 개발 지역에 소재하
는 각 개별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지 계약의 약관과 규격, 표준,
운영 절차, 프랜차이지의 매뉴얼 일체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준
수하였는지 확인하고, 프랜차이지에게 결함을 즉시 서면 통보하고
해당 서면 사본과 평가 보고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지역 대리인은 본인의 검사와 보고서는 권고용일 뿐이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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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이 발효되지 않은 것처럼 전체 개별 프랜차이지의 준수 여
부를 검사 및 확인할 일체의 권리와 (ii) 개별 프랜차이지에게 불이
행 통지서를 발송할 단독 권리, (iii) 해당 불이행의 시정 불이행(시
정 기회를 제공한 경우)을 이유로 개별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단독 권리, (iv)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단
독 권리는 프랜차이저에게 있다는 것을 양지 및 인정한다. 지역 대
리인은 개발 지역에 속하는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가 프
랜차이저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
주장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프랜차이저가 해당
위반 주장을 조사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프랜차이저의
조사 결과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와의 프랜
차이즈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프랜차이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프
랜차이지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특정 책임은 본인에게 이관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기술하거나 매뉴얼이나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제공하는 기타 합당한 표준 및 규격에 명시
하는 대로 프랜차이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프랜차이지
에 대한 책임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프랜차이지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랜차이즈 계약과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
저 간에 유효한 기타 계약의 약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단, 지
역 대리인은 지역 대리인 자격의 권리는 본 계약에 의한 것이며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나 제3수익권자,
또는 기타 권리나 자격, 이익의 보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양지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도 본 계약이
나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이 체결하는 기타 계약의 제3수익권
자가 될 수 없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
이는 어떤 경우에도 프랜차이지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기타 품목
을 판매하거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프랜차이지로부터 금전을 징
수할 수 없다고 합의한다.
D. 지역 대리인은 항시 개발 지역 내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지에게
신속하고 친절하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
차이지나 예비 프랜차이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정직성과 청렴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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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 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라이선스와 면허, 증서 일체를 취득 및 보유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준거법과 조례, 규정 일체를 엄수해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여러 관할
권에서 공개 요건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프랜
차이즈 계약의 광고와 판매, 갱신, 해지, 계약 당사자의 지속적 관계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
은 개발 지역에 유효한 해당 법률과 법적 요건 일체를 신속하게 숙지
및 준수하고 프랜차이저가 해당 관할권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모집 안
내서만 활용하기로 합의한다.
F. 지역 대리인은 소송이나 소, 중재, 소송절차, 수사가 개시되거나 지역
대리인의 프랜차이즈나 개발 지역 내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
지의 운영이나 재무 상태에 관하여 법원이나 기관, 기타 정부 관청이
발부하는 명령이나 영장, 금지명령, 판정, 판결 이후 오(5) 일 안에 프
랜차이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한다.
G. 지역 대리인의 사업은 항시 지역 대리인(지역 대리인이 합명회사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지역 대리인 업체의 법적 수익
지분을 오십 %(50%) 이상 보유한 자)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이며 상시
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H.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리드를 개발하기 위한 광고 기금에 매월
미화 오백 달러($500.00)를 출자해야 한다. 기금은 전액 별도 계좌에
예치한다. 기금은 전국 판촉이나 광고, 기타 매체를 이용한 신규 프
랜차이지 모집에 사용된다. 지역 대리인은 요청에 따라 연말에 회계
를 취득할 수 있다. 상기 기금에 덧붙여,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
에게 매년 프랜차이저가 산정하는 무역박람회에 자비로 최대 이(2)
회 참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에 배
포되는 화이트 페이지와 전화번호부에 자사 영업 전화번호를 등재하
기로 합의한다.
I.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판촉 자료나 광고와 관련하여 지역 대리인은
적절한 ©나 ® 등록상표나 TM 또는 SM 명칭 없이 프랜차이저의 저작
권 보호 자료나 상표, 저작권, 서비스 상표, 상업용 심볼을 광고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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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형태의 판촉에 사용할 수 없다.
VIII. 시스템과 상표의 사용
A.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가되는 "ABC.com" 및 상표는 프랜
차이저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해당 상호나 상표, 서비스 상표
에는 귀중한 신용이 부여되었으며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방식과 범위에 한하여 동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B. 지역 대리인은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의 독
점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판매
하고 ABC.com 개별 및 ABC Plus 프랜차이즈 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 대리인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개발 지역에 국한되며, 본 계약의
규정 대로 프랜차이저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다. 전술한 권리는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시 종료된다.
C.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상표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
다고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지
역 대리인이나 개발 지역 내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가 사업
을 처리하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기타 개인업체 명이나 그 일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밖에 지역 대리인의 상표
사용은 프랜차이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개발 지역 내 유사 업종과 관련하여 기존의 상표 사용에 대해 타인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해당 권리 주장의 방어에 지역 대
리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프랜차이저가 부담한다.
지역 대리인은 개발 지역 내에서 상표나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
한 명칭 및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숙지한 후 오(5) 일 안에
프랜차이저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E. 프랜차이저가 언제든지 단독 재량에 따라 지역 대리인 및/혹은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지가 상표의 사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 추
가 또는 독립 상호나 상표, 서비스 상표, 기타 상업용 심볼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고지 이후 합당한 시한 안에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하며, 개발 지역
내 개별 프랜차이지가 이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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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다.
F.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BC.com"이나 이
의 변형 문구를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
축할 수 없다. "ABC.com" 도메인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게
재하고 웹사이트를 작성할 수 있는 단독 권리는 프랜차이저에게 있
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매뉴얼에서 지정하는 해당 도메인
명에 대한 권리와 자격, 이익 일체의 소유권자는 프랜차이저라고 인
정한다. 지역 대리인이 지역 대리인의 웹페이지와 기타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나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승인할 권리는 프랜차
이저가 갖는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지역
대리인의 웹 페이지와 기타 웹 사이트를 연결하는 프레임과 링크를
오(5) 일 안에 제거해야 한다.
G.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사업 방법과 기법, 포맷, 규격, 절차, 정보, 시
스템, 경영 방법, 판매 및 판촉 기법, 지식, 경험으로 구성되는 특정 독점
기밀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소유한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 지역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과 매뉴얼, 지침에
기밀정보를 공개한다.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아 직무를 이행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기밀정보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기타 투자 사업을 위한 기밀정보의 사용이나 복제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구성한다고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기밀정보는 독점정보
로 프랜차이저의 영업비밀을 포함하며, 지역 대리인이 이에 (a) 기타 사
업이나 자격으로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b) 본 계약의 기한 동안과
이후 기밀정보를 극비로 하고, (c) 서면이나 기타 유형의 형태로 공개되
는 기밀정보의 일부를 무단 복제하지 않으며, (d) 기밀정보의 무단 사용
이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규정하는 합당한 일
체의 절차를 채택 및 실행하기로 합의한다는 조건 하에 지역 대리인에게
기밀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지적재산의 보호
여부나 지역 대리인이나 그 소유권자, 직원의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프
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나 개념, 기법, 자료 일체는 프랜차이저에
게 즉시 공개해야 하며, 프랜차이저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이자 시스
템의 일부, 고용저작물로 간주한다. 여타 품목이 프랜차이저의 “고용저
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 대리인은 해당 품목의 소유권과 해
당 품목에 대한 관련 권리 일체를 프랜차이저에게 양도하고, 프랜차이저
가 소유권을 입증하거나 품목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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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 요청하는 양도증서나 기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IX. 당사자 관계
A.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지명은 지역 대리인을 프랜차이저의
일반 대리인이나 직원으로 만들지 않는다.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은 프랜차이저를 구속하거나, 프랜차
이저를 대신하여 거래를 하거나, 약정이나 진술을 할 수 없다. 지역
대리인이 타인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는 항상 본인이 지역 대리인으로
지명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독립된 계약자라고 진술해야 한다. 본
계약이나 당사자의 관계는 지역 대리인과 프랜차이저의 합명회사 합
작회사를 구성하지 않는다.
B. 지역 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하거나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진
술이나 보증, 서약, 합의 준수 불이행이나 이행, 위반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클레임이나 청구, 판결, 손해, 소송, 손실, 위약금, 경비, 비용,
화해, 채무에 대해 프랜차이저를 면책 및 보호하기로 서약 및 합의한
다. 지역 대리인이 프랜차이즈에게 부여하는 면책은 프랜차이저가 지
역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C.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허가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유
형이나 성격을 불문하고(합당한 변호사 수임료 포함) 본 계약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청구, 판결, 손해, 소송, 손실, 위약금, 경
비, 비용, 화해, 채무에 대해 프랜차이저를 면책 및 보호하기로 서약
및 합의한다.
D. 아울러 지역 대리인은 그 유형이나 성격을 불문하고(합당한 변호사
수임료 포함) 지역 대리인과 프랜차이지 일(1) 인 이상이 수반되며 프
랜차이저가 당사자로 거명되는 소송이나 기타 소송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개발 지역 내 예비, 기존, 전직 개별 프랜차이지
와 지역 대리인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청구, 판결,
손해, 소송, 손실, 위약금, 경비, 비용, 화해, 채무에 대해 프랜차이저
를 면책 및 보호하기로 서약 및 합의한다. 클레임이나 청구, 판결, 손
해, 소송, 손실, 위약금, 경비, 비용, 화해, 채무에 대해 프랜차이저를
면책 및 보호하기로 서약 및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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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역 대리인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의 약관이나 규정을 집행하거나 지역 대리인의 계약 위반을 금하
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과 경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역 대리인이 중재
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지역 대리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프
랜차이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F. 본 계약에 포함된 면책과 기타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에
도 그대로 존속한다.
X. 보험
A.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저가 본인과 지역 대리
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구하는 대로 지역 대리인의 사업으
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책임, 대인 피해, 사
망, 대물 피해, 경비에 대해 지역 대리인과 프랜차이저, 임원, 이사,
파트너, 직원을 보호하는 보험을 자비로 가입 및 유지해야 한다. 프랜
차이저는 해당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기재한다.
B. 해당 보험은 지역 대리인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인가를 받고 매뉴얼이
나 기타 서면에 명시된 표준 및 규격에 따라 A.M. Best의 주요 신용
도 가이드에 표시한 대로 신용등급 “A” 이상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한(프랜차이저가 수시로 전체 프랜차이
지에 대해 상이한 보험 및 가입 한도를 매뉴얼이나 기타 서면에 합당
하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의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사용하는 가구와 비품, 장비, 용품, 기타
재산에 대해 장비 개선 및 개량의 전체 수리 뿐 아니라 교체 가액
을 보상하는 “전 위험”이나 “특별형” 보험(해난 및 도난 보험에
대해 알려진 노출이 있을 경우 홍수 및/혹은 지진 보험을 포함한다).
단, 일천 달러($1,000.00)를 넘지 않는 적절한 공제조항은 허용한다.
2. 근로자 보상 및 사용자 책임 보험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
재 및 운영되는 주나 카운티 법령이나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보
험.
3. 보상범위가 하기와 같은 점포당 총액을 비롯한 일반 종합 책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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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광의의 계약상 책임; 대인 피해; 의료비 지급 및 화재 손해 책
임; 하기의 한도에 속하는 일반 종합 보험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이에 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제 대인
피해나 대물 피해, 그 주장을 토대로 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클레임이나 소, 의무, 채무, 손해 전액에
대한 회사 및 지역 대리인 보상:
최저 한도액
일반 종합
대인 피해
건별
화재손해(화재 건당)
의료비(인당)
자동차 책임보험(자가용, 임대, 비자가용 보험)

권장 보상 범위
500,000
500,000
500,000
50,000
5,000
500,000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달러

지역 대리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보험이나 보상 유형도 유지해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계약 현황을 토대로 과실누락배상보험을 프
랜차이저로부터 연간 75달러에 매입할 수도 있다.
C. 책임 보험이 부여하는 보험액은 어떤 경우에도 프랜차이저가 유지하
는 보험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본 계약 체결 이후 구십(90) 일 안
에 지역 대리인은 전술한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보험 일치 형식 증
서(Accord Form Certificate of Insurance)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증서는 프랜차이저에 대한 삼십(30) 일 사
전 서면 고지 없이 전술한 보험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명기
해야 하며, 보험료 지급 증빙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 보험의 유지와
본 절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의무 이행은 본 계약에 명시된 배상 규
정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상기에서 요구하
는 최소 한도는 상황에 따라 지역 대리인에 대한 서면 통보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D.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역 대리인이 본 계약상 필요한 해당 보험을
구입 및 유지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해당 보험을 즉시 구입하
고 동 보험료를 지역 대리인에게 청구할 권리와 권한(단, 의무는 지
지 않는다)이 있으며, 지역 대리인은 통지를 받는 즉시 프랜차이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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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 경비에 합당한 수수료와 함께 해
당 청구액을 지급해야 한다.
XI. 이익의 양도
A.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과 본 계약의 권리를 양도 및 이전할 수 있으
며, 이는 프랜차이저의 상속인과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이들의
이익에 귀속된다.
B. 지역 대리인이 본 계약을 엄수하는 경우, 지역 대리인은 부당하게 보
류할 수 없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에 따라 지역 대리인이 소
유권 지분을 3분의 2(2/3) 이상 보유하는 주식회사나 타 법인에 본 계
약을 이전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XI.E절에 기재된 양도 수수료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의 소유권자는 전원 별첨 B로 첨부된 채무 보증
및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C. 지역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를 입는 경우(지역 대리인이 개
인이거나 지역 대리인 업체의 법적 또는 수익성 이익을 오십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본 계약은 지역 대리인이나 인격 대리인에 의
하여 타인이나 수익권자에게 양도, 이전, 유증될 수 있다. 단, 피이전
자나 양수인, 수익권자에 대한 본 계약의 양도는 프랜차이저의 법률
고문이 본 계약의 이전이나 양도, 유증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문서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적절하게 작성된 법률 서류를 프랜차이
저가 수령하고, 피이전자나 양수인, 수익권자가 본 계약의 약관을 무
조건 준수하고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의무 이행을 직접 보증
하기로 합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해당 양도는 합당한 시한 내에 완료
하되 사망이나 영구장애일 이후 일백 팔십(180) 일을 넘지 않아야 하
며, 본 조항에 포함된 양도에 적용되는 약관 일체를 적용한다.
D. 프랜차이저는 지역 대리인이나 본 계약에 포함되는 이익의 이전에 대
한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해서는 안 된다. 단, 지역 대리인은 하기의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1. 피이전자는 인품과 명성이 뛰어나야 하며 프랜차이저가 합당하게
용인할 수 있는 양호한 신용 등급과 유능한 사업가의 자질을 갖춰
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해당 피이전자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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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는데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피이전자나 프랜차이저를 실제로 경영하는 기타 해당 개인은 지역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훈련 강좌를 성공리에 이수 및 합격하거나 프
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은 이전되는 지역 대리인의 사업을 운
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3. 지역 대리인은 이전을 하기 전에 프랜차이저가 정하는 양식에 프랜
차이저와 프랜차이저의 자회사 및 계열사, 이들의 각 임원, 이사,
대리인, 직원에 대한 클레임 일체에 대한 일반 기권증서를 작성해
야 한다. 단, 준거법에 따라 해당 클레임의 기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지역 대리인이 프랜차이저나 그 자회사, 계열사, 양수인에게 지급해
야 할 대금은 양도나 이전 전에 완납해야 하며,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약관에 따른 불이행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5.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양식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지역 대리인은 이에 본 계약에 따라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본 계약에 포함된 해당 기한 후 의무 및 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6. 피이전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의무 일체 이
행에 직접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며,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양
식으로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의무 및 서약 일체를 이행하
기로 인수 및 합의하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7. 피이전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의뢰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의
기한에 따라 종료되는 기한 동안 이전 당시 유효한 표준 지역 대리
인 계약과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기타부속 계약을 체결하고 피이전 지역 대리인에 대한 법적 이익이
나 수익권이 있는 당사자 전원에게 이의 체결을 지시해야 한다. 피
이전 지역 대리인은 개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피이전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되 이전 당시 유효한 표준 지
역 대리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기타 지역 대리인이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E. 지역 대리인이나 이전 지역 대리인은 훈련과 감독, 행정 비용, 간접
비, 변호사 수임료, 회계비용, 양도와 관련된 프랜차이저의 기타 경비
에 대해 지급되는 최저 지역 대리인 수수료 가운데 이십 %(20%)에
해당하는 양도 수수료를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 양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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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는 본 계약 XI.B절에 따라 이행되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F. 지역 대리인이 향후 증권의 공모나 사모를 원할 경우, 해당 모집이나
매각을 이행하거나, 지역 대리인의 증권 모집안과 관련된 보고서나
데이터, 기타 정보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될 수 없다. 지역 대리인은
공익에 부합하는 증권 모집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도자료와 기
타 홍보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을 받은 연후에야 증권 모집이나 프
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전술한 데이터와 자료, 정보를 제출, 출판,
발행, 발표, 공개할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저의 검토는 전적으로 자
체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프랜차이저의 승인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
으로 동 정보의 인가나 용인, 합의, 보증, 승인, 비준을 구성하지 않으
며,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 및/혹은 관련 법인 또는 개인이 프랜차
이저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모집안에 대한 관계에서 여타 이익을 갖
는다고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어떤 유형의 구두 또는 서면 고지도 할
수 없음을 양지한다. 지역 대리인은 주식 모집이나 그와 관련하여 취
한 조치에서 발표 또는 전달되는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청구, 비용, 수수료, 요금, 채무, 경비(변호사 비용 포함) 일체로부터
프랜차이저와 그 자회사, 소유권자, 이사, 임원, 직원, 상속인, 양수인
을 면책 및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G. 지역 대리인(이나 소유권자)이 본 계약에 포함된 이익이나 지역 대리
인 법인에 포함된 지배 이익, 사업 자산 일체나 실질적인 부분을 매
각, 이전, 증여, 양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을 원하는 경우,
지역 대리인은 성실한 매입 희망자가 지역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서면
매입 제안서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권리나 이익, 자
산을 매입할 수 있는 삼십(30) 일 사전 우선매수권을 프랜차이저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단, 하기의 추가 약관을 적용한다:
1. 지역 대리인은 성실한 매입 희망자가 서명한 서면 제안서 사본을
동봉한 서면 통지서를 프랜차이저에게 발송하여 해당 제안을 프랜
차이저에게 통보한다.
2. 삼십(30) 일 사전 우선매수기간은 프랜차이저가 제안 양수인을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는 기간과 동시에 경과한다.
미국

645

3. 해당 우선매수권은 이전 제안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며, 이전 제안
약관의 중대한 변경은 동일한 선의의 매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더
라도 프랜차이저에게 삼십(30) 일 사전 우선매수권을 새로 부여하는
별도의 제안으로 간주해야 한다.
4. 제3자가 제안하는 대가나 지급 방식을 프랜차이저에게 합당하게 기
대할 수 없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매각이 제안된 이익을 합리적인
현금 등가물로 매입할 수 있다. 제 당사자가 합당한 시한 안에 현금
대가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독립된 사정인을 지정해
야 하며, 동 사정인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사정인의
경비는 전액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
5. 프랜차이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프랜차
이지는 본 조항에 따라 매각이나 이전, 양도를 임의로 완료할 수 있
다. 지역 대리인의 매각안 통지에 대해 삼십(30) 일 간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선매수권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되, 본 조항의 준
수 의무는 기권하지 않는다.
XII. 경쟁업체에 관한 제한
A. 본 계약의 기한 동안 지역 대리인에 대한 법적 이익이나 수익권 보유
자는 프랜차이저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개발 지역에 속하는 기
타 업체 또는 시스템에서 매각 또는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인터넷 광고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여타 업
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 제한은 여행업을 배제한다.
B. 지역 대리인은 특히 본 계약에 따라 시스템의 일부인 기타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와 함께 프랜차이저의 홍보, 운영, 판매, 마케팅 방법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귀중한 훈련과 기밀
정보를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
가 별도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기한 동안과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 일(1) 년 동안에는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개발 지역 반경 오십(50) 마일이나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 교부나 소
유 여부를 불문하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타 사업 위치로부터 반경 오
십(50) 마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판매 또는 제공되는 것과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나 관련 서비스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본인을 위하거나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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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명회사, 주식회사를 통하거나 이를 대신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소유, 유지, 종사하거나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C.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안이나 해지 또는 비갱신 이후 프랜
차이저나 계열사, 프랜차이저의 기타 프랜차이지가 고용하고 있는 자
를 고용하거나 이의 고용을 추진하거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
당 직원의 퇴사를 권유하거나 권유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지역 대리
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가
용 법적 구제책을 모두 구할 수 있다.
D.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 기한 동안이나 해지 또는 비갱신 이후 프랜차
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종업원이나 대리인, 계약
업자를 제외하고 타인이나 타 합명회사, 주식회사에 ABC.com 프랜차
이즈에 사용되는 서비스나 판촉, 판매 방식, 방법, 기법, 절차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 또는 누설하거나,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정보, 마케팅 기법, 패턴, 공정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역 대리인은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종업
원과 대리인, 계약업자 각자에게 프랜차이저가 승인하는 양식에 기밀
유지 및 경쟁금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 지역 대리인은 본 조항의 서약 위반은 정확한 피해액을 합리적이거나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프랜차이저에게 입힌
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위반이 발생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특정 영업비밀과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단, 해당 구제책은 프랜차이저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구제책에 누적 및 가산된다. 프랜차이저가 본 계
약의 여타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프랜차
이저에게 인정되는 면제 또는 구제책에 덧붙여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
료를 비롯한 해당 기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 절에 명시하는 서약은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지역 대리인은 경쟁금지 서
약은 공정하고 합당하며 지역 대리인은 다른 노력을 통하여 소득을 창
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 학력이 있기 때문에 지
역 대리인에게 부당한 고충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F. 제 당사자는 전술한 서약은 모두 본 계약의 기타 서약이나 규정과 분
리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합의한다. 프랜차이저가 당사자인 종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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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효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나 기관이 본 XII절에 포함된 서약
일체나 일부를 불합리하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시하는 경우, 지역
대리인은 그로 인한 서약이 본 절에 별도로 기재되고 본 절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해당 서약의 약관에 포함되고 법률로 허용하는 최
대 직무를 부과하는 경미한 서약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G. 지역 대리인과 지역 대리인을 대행하는 법인에 법적 이익이나 수익권
이 있는 보유자 전원은 본 계약의 기한 동안 XII절에 포함된 서약 일
체의 구속력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는 서약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XIII. 불이행과 해지
A.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지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에 관한 서면 고지를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한
후 합당한 시한 안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거나 이의 시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해지의 효
력은 해당 위반이 시정되지 않았고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
기로 했다는 통지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하고 삼십(30) 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B. 지역 대리인이나 법적 이익이나 수익권 보유자가 하기의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지역 대리인에 대한 해지 통지서 전달에 따라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1. 프랜차이즈 신청서에 중대한 허위진술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2. VI.A절의 규정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수하
지 않은 경우
3. 지역 대리인이나 상표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죄나 기
타 범죄,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항변이 가능한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4. 기밀 운영 매뉴얼을 무단으로 사용, 공개, 복제하거나 프랜차이저가
지역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기밀정보나 영업비밀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공개, 사용하는 경우.
5.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의 지배권을 명도 또는 이전하거나, 지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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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인에 포함되는 프랜차이즈나 소유권 지분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
로 무단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망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지배 소유권자가 지역 대리인에 소유하는 이익의 양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급불능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불능이나 관재인 또는 수탁인
의 지명을 위한 청원이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를 단행하거나, 제3자가 지역 대리인을 상대로 개시하는 해당 소
송절차 제출 이후 육십(60) 일 안에 무효나 기각이 되지 않는 경우.
파산이 선고되거나, 적극적인 지급불능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불능의
소나 청원을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이 지역 대리인의 재산이나 그
일부에 대해 관재인(상임 또는 임시)을 지명하거나, 최종 판결이 삼
십(30) 일 이상 확실히 충족되지 않거나(단, 대체 채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역 대리인의 사업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실시되거나, 점포나 장비에 대한 선취특권이나 저당권을 유
질처분하기 위한 소송이 지역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되어 삼십(30)
일 안에 기각되지 않거나 기각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단, 지역 대
리인이 제출하는 자발적 파산이나 지급불능 청원 시 수탁인이나 관
재인으로 등재될 권리는 프랜차이저에게 있다.
상표를 현저히 오용하거나 무단 사용하거나 상표와 관련된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킬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개발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할 개별 또는 ABC Plus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나 프랜차이저나 계열
사를 통한 구매액,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 대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불이행에 관
한 서면 고지를 지역 대리인에게 전달한 후 삼십(30) 일 안에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거나 이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의 기타 규정이나 프랜차이저가 정하는 의무 규격이나 표준,
운영 절차, 기타 서면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의 준수를 거부하고, 해
당 준수 불이행에 관한 서면 고지를 지역 대리인에게 전달한 후 삼
십(30) 일 안에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또는 지역 대리
인이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당
불이행을 삼십(30) 일 안에 합리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정이 발효될 때까지 합당한 최선을 계속한다고 프랜차이저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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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 제V조의 규정대로
개별 프랜차이즈에서 프랜차이저가 수령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판
매 커미션, 기타 보수 가운데 일부를 수령할 수 없다.
D. 본 계약의 규정이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단축된 고지 기간을
규정하거나 준거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한 해지나 해제, 비갱신,
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준거법에 부합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발효되지 않으며, 지역 대리인은 각 현안과 관련하여 준거법을 준
수해야 한다.

XIV. 만료나 해지에 따른 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A.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시 하기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해지나 만료 발효일 후 십(10) 일 안에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
에게 지급할 대금을 전액 완납한다.
2. 그 시기나 방식을 가리지 않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본인을
ABC.com의 전현직 프랜차이즈나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지, 라이선
시(licensee), 딜러로 소개하거나, 그 방식이나 목적을 가리지 않고
ABC.com의 상표나 모방 상표, 기타 표시를 사용하거나, 어떤 목적
으로도 프랜차이저나 계열사, 프랜차이지와의 관계나 연관성을 암
시 또는 적시하는 상호나 상표, 서비스 상표, 기타 상업용 심볼을
활용하지 않는다.
3. 상표를 포함하거나 ABC.com 사업을 식별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간판이나 간판의 외관, 기밀 운영 매뉴얼, 카탈로그, 광고 자료, 양
식, 송장, 기타 자료 일체를 프랜차이저에게 즉시 반환하고, 프랜차
이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해당 품목 일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허용한다.
4. 상표의 사용에 관한 가명이나 그에 상당하는 등록 일체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5. 상표와 관련된 전화번호와 정식, 업종별 기타 전화 번호부 등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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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대리인의 권리 해지나 만료를 해당 전화
회사와 전화번호부 등재 기관 일체에 즉시 통지하고,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의 지시에 따른 동 전화번호의 이전을 허가한다. 지역
대리인은 상표와 관련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대리인의
권리 해지 및/혹은 이전을 지시하고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지원 서
한을 작성하여 전화회사와 전화번호부 등재 기관에 제출하고, 이의
해지나 만료 시까지 해당 전화번호는 프랜차이저가 보유하기로 합
의한다.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 중 상표와 관련
된 전화번호부와 전화번호부 등재 내용 일체에 대한 유일한 권리와
이익은 프랜차이저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지역
대리인이 해당 전화회사와 등재 기관 일체에 프랜차이저에게나 프
랜차이저의 지시에 따른 전화번호 이전을 지시하지 않거나 이를 거
부할 경우 프랜차이저가 이를 지시하도록 허가하고 이에 프랜차이
저와 프랜차이저의 임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며, 해당 전화회사와
등재 기관은 해당 지시나 본 계약, 또는 프랜차이저가 보유한 지역
대리인의 서한이 해당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부 등재 내용에 포함된
프랜차이저의 독점권과 이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의 결정적 증거
라고 인정할 수 있다.
6. 과거 및 현재 프랜차이즈 매출 리드와 기록, 개발 지역 내 프랜차이
저의 프랜차이지와 관련된 계약서와 영수증, 기타 정보 일체를 프랜
차이저에게 즉시 전달한다.
7. 지역 대리인에게 발효되거나 계류 중인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나 사
업 기회 등록, 제출물 일체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다.
B.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본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따라 프랜차이저
는 재고와 간판, 장비, 마케팅 자료, 기타 프랜차이저의 상표를 포함
하는 표시, 여타 동산, 부동산 리스, 장비 리스를 비롯하여 지역 대리
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지역 대리인의 자산 일체나 일부를 공정한 시
가에 지역 대리인으로부터 매입할 선택권을 갖는다. 프랜차이저는 계
약이 해지된 후 삼십(30) 일 이내 또는 계약이 만료되기 삼십(30) 일
이전에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전술한 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다. 공정한 시가 매입가는 지역 대리인과 프랜차이저의 합
의나 분쟁 해결을 위해 규정된 중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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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의 해지나 만료 시 사업이나 그 밖의 용도
에 기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프랜차이저가 대여한 기밀 운영
매뉴얼 사본 일체를 프랜차이저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다.
D. 명시적으로나 그 성격상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는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의 의무 일체는 계약 만료나 해지 이후 해
당 의무가 완전히 충족되거나 그 성격상 만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XV. 해지나 만료 시 프랜차이저의 구제책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이나 그 일부의 해지나 만료 시 개발 지역 내에서
지역 대리인의 활동 일체를 중지하지 않는 행위(본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
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프랜차이저와 후속 지역 대리인의 제반 권리에 즉
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역 대리인은
활동 중지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인정
하고, 해당 불이행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임시 및 영구 금지명령과 관
할 법원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책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구제책을 구할 권리가 있다. 본 조항에서 언급되는 구제책의 행
사는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이나 그 밖의 출처에 따라 권리를 갖는 기타 권
리나 구제책의 기권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XVI.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통지 일체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인
편으로 전달하거나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반환 영수
증부 증명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 하며, 하기 주소의 각 당
사자가 수령하거나 수령 확인서가 인정되는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효된다.
단.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다른 주소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프랜차이저에 대한 통지:
사본 수신:
지역 대리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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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수신:
XVII.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에서 교부되는 ABC.com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 당사자
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제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기존의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이나 협정 일체를 대체한다. 본 계약의 약관은 당사자 양측이 서면으
로 명백히 합의 및 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본 계약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진술이나 약정, 약속, 서약, 보증은 인정
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하는 행위는 이의 지속적인 기권이나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사
자 일방은 준거법상 허용되는 시한 안에 해당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집행
하는데 적합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XVIII. 준거법
A. 본 계약과 이에 따른 제 당사자의 권리는 프랜차이저의 수락 및 작성
즉시 발효하며 뉴저지 주법에 따라 해석한다. 법률의 충돌이 있을 경
우에는 뉴저지 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1946년도 개정 미국
상표법(LANHAM ACT, 15 U.S.C. SECTIONS 1051 ET SEQ.)이나 연방
중재법(9 U.S.C.SECTION 1 ET SEQ.)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연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이 뉴저지 주 베르겐 카운티에서 체결되고, 본
계약의 약관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은 뉴저지 주 베르겐 카
운티에 소재하는 해당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인정하
고 이에 동의하며, 제 당사자는 이에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
적 관할권이나 재판지에 대한 문제를 일체 포기한다.
C.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나 지역 대리인에게 부여되거나 유지되는
권리나 구제책은 본 계약이나 법률, 형평법으로 규정되거나 허용되는
기타 권리나 구제책을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한다고 간주할 수 없으
며, 각 권리와 구제책은 기타 권리나 구제책에 누적된다.
D. 본 계약의 규정은 제한 명령과 예비 및 영구 금지명령을 취득하기 위
미국

653

한 해당 규칙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형평법상의 규칙에 따라 손실이나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상대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책
을 확보할 수 있는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금하지 않는다.
E. 지역 대리인이 프랜차이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뉴저
지 주에서 중재 회의를 개최한다. 프랜차이저가 지역 대리인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역 대리인의 사업체가 소재하는 주에
서 중재 회의를 개최한다.
XIX. 분쟁 해결
A. 본 계약은 상거래를 수반하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면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 법전 타이틀 9, 연방 중재법의 제반 요건 및 규정이 적용된다.
프랜차이저의 서비스 상표와 상호, 로고타입의 소유권에 관한 논쟁이
나 클레임을 제외하고, 본 계약이나 제 당사자의 기타 계약으로 인하
거나 이에 관하여 발생하거나, 이들의 해석이나 작성, 위반과 관련된
기타 논쟁이나 클레임은 하기에서 변경되는 미국중재협회 상거래 규
칙에 따라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한다.
B. 상기에 명시한 대로 논쟁이나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
은 본 계약의 구속력 있는 중재 규정을 토대로 (1) 상대방과 (2) 미국
중재협회 해당 지역 사무소에 서면 통지서를 발송한다. 당사자 일방
이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재는 뉴저지 주, 베르겐 카운티에서
진행한다. 미국중재협회는 제 당사자에게 프랜차이즈 법에 대한 경험
과 지식이 풍부한 중재인 추천 명단을 발송한다. 각 당사자는 미국중
재협회가 중재인 추천 명단을 우송한 이후 십(10) 일 안에 중재인을
선정하여 전술한 서면 명단을 미국중재협회에 반송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전술한 십(10) 일 안에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추천 명단
을 미국중재협회의 반송하지 않을 경우, 전술한 당사자는 서면 명단
에 거명된 중재인 중 누구를 지명하든지 승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한다. 제 당사자는 아울러 본 조항의 규정을 집행하고/집행하거나 중
재인이 언도하는 판정에 대한 판결을 기재하기 위한 해당 법원의 관
할권에 동의한다.
C. 상기의 설명대로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논쟁이나 클레임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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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일방의 임원이나 이사, 종업원, 대리인, 대행사를 수반하는 경우,
해당 논쟁이나 클레임도 상기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해야 한다. 상기에 설명한 대로 논쟁이나 클레임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는 경우, 제 당사자는 중재 이전의 사실확
인 절차는 중재인 심리에 제출될 증인과 서류의 명단 교환으로 엄격
히 제한해야 한다. 단, 제 당사자가 사실확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서
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계약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금전적 손해(만기일부터 미지급액에 발생
하는 이자 포함)와 구체적인 이행,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변호사 수
수료와 제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제반 정황상 적절
하다고 간주되는 구제책을 판정하거나 중재 판정에 이를 포함시킬 권
리를 갖는다. 단, 중재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권한이 없다.
D. 구속력 있는 중재로 논쟁과 클레임을 해결하더라도, 프랜차이저는 단
독 재량에 따라 지역 대리인의 해지 후 경쟁금지 서약을 집행하고 프
랜차이저나 자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피해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지역 대리인의 기존 행위나 그 가능성을 금하기 위하여
중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 구제를 구할
명시적 권리를 갖는다. 상기에 설명한 대로 프랜차이저가 임시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제출은 본
계약의 구속력 있는 중재 규정에 의지할 수 있는 프랜차이저의 권리
포기를 구성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E. 제 당사자는 분쟁의 중재는 개별 사례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전체 유
형을 기준으로 해당 분쟁을 중대하거나 프랜차이저와 기타 지역 대리
인이나 기타 프랜차이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분쟁의 중재와
동 분쟁을 통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지역 대리인은 구속력 있는 중재 규정의 요건을 검토하였음을 명시
적으로 인정하며, 특히 본 규정은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입력되었으
며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의 대리인, 종업원에 대한 사기나 강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XX. 집행 또는 방어 비용
A. 본 계약에 따른 지역 대리인의 의무를 집행하거나 본 계약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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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부과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클레임이나 청구, 소, 소
송절차를 방어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가 법률 고문을 고용하거나 기
타 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송 제기 이전이나 소송을
준비하거나 참작하는 동안, 또는 소 제기 이후 발생하는 경비를 불문
하고 지역 대리인은 해당 고문의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과 해당
의무를 집행하거나 해당 클레임이나 청구, 소, 소송절차를 방어하는데
발생하는 기타 경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B.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은 이에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
에 대한 결과적, 징벌적 손해청구권이나 클레임을 최대한 포기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분쟁은 당사자 일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회
복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다.
XXI. 일부 무효의 원칙과 해석
A. 본 계약에 명시적인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이나 편, 요건, 규정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간주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효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나 기관이 본 계약의 조항이나
편, 요건, 규정이 무효이고 기존이나 향후 법률이나 규정에 반하거나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의미가 명료한 본 계약의 기
타 해당 부분이나 조항, 편, 요건 및/혹은 규정의 효력을 훼손하거나
기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후자는 계속해서 본 계약의 제 당사자에게
효력 및 구속력을 가지며, 전술한 무효조항과 편, 요건 및/혹은 규정
은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무효나 불법성
판단이 본 계약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본 계약에 포함되는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규정은 프랜차
이저나 지역 대리인과 XXII.A절에서 참작되는 이들의 각 상속인과 양
수인을 제외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본 계약에 따르거나 이를 이유로
여타 권리나 구제책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부여한다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C.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별도로 명기하고 본 계약의 일부를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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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본 계약 규정의 약관에 포함되고, 프랜차이저가 당사자인 최
종 판결에서 법원이 부당하고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시할 수 있는 일
부 규정을 본 계약에서 분리하거나 해당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여타 약정이나 서약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며,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이나 서약을 준수하겠다
고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D. 본 계약의 캡션 일체는 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계약 규
정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E. 본 계약은 사본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한다.
XXII. 용어의 정의
A. “지역 대리인”은 양도나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최초 지역 대리인의
이익을 승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며, 본 계약의 서두에 “지역 대리
인”으로 정의되는 개인이나 법인 뿐 아니라 전술한 법인이 합명회사
인 경우 본 계약을 작성하는 법인의 조합원 전원, 전술한 법인이 주
식회사인 경우 본 계약을 작성하는 법인의 주주와 임원, 이사 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계약에 지역 대리인으로 서명하
는 법인의 조합원과 주주, 임원, 이사 전원은 본 계약에 대한 서명에
의하여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부과되는 직무
및 의무를 인정 및 수락한다.
B.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 당사자의 “계열사”는 직접적으로나 중
개인 일 인 이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를 지배하거
나 이의 지배를 받거나, 공동 지배를 받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합작
회사, 조합, 합자회사, 신탁, 비법인단체를 뜻한다.
C. 단수의 사용은 복수를, 남성 및 중성의 사용은 타 성 및 여성을 포함
한다.
XXIII. 경고 조항
본 계약으로 인하여 지역 대리인이 착수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투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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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은 투기성이 있으며 독립된 사업가인 지역 대리인의 능력과 일상적
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뿐 아니라 기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
다.
XXIV. 인정
A.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과 프랜차이저의 통합 프랜차이저 모집 안내서
를 수령, 검토, 양지하였으며,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 체결의 위험에
관하여 법률 고문과 결정을 협의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음
을 진술 및 인정한다.
B.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오(5) 업무일 이전에 본 계약과 별
첨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십(10) 일 이전에 연방무역위원회 무역규제규칙, “프랜차이
징과 사업 기회에 관한 공개 요건과 금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
개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C.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의 법률적, 재정적, 기타 관점과 본 계약에서 프랜
차이즈가 교부되는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자체 법률고
문과 협의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이에 덧붙여,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법률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
지역 대리인은 해당 고문과 협의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D.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경쟁 금지 서약은 공정하고 합당하
며, 지역 대리인은 다른 노력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 학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리인에게
부당한 고충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E. 지역 대리인은 프랜차이저에게 제출되는 신청서와 재무제표, 기타 제
출서류 일체에 명시된 정보는 모든 면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인하
며, 프랜차이저가 해당 정보의 사실성과 완전성, 정확성을 신뢰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F. 지역 대리인은 본 계약에서 참작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조사하였으
며,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ABC.com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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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상의 위험이 수반되고 사업의 성공은 주로 지역 대리인의 사
업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G. 지역 대리인은 이에 프랜차이저와 지역 대리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본 계약 XIX절의 규정대로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 및 합의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제 당
사자는 상기에 적시한 일자에 본 계약을 정식 작성하고 사본을 전달하였다.
증인
서명
직급
날짜

증인

지역 대리인
서명
직급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식 자격에 한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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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리인 계약 별첨 A
개발 지역 지도

지역 대리인
서명

서명

직급

직급

날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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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리인 계약 별첨 B
채무 보증서 및 인수증
본 채무 보증서 및 인수증은 20__년 __월 _일 __________________에 의
해 제공된다.
금일 ABC, INC. (이하 “당사”라 함)의 특정 지역 대리인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 체결을 참작하고 이에 대한 유인으로 하기 서명자는 각
자 (a) 계약에 규정한 대로 계약 기간과 그 이후 당사와 당사의 상속인 및
양도인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지역 대리인"이라
함)이 계약에 명시한 각각의 모든 약정과 합의, 서약을 적시에 지급 및 이
행한다고 보증하고, (b) 각각의 모든 계약 규정 위반과 경쟁 금지와 기밀유
지, 중재 요건을 비롯하여 금전적 채무 뿐 아니라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자제하거나,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직
접 준수하고 직접 책임지기로 무조건 합의한다.
하기 서명자는 각자 (1) 본 보증서에 따른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은 연대
및 단독 책임이고, (2) 본인은 지역 대리인이 본 계약에 따라 필요한 지급
이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청구 즉시 해당 지
급이나 이행을 제공하고, (3) 본 책임은 지역 대리인이나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의 구제책 추진에 부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4) 본
책임은 일부 지급의 인수나 타협의 이행, 클레임의 면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대리인이나 타인에게 수시로 인정될 수 있는 시한의
연장이나 신용, 기타 지불유예에 의해 감액, 면제되거나 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본 보증서를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없으며 계
약의 기한 동안 지속되고 철회할 수 없다고 동의 및 합의한다.
하기 서명자는 각자 변상이나 대위변제에 대해 하기 서명자의 본 보증서
작성 및 이행의 결과로 인하여 지역 대리인에게 보유할 수 있는 대금에 대
한 권리와 클레임 일체를 포기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하기 서명자는 각자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기명 날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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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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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본 프랜차이즈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20__년 __월 __일, 뉴욕
주법에 따라 운영되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사업장이 소
재하는 주식회사 ABC(이하 “ABC” 또는 “프랜차이저”라 함)와
_____________________에 본적이 있는 _____________________(이하 “프랜
차이지”라 함) 간에 체결한다.
전

문

프랜차이저는 ABC.com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캘린더 페이지에 게재되는
배너 광고와 콘텐츠 라이선싱, 장바구니 결제 시스템이 있는 무제한 페이지
를 갖춘 웹사이트 작성, 기타 인터넷 광고 형태와 같이 인터넷 기반 마케팅
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설립과 개발, 운영에 관하여 “ABC.com”
상표로 식별되는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개발하였다. 위에서 설
명한 서비스에 덧붙여, 프랜차이지는 온라인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eBAY
Marketplace(이하 “ABC Plus "라 함)를 통해 경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예약과 확인, 예약 일정 관리, 소매 제품 및 서비스의 기업 대
고객 흥정과 같은 툴도 제공한다. 기타 서비스로는 검색 엔진 제출과 도메인
명 사이트 등록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중소기업이나 지역사회 단체,
비영리 단체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프랜차이저의 여행 서비스는 연중무휴
항공편과 호텔, 자동차, 리무진, 투어, 크루즈 제품의 예약을 특징으로 하며
55개 예약 엔진을 갖추고 있다(이하 “서비스”라 함).
시스템의 독특한 특성은 오만 삼천 개(53,000)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티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는 http://www.ABC.com의 ABC.com 홈페이
지와 서비스, ABC.com 기밀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함)을 포함
하는 독점 인터넷 마케팅 패키지, 직원 채용, 고용, 훈련 방법, 프랜차이저
가 때에 따라 변경, 개선,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재고작성과 비용 관리, 기
록 보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저는 "ABC.com” 상표와
이드 드레스, 현재나 향후 시스템의
용 심볼, 상호, 상표, 서비스 상표,
관련이 있는 신용 일체와 함께 그에

기타 상표, 도메인명, 서비스 상표, 트레
필수 요소로 지정되는 관련 로고와 상업
트레이드 드레스(이하 “상표”라 함)와
대한 권리와 자격, 이익의 소유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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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지는 품질과 운영, 서비스에 대해 엄격하고 균일한 프랜차이저
표준의 중요성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있어 프랜차이저의 표준과 규
격을 엄수해야 할 필요성을 양지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소프트웨어를 재면허할 권리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411web.com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에서 참작하는 벤처 사업의 수입이나 수익, 성공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증이나 보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프랜
차이지는 해당 보증이나 보장을 받거나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과 프랜차이저의 균일 프랜차이즈 모집 안내서를 검
토하였고 프랜차이즈의 균일 프랜차이즈 모집 안내에서 본 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진술에 반하는 프랜차이저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대리인의 진
술을 숙지한 바 없다고 인정한다.
이에 본 계약에 기재된 당사자의 보증과 약정을 참작하여 제 당사자는
하기와 같이 합의한다.
I. 교부
A. 프랜차이저는 이에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프랜차이즈 지역 안에서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상인,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체를 운영할 권리와 라이선스를 프랜차이지에게 교부한다.
B. 프랜차이저는 이에 수령 대금과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 서약을 참작
하여 하기에 기재된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를 프랜차이지에게 교부하
고, 프랜차이지는 이를 수락한다. 프랜차이저는 이에 본 계약에 따라
인가되는 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ABC.com”와 프랜차
이저의 기타 상표를 사용할 권리와 라이선스, 특권을 프랜차이지에게
교부하고, 프랜차이지는 이를 수락한다. 프랜차이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른 용도나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인
가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상표의 사용에
대해 기타 라이선스를 교부하거나 본 계약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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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
A. 교부되는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즈의 지역은 별첨 A에 기술한 바와 같
다(이하 “지역”이라 함). 본 계약 기한 동안, 프랜차이저는 지역 안
에서 ABC.com 상표에 따라 운영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인터넷 광고
서비스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타인이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라
이선스를 교부하지 않는다. 단, 프랜차이저에게 하기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프랜차이저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에 소재
한 장소에서 타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2. 기타 독점 상표를 사용하는 기타 시스템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과 경쟁하거나 이와 상이한 서비스 및 제
품을 제공 또는 판매하고 지역 내부 및 외부에 소재할 수 있는 사
업체를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설립할 라이선스를 교부할 수 있
는 권리. 넷투폰투넷(Net-to-Phone-to-Net) 애플리케이션과 웹투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는 ABC 기술은 시장이나 인터넷 상에서
프랜차이지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및 웹사이트가 이
용하고 또 이용할 것이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애플리케
이션의 독점 사용을 제공하지 않되, 프랜차이지를 통하지 않고 ABC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
3. 판매 컨설턴트와 그 판매 인력이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광고
판매에 종사할 수 있는 계약을 해당 판매 조직 및 기타 판매 컨설
턴트와 체결할 권리. 단, 판매 컨설턴트는 ABC.com 상표를 주요 상
호로 활용할 라이선스는 없으나, “ABC.com 공식 딜러”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제V조에 따라 프랜
차이지의 지역 안에서 각 판매 컨설턴트의 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
광고 판매를 토대로 커미션을 받는다. 판매 조직은 옵션이며 프랜
차이즈는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단, 시장에 이미 설립되고 거래
가 계속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체결 시 프랜차이즈 수수료 ______________
달러($) (이하 “프랜차이즈 수수료”라 함)를 프랜차이저에 지급한다.
전술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제 경비와 타인에게 본 프랜차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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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할 기회의 손실이나 지연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 작성시 전액 획
득하며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계약 및/혹은 본 계약
에 첨부된 별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최초 수수료는 단위당 매출을 토대로 한다. 단위는 인구 25,000 명
이하의 소도시나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인구 25,000 명 이하의 소도
시나 도시에 대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1,500 달러이다. 인구 25,000
명 이상의 소도시나 도시는 인구 1인당 0.06 달러를 할증료로 부과한
다. 예를 들어, 소도시나 도시 인구가 15,000 명이면 프랜차이즈 수수
료는 1,500 달러이고 인구가 3만 명인 소도시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1,800 달러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즉시 납부
해야 한다. 인구는 미국 인구조사국 최신 통계를 토대로 한다. 프랜차
이지가 ABC Plus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4,500 달러에 인접 단위
세(3) 개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할 때 각 프랜차이즈 단위별
로 “웹 호스팅 수수료” 총 일백오십 달러($150.00)를 프랜차이저에
게 지급해야 한다. 웹 호스팅 수수료는 연간 수수료로 프랜차이즈 계
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년마다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한다. 웹 호스팅
수수료는 웹 호스팅과 관련된 인건비와 유지보수, 통신을 비롯한 제
반 비용을 프랜차이저에게 변상하기 위하여 매년(5%) 인상된다. 프랜
차이지가 재발성 호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랜차이
즈 계약 위반이 된다.
C. 프랜차이지는 다양한 조건에서 완전하고 상세한 균일성은 가능하지도 현
실성도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저는 특히 본인의 재량에 따라 특정 상황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현장이나
상황의 특성과 거래 지역의 인구, 인구밀도, 사업 가능성, 기존 사업 관
행, 기타 프랜차이저가 해당 프랜차이지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하
다고 간주하는 기타 조건을 토대로 시스템 프랜차이지에 대한 표준을 변
경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본 계약에
따라 그와 유사한 변동을 공개하거나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III. 기한 및 갱신
A. 본 계약은 계약 작성일부터 발효되어 최초 기한 오(5) 년 동안 구속력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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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랜차이지는 최초 기한이 만료될 때 각기 오(5) 년간 연속 이(2) 회
본 프랜차이즈를 갱신할 권리가 있다. 단, 하기의 조건 일체가 충족되
어야 한다.
1. 본 계약의 전체 기한 동안 본 계약의 규정 일체를 실질적으로 준수하였다.
2. 프랜차이지는 하기의 규정대로 프랜차이저에게 갱신 통지서를 발송
하였다.
3.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나 그 계열사에 대한 금전적 채무 전액을 변
제하였으며 본 계약의 기한 동안 이러한 의무를 적시에 준수하였다.
4. 갱신 시 프랜차이지는 모든 면에서 본 계약을 대체하고 매출 커미
션 비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계약의 약관과 상이한
갱신 당시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프랜차이저가 선택하
는 갱신 서류(프랜차이즈 계약이 갱신 프랜차이즈의 교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히 변경함)를 작성하였다. 단,
프랜차이지는 갱신 당시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그에 상당하는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당시 요구하는 자격과 훈련 요건을 준
수하였다.
C.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만료 시 본 프랜차이즈 갱신을 원할 경우, 본
계약의 최초 기한이 만료되고 육(6) 개월 이전부터 십이(12) 개월 이
내에 갱신 의사를 프랜차이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프랜차이
저는 해당 적시 통지를 수령한 후 삼십(30) 일 안에 갱신 프랜차이즈
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지의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프랜차이
지에게 제공한다. 통지서에서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갱신 프
랜차이즈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갱신 프랜차이즈를 취득할 프랜차
이지의 권리는 본 계약과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 및/혹은 프랜차이
저 계열사 간에 체결하는 기타 계약의 지속적인 엄수를 조건으로 한
다.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갱신 합의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의 결정 사유를 명기하는 통지서를
제공한다. 프랜차이지가 갱신 프랜차이즈의 취득 자격이 없지만 비준
수의 성격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갱
신 프랜차이지의 교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이
에 따라 프랜차이지에게 그 의사를 통지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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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비준수 통지서를 수령한 후 삼십(30) 일 안에 비준수를 시정하
는 경우 갱신 프랜차이즈를 취득할 자격을 얻는다.
IV. 사업 장소
A. 프랜차이지는 지역에 소재하는 점포(이하 “점포”라 함)에서 프랜차
이즈 사업을 위한 사무소를 배치해야 한다. 점포 장소에서의 프랜차이
즈 사업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지가 인수하는 것은 프랜
차이즈 사업의 안정성에 관한 프랜차이지의 독자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다. 프랜차이지는 주요 소유권자 거주지(지역구획법에 따라 결정)에
프랜차이즈 사업용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장소를 평
가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지가 ABC Plus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프랜차
이즈 사업과 동일 지역 안에 소재하는 보관 시설을 임대해야 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체결 이후 구십(90) 일 안에 하기의 조치를 취
하거나 이를 지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1. 필요한 건설, 공공설비, 간판, 건강, 사업 면허 및 라이선스 일체와
기타 필수 면허 및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2. 프랜차이저가 승인하는 레이아웃 및 규격에 따라 점포에 필요한 개
수 공사 일체를 실시하고, 프랜차이지 점포를 장식한다.
3 필요한 컴퓨터 장비와 가구, 비품, 간판 일체를 구입 및 설치한다.
4. 개장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한다.
5.프랜차이지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다.
C.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개장하고 하기의 시기까지 업무를
개시한다.
1. 본 계약 제IV조의 기타 규정에 준하는 의무를 일체 이행할 때까지
2. 프랜차이저가 정식으로 작성한 전화번호 및 목록의 담보적 양도 양
식을 수령할 때까지
3. 프랜차이지와 직원이 최초 훈련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수할 때
까지.
4. 프랜차이지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점유 및 승인 증서(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를 비롯하여 해당 정부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건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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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간판, 건강, 위생, 사업, 기타 면허 및 라이선스 일체를 취득
하였다는 증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할 때까지
5.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 일체의 사본이나 프랜차이저가 요구하
는 보험 및 보험료 지급에 대한 기타 증빙을 프랜차이저에게 제공
할 때까지.
D.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백 이십(120) 일 이내에, 단 제V
조에 명시된 최초 훈련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연후 본 약관
을 준수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개장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V. 훈련 및 지원
A.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지의 관리자에게 훈련을 제공하
고, 이들은 해당 훈련과 친숙화 과정을 성공리에 이수해야 한다. 최
초 훈련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의 여러 측면을 취급하며 삼(3) 단계
로 진행된다(이하 “I-III단계”라 함).
I단계 본 단계는 프랜차이지의 기술 배경과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 일이 소요되는 자습 과정이다. 프랜차이지가 I
단계를 성공리에 이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으로 시행하는 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II단계 ABC의 경우: 본 단계는 온라인 상에서 수 주에 걸쳐 열두(12)
시간 지속된다. 프랜차이지는 ABC.com의 본사나 프랜차이지
가 선정하고 실내 훈련을 위해 프랜차이지 시장 내에 존재하
는 장소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저가 운영하는 기타 장소에 방문
할 수 있다. 실내 훈련을 권장하되 의무사항은 아니다. 본 단
계는 제품과 서비스 뿐 아니라 판매 및 홍보 기술에 대한 이
해를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BC Plus의 경우: 본 단계는 온라인 상에서 수 주에 걸쳐 열
여덟(18) 시간 지속된다. 프랜차이지는 ABC.com의 본사나 프랜
차이지가 선정하고 실내 훈련을 위해 프랜차이지 시장 내에 존
재하는 장소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저가 운영하는 기타 장소에
방문할 수 있다. 실내 훈련을 권장하되 의무사항은 아니다. 본
단계는 ABC.com 훈련 열두(12) 시간부터 시작되며 그 이후 경
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훈련 여섯(6) 시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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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단계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지는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프랜차이
지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설립할 때 발생하는 관련 현안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제공
한다. 프랜차이저는 정규 영업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팩스나 전화, 인터넷으로 연락할 수 있다.
프랜차이지가 사내 훈련을 선택하면 교통비와 숙박비, 생활비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프랜차이지와 종업원이 최초
훈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프랜차이지가 전적으
로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지가 온라인 훈련을 선택하면, 관련
비용은 전화회의에 연결되는 장거리 전화비용에 불과하다.
B. 프랜차이저는 지속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지가 정규 영업시간
동안 매출 문제나 사업, 기술상의 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와 연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회선을 제공한다.
C. 프랜차이저는 종전에 훈련을 받거나 경력이 있는 프랜차이지나 이들
의 매니저, 직원에게 재훈련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제공하고 이들에
게 해당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이를 성공리에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온라인이나 사내 훈련을 선택할 수 있다.
VI. 시스템 및 상표의 사용
A.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는 “ABC.com”과 상표
는 프랜차이저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해당 상호나 상표, 서비
스 상표에는 귀중한 신용이 부여되었으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명
시된 방식과 범위에 한하여 동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B. 프랜차이지는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의 독
점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판매
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프랜차이지의 권리는 구체적
으로 지역에 국한되며, 본 계약의 규정 대로 프랜차이저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다. 전술한 권리는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시 종료된다.
C.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상표가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고 인정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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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가 사업을 처리하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기타 개인업체 명이나
그 일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밖에 프랜차이
지의 상표 사용은 프랜차이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지역 내 유사 업종과 관련하여 기존의 상표 사용에 대해 타인이 권리
를 주장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해당 권리 주장의 방어에 프랜차이지
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프랜차이저가 부담한다. 프랜
차이지는 지역 내에서 상표나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명칭 및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숙지한 후 오(5) 일 안에 프랜차이저에
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E. 프랜차이저가 언제든지 단독 재량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상표의 사용
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 추가 또는 독립 상호나 상표, 서비스 상표,
기타 상업용 심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
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고지 이후 합당한 시한 안에 이를 준수하기
로 합의한다.
F.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BC.com”이나
“Ezdropoff.com”, 이의 변형 문구를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없다. “ABC.com” 도메인명(ABC.com,
ABC.net, ABC.tv 포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고 웹사이
트를 작성할 수 있는 단독 권리는 프랜차이저에게 있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매뉴얼에서 지정하는 해당 도메인 명에 대한 권리와 자
격, 이익 일체의 소유권자는 프랜차이저라고 인정한다.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지의 웹페이지와 기타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나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승인할 권리는 프랜차이저가 갖는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의뢰가 있을 경우 프랜차이지의 웹 페이지와 기타 웹
사이트를 연결하는 프레임과 링크를 오(5) 일 안에 제거해야 한다.
G. ABC Plus 프랜차이즈는 이베이나 기타 제공업자의 경매 사이트를 보
유하거나 여타 조건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본
금지의 위반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즉각 해지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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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운영 매뉴얼
A. 본 계약이 발효되는 동안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가 개별 프랜차이
즈를 위해 수시로 규정하는 의무 및 권장 규격과 표준, 운영 절차, 규
칙, 프랜차이지의 기타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 사본 한(1)
부를 프랜차이지에 대여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가 규정하는
규격이나 표준, 운영 절차, 규칙에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때에 따라 기밀 운영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할 권리가 있다.
단, 해당 추가나 변경은 본 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지의 기본 지위와
권리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해당 추가나 변경을 단행할 수 있다. 프랜차이지는 통지
즉시 해당 변경을 채택해야 한다.
B. 매뉴얼은 항시 프랜차이저의 단독 재산으로 본 계약의 만료나 기타
해지 즉시 반환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매뉴얼의 일부를 공개, 복제
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이를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C. 매뉴얼은 프랜차이저의 독점 정보를 포함하며 프랜차이즈 기한 동안
과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 이를 극비로 해야 한다. 프랜차이지
는 최신 업데이트 매뉴얼을 점포에 항시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자가 매뉴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저장
장치에 매뉴얼을 비치하고, 매뉴얼에서 정의하는 대로 공인된 담당
직원에 한하여 열쇠나 해당 저장장소에 대한 접근을 승인해야 한다.
매뉴얼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저 본사에 비치
한 매뉴얼 마스터 사본의 조건을 적용한다.
VIII. 기밀정보
A.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방법과 기법, 포맷, 규격, 절차,
정보, 시스템, 경영 방법, 판매 및 판촉 기법, 지식, 경험으로 구성되
는 특정 독점 기밀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소유한다. 프랜차
이저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
과 매뉴얼, 지침에 기밀정보를 공개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기
한 동안 직무를 이행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기
밀정보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기타 투자 사업을 위한 기밀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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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나 복제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구성한다고 인정한다. 프랜차
이지는 기밀정보는 독점정보로 프랜차이저의 영업비밀을 포함하며,
프랜차이지(프랜차이지가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에는 주주나 조합원, 회원, 관리자)는 이에 (a) 기타 사업이나 자격으
로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b) 본 계약의 기한 동안과 이후 기밀
정보를 극비로 하고, (c) 서면이나 기타 유형의 형태로 공개되는 기밀
정보의 일부를 무단 복제하지 않으며, (d) 기밀정보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규정하는 합당한 일체
의 절차를 채택 및 실행하기로 합의한다는 조건 하에 프랜차이지에게
기밀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지적 재산의
보호 여부나 프랜차이지나 그 소유권자, 직원의 작성 여부를 불문하
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나 개념, 기법, 자료 일체는 프
랜차이저에게 즉시 공개해야 하며, 프랜차이저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이자 시스템의 일부, 고용저작물로 간주한다. 여타 품목이 프랜
차이저의 “고용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지는 해당
품목의 소유권과 해당 품목에 대한 관련 권리 일체를 프랜차이저에게
양도하고, 프랜차이저가 소유권을 입증하거나 품목에 포함된 지적재
산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요청하는 양도증서나 기타 서류
에 서명해야 한다.
B.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각 주주나 임원, 이사, 조합원, 직원, 회
원, 관리자, 프랜차이지가 개인인 경우 프랜차이지의 배우자가 프랜차
이저가 승인하는 양식으로 기밀유지 및 경쟁금지 계약의 작성을 지시
하도록 프랜차이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IX. 시스템 변경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신설 또는 변경
상표나 저작권 보호 자료, 신형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또는
신기술의 채택 및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프랜차이저가 시스
템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시스템 변동이 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해당 변경
을 승인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프랜차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나 수정으로 인하여 합당하게 필요한 지출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지는 프
랜차이저의 서면 허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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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광고
A. 개인 프랜차이지는 지역 내 광고에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프랜차이
지는 프랜차이저의 승인에 따라 자체 광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는 지역 광고 및 판촉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의 변경은 사용 전에 프랜차이저의 서면 승
인을 받아야 한다.
B. ABC Plus 프랜차이지는 총수입의 1%를 ABC.com 전국 광고 기금에
출자해야 한다. 본 기음을 출자하지 않는 ABC Plus 프랜차이지는 없
다. 익년 회계 연도 동안에는 기금 가운데 약 35%를 미디어에, 20%를
광고 자료 제작에, 20%를 홍보에, 10%를 후원에, 15%를 관리에 지출
할 계획이다. ABC 본사는 프랜차이지의 지리적 지역 광고에 지정된
광고 기금을 지출할 의무가 없다. 프랜차이저는 기금에 대한 연간 회
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프랜차이지는 연 1회 요청 시 이를 검토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감사를 받지 않는다. 광고 기금액은 대부분 출자 연도
에 지출한다. 미사용 기금은 익년에 사용할 계정에 보관한다. 이는 본
항이 아니라 OC, 11항에 해당된다.
C. 프랜차이지는 지역 전화번호부 업종별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광고할
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지는 “인터넷 서비스”나 프랜차이저가 적합
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해당 목록 하에 광고를 해야 한다. 대도시 지
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1) 곳이 넘는 경우, 업
종별 광고는 해당 업종별 전화번호부 보급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랜차
이즈 업체를 전부 등재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필요에 따라 프랜차
이저가 규정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해당 전화번호부 등재를 프랜차이
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본 계약의 해지
나 만료 시 발효된다.
D.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판촉 자료나 광고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지
는 적절한 ©나 ® 등록상표나 TM 또는 SM 명칭 없이 프랜차이저의
저작권 보호 자료나 상표, 저작권, 서비스 상표, 상업용 심볼을 광고
나 기타 형태의 판촉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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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프랜차이지에 대한 지급
A.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특정 계좌에 대해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저는 각 역월이 종료된 후 십오(15)
일 이내와 본 계약 별첨 B에 포함된 일정에 따라 프랜차이저가 프랜
차이지 지역 내 매출을 토대로 각 프랜차이지나 판매 컨설턴트로부터
실제로, 최종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각 서비스나 기타 인터넷
광고 서비스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프랜차이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기의 단서를 적용한다:
1.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중대한 요건의 중대한 측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지는 해당 결함을 프랜차이저가 합당
하게 납득할 수 있게 시정할 때까지 판매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2. 프랜차이지는 최초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지역에서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하
는 수수료를 토대로 판매 커미션을 공유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B. 본 절에 따른 대금 지급은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직후 영구히 중지
하되, 프랜차이지는 만료 또는 해지 발효일 현재 발생한 대금을 전액
수령한다.
C. 프랜차이지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대금 지급은 기발생하거나 만기가
되거나 지불해야 할 대금이 아니라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토대로
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에 지급해야 하는 과거 만기
부채에 수령 대금을 충당한다.
D.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나 기타 대금에 대해 프랜차이저
에게 지급할 금액과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지급할 대금을 상
계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지는 이에 상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프랜차이저는 매출 커미션이나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기타 대
금에 대해 프랜차이지에게 지급할 금액과 프랜차이저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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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청구, 회계, 기록
A.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저나 대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광고 서비스 및 서비스 매출에 대한 비용 청구와 송장 발송 업무 일
체를 취급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행하
는 서비스나 기타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에 대해 지급할 금액을 징수
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최선을 다한다. 프랜차이저는 프
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 받아야 할 대금
전액을 본인의 재량에 따라 협상, 결제, 할인, 매입, 탕감하거나 추심
기관에 양도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추심할 수 있다.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할 대금을 충당한 후,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이나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 간에 체결하는 기타 계약에 명시한 대로 매
월 커미션을 프랜차이지에게 지급한다.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이나 기
타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된 대금을 공제한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
지가 직전 월에 수령하는 징수액을 토대로 매월 십오(15) 일까지 프랜
차이지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해당 월 십오(15) 일이 휴일이나
토, 일요일인 경우 날짜는 자동으로 익일 업무일로 연장한다. 프랜차
이저는 이와 동시에 청구 수입과 상쇄액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상술하
는 재무 보고서(전자 또는 기타 양식)를 프랜차이지에게 발송한다. 프
랜차이저는 미수금을 전액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징수 시기나
최종적인 징수의 성공 여부에 대한 보장이나 보증은 하지 않는다. 프
랜차이저는 대금 징수를 위한 표준 절차의 시행을 제외한 의무를 지
지 않는다. 일부 계정은 타 계정에 비해 평판이나 신뢰도가 높은 경우
가 있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최초로 계정을 제공했더라도
타인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시기나 추심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B.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지는 매뉴얼에 명시된 기한 동안 프랜
차이저가 매뉴얼에 규정하는 표준 회계 시스템에 따라 상세하고 완전
하며 정확한 장부와 기록, 회계 또는 기타 서면을 유지 및 보존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과 그 이후 삼(3) 년 동안 송
장과 급료지불명세서, 급료수표 내역서, 판매세 기록 및 신고서, 현금
영수증 및 지출 분개장, 일반 장부,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 기타
프랜차이저가 규정하거나 법률상 필요한 재무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장부와 기록 일체를 보유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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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랜차이지는 익 역월/역분기 이후 십오(15) 일 이내에 프랜차이저가
승인하는 양식으로 전 역월/역분기의 말일 기준 재무제표와 해당 역
월/역분기 및 프랜차이지의 당일 회계연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프
랜차이저나 지정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지
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 매 역년 말일 이후 사십오(45) 일 이내에 재
무제표의 공정한 발표에 필요한 정산 일체를 비롯하여 발생주의 원칙
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역년의 손익계산서와 해당 역년 말일 기준 재무
제표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하되 그 비용은 프랜차이지가 부담한다.
D. 프랜차이저나 지정 대리인은 프랜차이지의 장부와 기록, 납세 신고서를
합당한 시기에 자비로 검사 및 복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덧붙여, 프
랜차이저는 클라이언트나 종업원, 판매업자 및/혹은 공급자를 면담할
권리를 갖는다. 프랜차이저는 언제든지 프랜차이지의 장부에 대해 독립
된 감사를 지시할 권리가 있으며 그 비용은 프랜차이저가 부담한다.
XIII. 품질 및 성능 표준
A.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의 모든 면면은 (i) 엄격하고 균
일한 운영 표준을 개발하고 (ii) 서비스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및 제품 수요를 제고하고 (iii) ABC.com 홈페이지 로컬 사
이트의 시청률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지 뿐 아
니라 프랜차이저와 기타 프랜차이지에게도 중요하다는 점을 양지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과 매뉴얼, 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기타 서면
정책에 명시된 요건 일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프랜차이저가 수시
로 매뉴얼에 규정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의무 규격과 표준, 운영
절차 및 규칙은 본 계약에 전부 명시된 것처럼 본 계약의 규정을 구
성한다. 본 조항에서 본 계약에 대한 언급 일체는 해당 의무 규격과
표준, 운영 절차,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XIII절의 규
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C. 프랜차이지는 ABC.com 사업의 운영은 판매 권유 및 마케팅에 대한
중시를 수반한다고 인정한다. 이에 덧붙여, 대도시 시장에서 활동하
는 프랜차이지는 판매 컨설턴트를 개발, 관리, 모집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는 점을 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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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랜차이지는 광고 및 인터넷 제품과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인가하는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를 사용하며, 프랜차
이저 업체나 동 업체가 점유하는 점포를 통해 다른 카테고리의 서비
스나 용품, 상품, 제품, 액세서리를 전시, 판매, 제공하거나 본 계약과
매뉴얼을 엄수하는 ABC.com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이외의 용도로 해
당 프랜차이즈 업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 프랜차이즈 업체는 항시 프랜차이지의 직접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을 토대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양지한다. 정규직은 휴가나 병가 등을 제외하고 주 삼
십오(35)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F.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라이선스와
면허, 증서를 모두 취득 및 보유하고, 정부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
한하지 않고 준거법과 조례, 규정 일체를 엄수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을 운영해야 한다.
G. 프랜차이지가 매체에 사용하는 광고 및 판촉 활동 일체는 품격 있게
진행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 지원 활동의 유형과 품질, 기타 특징
을 정확히 판촉, 설명, 표현해야 한다.
H.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승인하는 클라이언트 양식과 송장, 표준
계약서만 사용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가 승인한
공급업자로부터 해당 양식을 구한다. 프랜차이지가 발급하는 클라이
언트 계약서와 송장 일체는 매일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I.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지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종업원 자격 증명서에
대한 소송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이나 재정 상태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나 소, 소송절차의 개시나 법원이나 기관, 기
타 정부 관청의 명령이나 영장, 금지명령, 판정, 판결의 발부 이후 오
(5) 일 안에 프랜차이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XIV. 프랜차이저의 운영 지원
A.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의 대리인은 프랜차이지의 의뢰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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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상담과 지원, 지도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프랜차이지를 방문하는 프
랜차이저와 관련된 수수료는 일당 150 달러에 출장비 전액을 더한 금
액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하는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의 대
리인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양측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업체 운
영에 필요한 변경이나 개선 제안을 설명하고 해당 방문의 결과 해당
운영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미비점을 상술하는 서면 방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면 보고서 사본은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할 수 있다.
B. 프랜차이저는 신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시장 동향, 신규 프로그램의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프랜차이지
는 프랜차이지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신규 프로그램 및/혹은 서비스를
시범 마케팅하고 연구 및 시험 프로그램에 관한 적시 보고서와 기타
관련 정보를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하여 해당 연구 및 시험 프로그램에
협력 및 참가하기로 합의한다. 프랜차이지는 신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다.
XV. 보험
A.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저가 본인과 프랜차이지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구하는 대로 프랜차이지의 사업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책임, 대인 피해, 사망,
대물 피해, 경비에 대해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 임원, 이사, 파트
너, 직원을 보호하는 보험을 자비로 가입 및 유지해야 한다. 프랜차이
저는 해당 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기재한다.
B. 해당 보험은 프랜차이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인가를 받고 매뉴얼이
나 기타 서면에 명시된 표준 및 규격에 따라 A.M. Best의 주요 신용
도 가이드에 표시한 대로 신용등급 “A” 이상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한 (프랜차이저가 수시로 전체 프랜차이
지에 대해 상이한 보험 및 가입 한도를 매뉴얼이나 기타 서면에 합당
하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의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사용하는 가구와 비품, 장비, 용품, 기타
재산에 대해 장비 개선 및 개량의 전체 수리 뿐 아니라 교체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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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보상하는 “전 위험”이나 “특별형” 보험(해난 및 도난 보험에 대
해 알려진 노출이 있을 경우 홍수 및/혹은 지진 보험을 포함한다).
단, 일천 달러($1,000.00)를 넘지 않는 적절한 공제조항은 허용한다.
근로자 보상 및 사용자 책임 보험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재
및 운영되는 주나 카운티 법령이나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보험.
ABC Plus 프랜차이지를 제외한 개별 프랜차이지는 자택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기에 기술하는 보험은 전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매년 75 달러의 특약 보험으로 프랜차이저가 제공
하는 과실누락배상보험은 제외하며, 해당 금액은 프랜차이저와 보
험회사의 마스터 정책 비용을 토대로 향후 인상될 수 있다.
ABC Plus의 경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현행 매뉴얼 버전에
지정하는 규격에 따라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제조물
책임 보험을 비롯하여 사고 기준에 따라 자산과 인명, 활동 일체를
보상하는 종합 공공 책임 보험을 매입 및 유지해야 하며 인명 피해
나 사망, 대물 피해에 대한 통합 단일 한도는 1,000,000 달러 이상
으로 한다. 프랜차이저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상황의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년 최저 보험 요건을 인상할 수 있다. 프
랜차이지는 프랜차이지가 점유하는 매도인의 물품 손실이나 파손
총액을 보상할 수탁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상 보험이나 장애보상보험, 준거법상 필요한 기타 보험 유형을
유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에 따라 요구하는 각 보험은
프랜차이저에 대한 삼십(30) 일 사전 서면 고지 없이 보험을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은 공인된 책임 보험 회사가
발급하고, 프랜차이저를 추가 피보험자로 기재해야 하며 그 양식이
나 내용, 보상 범위를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
이지는 각 보험을 증명하는 보험회사의 증서를 보험 갱신 이후 십
(10) 일 안에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상범위가 하기와 같은 점포당 총액을 비롯한 일반 상업 책임 보
험: 광의의 계약상 책임; 대인 피해; 의료비 지급 및 화재 손해 책
임; 하기의 한도에 속하는 일반 종합 보험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이에 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제 대인
피해나 대물 피해, 그 주장을 토대로 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클레임이나 소, 의무, 채무, 손해 전액에
대한 회사 및 프랜차이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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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보상 범위
일반 종합
대인 피해
건별
화재손해(화재 건당)
의료비(인당)
자동차 책임보험(자가용, 임대, 비자가용 보험)

최저 보험 한도
500,000
500,000
500,000
50,000
5,000
500,000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달러
달러

프랜차이저는 인플레이션이나 향후 클레임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항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C. 책임 보험이 부여하는 보험액은 어떤 경우에도 프랜차이저가 유지하
는 보험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본 계약 체결 이후 육십(60) 일 안
에, 단 어떤 경우에도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을 개시하기 삼십(30) 일
이전에 프랜차이지는 전술한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보험증서를 프
랜차이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증서는 프랜차이저
에 대한 삼십(30) 일 사전 서면 고지 없이 전술한 보험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명기해야 하며, 보험료 지급 증빙을 반영해야 한다.
해당 보험의 유지와 본 XV.C절에 따른 프랜차이지의 의무 이행은 본
계약에 명시된 배상 규정에 따른 프랜차이지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는
다. 상기에서 요구하는 최저 한도는 상황에 따라 프랜차이지에 대한
서면 통보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D.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상 필요한 해당 보험을
구입 및 유지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해당 보험을 즉시 구입하
고 동 보험료를 프랜차이지에게 청구할 권리와 권한(단, 의무는 지지
않는다)이 있으며, 프랜차이지는 통지를 받는 즉시 프랜차이저가 해
당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 경비에 합당한 수수료와 함께 해당
청구액을 지급해야 한다.
XVI. 서약
A.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XVI절에서 사용하는 “프랜차이
지”는 일괄적으로나 개별적으로 XXXII절에서 정의하는 프랜차이지
를 포함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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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기한 동안 프랜차이저가 별도 서면으로 승인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본인을 위하거나 타
인이나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기타 법인을 통하거나 이
를 대신하여 하기의 각 호를 수행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1.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이나 고객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권유를
통해 경쟁사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시도하거나, 직접적으로나 간접
적으로 상표나 시스템과 관련된 신용에 피해를 주거나 이를 훼손하
는 기타 행위.
2.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가 라이선스를 교부한 기타 프랜차이지가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이의 고용을 시도하거나, 직
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권유를
시도하는 행위.
3. 인터넷 광고 서비스와 온라인 경매, 관련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전문으로 하는 경쟁 업체(본 계약 체결 이전에 프랜차이
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포함)를 소유, 유지, 종사, 협의하거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행위.
C. 프랜차이지는 특히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와 시스템의 판촉과 운
영, 판매, 마케팅 방법 및 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
지 않고 특정 영업 비밀과 기밀정보를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별도의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 일(1) 년 동안 해지 사유를 불
문하고, 하기의 지역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본인을 위하거나
타인이나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기타 법인을 통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인터넷 광고 서비스와 온라인 경매, 관련 서비스, 시스
템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제
공을 전부 또는 일부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소유, 유지, 종사, 협의하
거나 기타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1. 프랜차이즈 업체가 위치한 대도시 통계 지역
2.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 계열사가 프랜차이즈를 교부하거나 소유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타 업체의 지역 반경 십(10) 마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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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술한 각 서약은 본 계약의 기타 서약이나 규정과 독립된 것으로 해
석한다. 프랜차이저가 당사자인 종심 판결에서 관할 법원이나 기관이
본 XVI절의 서약 전부나 일부를 부당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
시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그로 인한 서약이 본 절에 별도로 기재되고
본 절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해당 서약의 약관에 포함되고 법률로
허용하는 최대 직무를 부과하는 완화된 서약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E.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동의 없이 본 계약 XVI.B
및 XVI.C절이나 그 일부에 명시된 서약의 범위를 단독 재량으로 축
소할 권리가 있고 이는 프랜차이지가 서면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발효되며, 프랜차이지는 그와 같이 변경되는 서약을 즉각 준수하고
XXVII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집행할 수 있다고 양지한다.
F. 프랜차이저는 관리와 감독,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프랜차이지의 직원이
나 프랜차이저로부터 훈련을 받는 직원 전원에게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이와 유사한 서약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G.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저의 독점, 기밀, 특별 정보 보호
를 위한 제한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적인 형평법
상의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본 XVI절의 약관 위반은 금전 보상
만으로 프랜차이저를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XVII. 불이행과 해지
A.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지만 프랜차이저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반에 관한 서면 고지를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한
후 합당한 시한 안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거나 이의 시정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당 위반이
삼십(30) 일 안에 타당하게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저가
불이행에 관해 서면 고지를 수령한 후 합당한 시한 안에 해당 상호
위반의 시정에 즉시 착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당
노력의 합당한 증빙을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
지는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해당 해지의 효력은 해당 위
반이 시정되지 않았고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통
지서를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하고 삼십(30) 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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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랜차이지나 프랜차이지의 소유권자, 회원, 이사, 일반 파트너, 임원,
주요 직원이 하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해지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한다.
1. 본 계약 제III조의 규정대로 점포를 개설하고 장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 제IV조의 규정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
3. 프랜차이즈 신청서에 중대한 허위진술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4.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죄나 기타 범죄,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항변이 가
능한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5. 매뉴얼을 무단으로 사용, 공개, 복제하거나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
지에게 제공하는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공개, 사용하는 경우.
6. 프랜차이저가 승인하는 목적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오(5) 연속일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방기하
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점포 임
대 만료나 해지 이후 승인된 시한 안에 승인된 점포로 재배치하지
않는 경우.
7.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의 지배권을 명도 또는 이전하거나, 프랜차이
지에 포함되는 프랜차이즈나 소유권 지분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
로 무단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망하거나 자격
이 박탈되는 지배 소유권자가 프랜차이지에 소유하는 이익의 양도
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8. 파산이 선고되거나, 적극적인 지급불능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불능의
소나 청원을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이 프랜차이지의 재산이나 그 일
부에 대해 관재인(상임 또는 임시)을 지명하거나, 최종 판결이 삼십
(30) 일 이상 확실히 충족되지 않거나(단, 대체 채권이 제출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프랜차이지의 사업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이 실시되거나, 점포나 장비에 대한 선취특권이나 저당권을 유질처
분하기 위한 소송이 프랜차이지를 상대로 제기되어 삼십(30) 일 안
에 기각되지 않거나 기각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9. 상표를 현저히 오용하거나 무단 사용하거나 상표와 관련된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킬 것으로 합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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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십이(12) 연속월 안에 이(2) 회 이상 만기가 된 보고서나 기타 정
보, 입증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 계열
사로부터 매입한 대금이나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저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준수 불이행 고지
이후 시정 여부를 불문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1. 건강이나 안전 관련 법률이나 조례,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클라이언트나 일반인에게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
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2. ABC Plus 프랜차이지가 이베이나 기타 제공업자로부터 경매 사이
트를 소유할 수 없거나 어떤 조건으로도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C. 프랜차이지가 하기 각 호에 해당하고 지정된 기한 안에 프랜차이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단독 재량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다.
1.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저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대금이나 프랜차이
저와 프랜차이저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 대금을 지급하지 않
거나 이를 거절하고, 해당 불이행에 관한 서면 고지 이후 삼십(30)
일 안에 해당 불이행이나 거부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의 매뉴얼이나 기타 서면에서 정한 기타 규정이나 의무 규
격,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의 준수를 거부하고, 삼
십(30) 일 안에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지에게 해
당 준수 불이행의 서면 고지를 전달한 후 삼십(30) 일 안에 이를 합
당하게 시정할 수 없을 때는, 프랜차이지가 해당 불이행을 시정하
기 위하여 합당한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정이 발효될 때까지 합당한
시정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프랜차이저가 용인할 만한 증거를 제
시하지 않는 경우.
D. 본 계약의 규정이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단축된 고지 기간을
규정하거나 준거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한 해지나 해제, 비갱신,
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준거법에 부합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발효되지 않으며, 프랜차이지는 각 현안과 관련하여 준거법을 준
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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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만료나 해지에 따른 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시, 본 계약과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지에게
교부된 권리 일체는 즉각 해지되며 하기의 각 호가 적용된다.
A.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
고 그 이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본인을 프랜차이저의 전현직
프랜차이지라고 진술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B. 프랜차이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프랜차이지는 점포에 유효한 약정 사무
공간 임대계약에 포함된 이익을 프랜차이저에게 양도하고(또는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프랜차이지의 임대계약과 동일한 약관에 따라 잔여 기
한 동안 전대),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이후 삼십(30) 일 안에 본 의무
의 준수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C. 프랜차이지는 광고나 그 밖의 방식으로 시스템과 관련된 기밀 방법이
나 절차, 영업 비밀, 공정, 기법, 상표, 기타 독특한 형태, 슬로건, 기
호, 심볼, 로고, 상표나 시스템과 관련된 장치의 사용을 즉각적으로
영구히 중지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지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간판
과 광고 자료, 문구류, 상표를 전시하는 양식 및 기타 물품 일체의 사
용을 중지해야 한다.
D. 프랜차이지는 “ABC.com” 상호나 “ABC.com”, 기타 상표를 포함
하고 주 정부나 시, 카운티 당국에 제출한 인수 상호나 그에 상당하
는 등록을 프랜차이저의 재량에 따라 취소하거나 프랜차이저에게 양
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이후 삼십
(30) 일 안에 본 의무의 준수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증거
를 제공해야 한다.
E.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즉시 완납해야 한
다. 프랜차이지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당 대금은 프랜차
이저가 불이행을 인해 부담하는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
에 국한하지 않고 손해와 비용, 경비 전액을 포함한다.
F. 프랜차이지는 본 XVIII절이나 XVI절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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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나 기타 구제책을 구하는 과정에서 본 계약에서 부과되는 프랜
차이즈의 해지나 만료 이후 프랜차이저가 부담하는 합당한 변호사 수
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손해와 비용, 경비 전액을 프랜
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한다.
G. 프랜차이지는 매뉴얼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관하여 프
랜차이저가 제공한 기타 매뉴얼, 클라이언트 목록, 기록, 파일, 설명
서, 브로슈어, 계약서, 공개 보고서, 기타 자료 일체를 프랜차이저에
게 즉시 인계해야 한다(이는 모두 프랜차이저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H. 프랜차이지는 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에 사용되는 전화 및 팩스
번호와 이메일, 인터넷 주소 일체는 프랜차이저의 재산을 구성한다고
인정한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함께 전화번호를 사용하
기 전에 해당 전화 목록 및 번호를 프랜차이저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를 작성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 계약의 해지
되는 즉시 발효된다. 이에 덧붙여, 프랜차이지는 상표와 관련된 일반
전화번호부나 업종별 전화번호부, 기타 전화번호부에 포함된 전화번
호와 팩스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지의 권리 해지나 만료 사
실을 전화회사와 전화번호 등재 기관에 통지하고 프랜차이저 또는 프
랜차이저의 지시에 따른 동 번호의 이전을 허가한다.
I. 프랜차이저는 계약의 해지나 만료 이후 삼십(30) 일 안에 본 XVIII.K절
의 규정을 제외하고, 임차 개량물과 장비, 용품, 기타 재고, 광고 자료
와 상표가 부착된 물품 일체를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산 일부
나 전부를 프랜차이지의 원가나 공정시가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현금
매입할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를 매입할 권리가 있다(단, 이에 대한
의무는 없다). 프랜차이저가 본 조항이 규정대로 매입할 선택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
을 해당 대금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
J.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 XVI절에 포함된 서약을 준수해야 한다.
K. 명시적으로 그 성격상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는 프랜
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의무 일체는 계약 만료나 해지 이후 해당 의무
가 완전히 충족되거나 그 성격상 만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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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이익의 양도
A. 프랜차이저는 본 계약과 본 계약의 권리를 양도 및 이전할 수 있으
며, 이는 프랜차이저의 상속인과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이들의
이익에 귀속된다. 단, 추후 양수인의 프랜차이저 임무 이행을 초래하
는 양도에 대해 양수인은 (i) 해당 양도 당시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
이저의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책임을 지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
며, (ii) 해당 의무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수 및 동의한다.
B.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가 교부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운데 십오 %(15%)
이상이나 기타 소유권 이익을 이전, 매각, 양도할 수 없다.
C. 본 계약에 명시한 대로 프랜차이지의 권리 및 직무와 본 계약에서 교
부되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지 개인에 국한되며, 프랜차이저는 프
랜차이지의 개인 기술과 재정 능력을 신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지나 본 계약에 포함된 프랜차이지
이익의 일부를 즉시 또는 향후 인수하는 프랜차이지의 양수인은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서 교부되는 프랜차이즈에 포함된 이익을 매각,
양도, 이전, 명도, 증여, 담보, 저당하거나 부채를 지울 수 없다. 법률
의 효력이나 그 밖의 효력에 의한 양도나 이전 주장이나 프랜차이지
권리 또는 본 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지 회사 전부나 일부, 프랜차이지
사업의 운영 통제권 전부나 일부의 채무는 무효로 하고 이는 본 계약
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며, 해당 위반에 대해 프랜차이저는 통지나
시정 기회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저가 해당 양
도나 이전, 채무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D.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과 프랜차이즈에 포함된 이익을 전부 또는 일
부,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전부나 일부를 여타 양
수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먼저
해당 거래에 대해 프랜차이저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해당 동의
는 하기의 약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1.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전액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기타 미불 채무 전액을 완납 및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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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가 소재하는 주법으로 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
지는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양식으로 연방, 주, 지방법과 규칙,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과 본 계약의 해지나 본 계약에 포함
되는 프랜차이지의 이익 양도나 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 전
부나 일부에 대한 프랜차이지의 소유권 양도에 부수되는 기타 현안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를 대행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프랜차이저의 임원과 이사, 주주, 종업원을 비롯하여 프랜
차이저를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일반 포기각서를 체결해
야 한다. 일반 포기각서를 금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포기각서를 제공한다.
3. 피이전자는 프랜차이저의 경영, 사업, 재정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의 명성과 신용 등급을 비롯하여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사업 수
행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특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
다는 점을 프랜차이저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4. 피이전자와 프랜차이저의 재량에 따라 피이전자에 대한 이익을 보
유한 자는 모두 판매 커미션과 지역 보호, 기타 주요 규정의 차이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계약에 크게 상이할 수 있는
신규 프랜차이지용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와 같이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당 계약에 명시된 기한 동안 효력을
갖는다.
5. 피이전자는 프랜차이즈나 프랜차이즈에 준하여 수행되는 사업, 매각
프랜차이지가 피이전자에게 진술한 기타 현안에 관한 여타 진술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양식에 프랜차이저와 회사를
대행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프랜차이저의 임원과 이사, 주
주, 종업원을 상대로 하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일반 포기각서를 체
결해야 한다.
6.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의 매각이나 양도에 관하여 프랜차이지와
피이전자가 체결하는 계약과 합의서, 관련 서류 일체의 전체 사본
을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E. 프랜차이지는 양도 당시 최초 프랜차이즈 수수료 가운데 이십 %(20%)
를 양도 수수료로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한다. (소도시나 도시의 경우
최대 1,500 달러; 소도시나 도시 1곳에 포함되는 다양한 우편번호는
단일 프랜차이즈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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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프랜차이지는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프랜차
이저가 요구하는 경우 피이전자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
의한다.
G. 프랜차이지가 재무 설계나 세무, 기타 편의를 위하여 설립하고 프랜
차이지가 전액 출자하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기타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에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 포함된 이익을 양도하고
자 할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동의는 하기 요건을 조
건으로 한다:
1. 법인은 신설 법인으로 하고 설립허가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
으로 활동이 국한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2. 프랜차이지는 발행 주식이나 피이전 법인에 포함되는 기타 자본 이
익의 소유권을 전부 보유하고, 프랜차이지는 주요 책임자나 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3. 프랜차이저나 계열사에 대한 프랜차이지의 의무 일체는 프랜차이저
의 동의를 얻기 이전에 완납 및 이행해야 한다.
4. 법인 양수인은 본 계약의 의무와 본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관한
기타 합의를 명시적으로 인수하는 서면 계약을 프랜차이저와 체결
한다. 해당 계약에 대해 기타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지는 해당 서면 동의를 구하여 프랜차이저의 동의를 얻기
전에 프랜차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피이전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소유권 지분 소유권자 전원은 연대해서
나 단독으로 프랜차이저에 대한 법인의 채무 완납과 계약 의무 일체
에 대한 법인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서를 프랜차이저와 체결한다.
6. 각 주권이나 기타 법인의 소유권 지분 증서는 프랜차이저가 납득할
만한 양식으로 증서 액면에 증서의 보유와 후속 양도나 이전은 본
계약에서 이전 및 양도에 부과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눈에 띄게 배서해야 한다.
7. 피이전 법인의 정관과 내규, 운영 계약, 본 계약 체결을 인가하는
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기타 준용 규정이나 서류 사본은 프랜차이저
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의 개정안도 채택 즉시 프랜차
이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이전된 프랜차이즈의 기한은 본 계약의 잔여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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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계약에 포함된 이익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포함된 소유권 지분
이전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동의는 프랜차이저가 양도인이나 양수인
에게 행사할 수 있는 클레임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약관 준수를 요구할 프랜차이저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H.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본 계약이나 프랜
차이즈 사업, 제 당사자의 관계 이력에 관한 프랜차이저의 기록 일체
나 일부를 프랜차이지의 예비 양수인 검사에 제공할 수 있다. 프랜차
이지는 이에 프랜차이저의 해당 공개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본 프랜
차이즈에 관한 프랜차이저 기록을 프랜차이지가 식별하는 예비 양수
인이 검사한 결과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손실, 피해에 대해 프랜차이
저를 무조건 면책 및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I.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장소
나 통신 매체에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본 계약에 준하여 교부되는 권리
매각에 관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XX. 프랜차이지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A. 본 계약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
실하는 경우, 전술한 개인의 상속인이나 수익권자, 수증자, 법적 대리
인, 조합원, 회원, 주주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일백 팔십(180) 일 안
에 하기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프랜차이지의 사망이나 장애 이후 육(6) 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인
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지정 관리자를 임명한다. 해당
관리자는 프랜차이저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시해야 한다.
2. 본 계약 XIX 및 XXI조의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지의 이익을 매각,
양도, 이전, 명도한다. 단, 사업을 지속할 권리의 적절한 신청을 적
시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매각, 양도, 이전,
명도 기간 일백 팔십(180) 일을 기산해야 한다. 본 XX.A.2절의 목적
을 위하여 사망이나 행위능력상실 이후 일백 팔십(180) 일이 끝날
때까지 XIX.D절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에 대해 프랜차이저가 침묵하
는 것은 해당 기간의 말일에 이행되는 이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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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별 프랜차이지나 합명회사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인 프랜차이지
의 조합원, 주주, 회원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이 상실되었으나, 전술
한 XIX절의 규정이 제공된 시한 안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
에 따라 프랜차이지에게 라이선스가 교부된 권리 일체는 프랜차이저
의 재량에 따라 즉각 해지되고 자동으로 프랜차이저에게 귀속된다.
C.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능력상실”은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이나 약물 의존, 기타 한계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사
업을 운영하거나 이를 감독할 수 없는 프랜차이지의 무능력으로 정의
한다. 본 계약에서 정의하는 행위능력상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쟁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소재하는 대도시 통계 지역에 참가하는 면허의 삼
(3) 인의 다수결로 해결한다. 해당 면허의는 각 당사자가 일(1) 인씩
지명하고, 당사자가 지명하는 의사 2인이 제3의 의사를 지명한다. 의
사 삼(3)인의 다수결은 제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전술한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반대 결정이 나오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XXI. 우선매수권
프랜차이지나 그 소유권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자산)이나 프랜차이
지의 소유권 지분, 본 계약에 포함되는 기타 소유권 지분 매각을 제안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나 그 소유권자는 성실하게 작성하는 서면 매입 안내서나
제안서, 합병 제안서와 함께 기타 계약이나 실사 자료를 비롯한 관련 서류
일체를 취득하여 프랜차이저에게 전달해야 하며, 프랜차이저는 해당 서류
접수일 이후 삼십(30) 일 동안 해당 안내서나 제안서에 포함된 가격과 약
관에 따라 소유권 지분이나 자산을 매입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프랜차이지
나 그 소유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저
는 해당 안내서나 제안에서 제안하는 지급 형태의 공정 시가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가 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XIX절
의 규정대로 프랜차이저의 사전 서면 승인에 따라 프랜차이지나 소유권자
는 안내서는 제안서를 인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서류 발행일 이후 일백이
십(120) 일 안에 매각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저는 재차 본 문서에
기재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다. 피이전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피이전자 역시 본 조항에 명시한 약관에 따라 프랜차
이저의 우선매수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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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I. 독립된 계약자와 면책
A. 본 계약은 제 당사자의 수탁관계를 조성하지 않고, 프랜차이지는 어
떤 목적으로도 프랜차이저의 대리인이나 법적 대리인, 합작회사, 조합
원, 종업원, 부하를 구성하지 않으며, 제 당사자는 프랜차이지가 독립
된 계약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부채를 지기 위하여 프랜차이저를 대신
하여 계약이나 합의, 보증, 진술을 이행하거나 프랜차이저를 대신하여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의무를 조성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한다.
B. 본 계약의 기한과 연장 기한 동안,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로부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된 계약자로
본인을 소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점포의 눈에 띄는 것이나 모든
양식, 문구류, 기타 서면 자료에 해당 사실의 고지를 전시하는 행위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적시하는데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적시할 권리는 프랜차이저에게 있다.
C.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판매를 비롯하여
그 원인에 관계 없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사
용이나 상태, 건설, 장비 설비, 장식, 정비, 운영, 또는 프랜차이지의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계가 있는 손실이나 비용, 경
비(합리적인 회계사, 변호사, 전문가 증언 수수료, 조사 및 사실 증거
비용, 재판 비용, 기타 소송 경비, 여행 및 생활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손해 및 채무에 대해 자비로 이를 방어하고 프랜차이
저와 그 일반 조합원, 주주, 이사,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 및 보호해야
한다. 해당 손실이나 클레임, 비용, 경비, 손해, 채무는 프랜차이저의
발견 여부를 불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포함된 잠재적 결함이나 기
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망이니 대인 피해, 프랜차이지나 프
랜차이저, 이들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타인, 기업, 주식회사의 대물피
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해당 손
실이나 클레임, 비용, 경비, 손해, 채무 전부나 일부가 실제로 프랜차
이저나 프랜차이저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 측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인 과실을 통하여 발생되었거나 그와 같이 주장되거나 프랜차이저나
그 대리인 또는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책임에서 발생하였는지
를 불문한다. 해당 면책 일체는 본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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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랜차이저는 승인이나 권고, 서비스를 통해 프랜차이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임이나 채무를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거나 프랜차이지
나 타인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XXIII. 기권 금지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가 보유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본 계약
에 따른 의무나 조건에 대한 프랜차이지의 엄수를 주장하지 않는 프랜차이
저의 불이행과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제 당사자의 관습이나 관
행은 본 계약의 약관에 대한 정확한 준수를 요구할 프랜차이저의 권리 포
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지의 특정 불이행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기
권은 면제를 구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으며
동일한 성격이나 상이한 성격의 후속 불이행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훼손하지 않는다. 또한 프랜차이지의 약관이나 계
약 규정, 서약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권한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보류나 누락은 프랜차이저의 권리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계약에 따른 여타 권리나 후속 위반이나 불이
행을 선언할 프랜차이저의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프랜차이저가 추후 수락하는 행위는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 약관이나 서약, 조건을 위반한 기존 행위에 대한 프
랜차이저의 기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XXIV. 통지
본 계약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통지서 일체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a)
수신 당사자(나 수신 당사자의 임원, 이사, 조합원)에게 인편으로 전달할
당시, (b) 팩스나 전신, 기타 합당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익 영업일, (c) 익일 배송을 보장하는 상용 택배 서비스에
기탁한 후 이(2) 업무일 후, (d) 영수증 반송부 요금선납 등기우편이나 증명
우편으로 미국 우정국에 예치한 후 오(5) 업무일 후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
며, 통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 최신 주 영업 주소의 피통보 당사자
에게 발송한다. 본 계약에서 요구되는 통지서와 지급, 보고서 일체는 하기
주소로 프랜차이저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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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저 통지:

ABC Technologies, Inc.

프랜차이지 통지:
XXV. 집행 또는 방어 비용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지가 사법 절차나 중재 절차에서 본 계약을 집행
해야 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합당한 회계 및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하여
해당 소송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변상 받을 수 있다.
XXVI. 승인
A. 본 계약상 프랜차이저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프랜차
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적시에 서면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계
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부되는 승인이나 동의는
서면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B.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가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나 보장을 하지 않
으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지에게 기권증서나 승인, 자문, 동
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무시, 지연, 거부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프랜차이지나 타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
를 지지 않는다.
XXVII. 완전한 합의
본 계약과 본 계약에 첨부되는 별첨, 본 계약에서 언급되는 서류는 일괄
하여 해석하고,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종전의 합의 일체를 대체한다.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타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
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는 구두나 기타 형태의
진술이나 권유, 약정, 합의는 없다. 본 계약의 개정이나 변경, 변동은 당사
자 양측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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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VIII. 일부 무효의 원칙과 해석
A. 본 계약의 각 조항이나 편, 요건, 규정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간주하
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효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나 기관이 본
계약의 조항이나 편, 요건 및/혹은 규정이 무효이고 기존이나 향후
법률이나 규정에 반하거나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본 계약의 잔여 부분이나 절, 편, 요건 및/혹은 규정의 효력을 훼손하
지 않고, 후자는 계속해서 본 계약의 제 당사자에게 효력 및 구속력
을 가지며, 전술한 무효 조항과 편, 요건 및/혹은 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무효나 불법성 판단이 본 계
약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랜차
이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본 계약에 포함되는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규정은 프랜
차이저나 프랜차이지와 본 계약에서 참작하는 이들의 각 상속인과 양
수인을 제외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본 계약에 따르거나 이를 이유로
여타 권리나 구제책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를 부여한다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C.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 별도로 명기하고 본 계약의 일부를 형성한
것처럼 본 계약 규정의 약관에 포함되고, 프랜차이저가 당사자인 최
종 판결에서 법원이 부당하고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시할 수 있는 일
부 규정을 본 계약에서 분리하거나 해당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여타 약정이나 서약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법률상 허
용되는 최대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D. 본 계약의 캡션 일체는 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계약 규
정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E. 본 계약은 사본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한다.
XXIX. 준거법
A. 본 계약과 제 당사자의 권리는 프랜차이저가 수락 및 서명한 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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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계약이나 특정 분쟁이 1946년도 미국 상표법이나 기타 연방
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판매를 규제하거나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관계에 준용되는 법률
을 제외하고 뉴저지 주법을 준용한다(법률 충돌의 원칙과 무관하게).
단, 본 조항과 관계 없이 해당 법률의 관할 요건이 독자적으로 충족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재에 관한 현안 일체는 연방 중재법을
준용한다.
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이 뉴저지 주 베르겐 카운티에서 체결되고, 당
사자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은 뉴저지 주 베르겐 카운티에 소재하는
해당 주 또는 연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제 당사자는 이
에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적 관할권이나 재판지에 대한 문제
를 일체 포기한다. 관할권과 재판지의 배타적 선택은 제 당사자의 소
송 제기나 해당 관할권이나 기타 적절한 관할권에서 취득한 판결에
대한 제 당사자의 집행을 배제하지 않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중재 판
정을 확인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C.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저나 프랜차이지에게 부여되
거나 유지되는 권리나 구제책은 본 계약이나 법률, 형평법으로 규정되
거나 허용되는 기타 권리나 구제책을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한다고 간
주할 수 없으며, 각 권리와 구제책은 기타 권리나 구제책에 누적된다.
D. 본 계약의 규정은 제한 명령과 예비 및 영구 금지명령을 취득하기 위
한 해당 규칙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형평법상의 규칙에 따라 손실이나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상대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책
을 확보할 수 있는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금하지 않는다.
E.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본 계약, 여타 관련 계약에 관한 클레임은 금한
다. 단, 프랜차이지나 프랜차이저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행사하여
클레임을 유발하는 사실이나 클레임을 숙지하였거나 숙지했어야 할
날부터 일(1) 년 이내에 중재나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는 클레임에 대
한 소송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F.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는 각자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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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XXVI절에 규정한 대로 합리적인 회계 및/혹은 변호사 수임료를 비
롯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회복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다.
G. 프랜차이지와 프랜차이저는 각자 당사자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
률이나 형평법상 허용하는 배심재판을 포기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
XXX. 중재
A. 기밀정보나 상표에 관한 클레임을 제외하고, 본 계약이나 계약 위반으
로 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은 미국중재협회 상거래 규
칙에 따라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의 중재에 회부하고 중재 판정은 이
에 대한 관할 법원에서 언도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갖고 항고할 수 없다. 중재인은 판정의 일환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판
정할 명시적 권한을 갖는다. 단, 본 계약에 포함되는 규정은 프랜차이
지에게 계약상의 의무 준수를 강제하거나 프랜차이저의 상표나 저작권,
영업 비밀,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금지명령이나 기타 임시 구제책을 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는 프랜차이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된다. 본 중재 규정은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적절한 통지가 시행된 중재 절차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 일방에 반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본 계약의 규정은 중재가 완료되기 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가능성에 대해 준거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임
시 금지명령 구제책을 구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
리를 금하지 않는다.
C.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중재는 프랜차이지의 개별 클레임으로 하
며 중재 대상이 되는 클레임은 전체 유형을 토대로 중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XXXI.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이 행위나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본 계약에 규정할 경우, 금
전의 지급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파업이나 공장폐쇄, 참사, 자연재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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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나 통제, 제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원인
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전술한 의무 이행 기
간은 지연 시기만큼 연장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기한 연장에 적용하거
나 이를 초래하지 않는다.
XXXII. 프랜차이지의 정의, 보증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프랜차이지”는 양도나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최초 프랜차이지의 이익을 승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본 계약의 서두
에 “프랜차이지”로 정의되는 개인이나 법인 뿐 아니라(전술한 법인이 합
명회사인 경우) 본 계약을 작성하는 법인의 조합원 전원, (전술한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본 계약을 작성하는 법인의 주주와 임원, 이사 전원, (법
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본 계약을 작성하는 법인의 회원이나 경영자,
관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계약에 프랜차이지로 서명하
는 법인의 조합원과 주주, 임원, 이사, 회원, 경영자, 관리자 전원은 본 계
약에 대한 서명에 의하여 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부
과되는 직무 및 의무를 인정 및 수락한다. 단수의 사용은 복수를, 남성 및
중성의 사용은 타 성 및 여성을 포함한다.
XXXIII. 경고 조항
본 계약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지가 착수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투자 사업의
성공은 투기성이 있으며 독립된 사업가인 프랜차이지의 능력과 일상적인 사
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뿐 아니라 기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프랜
차이저는 본 계약이나 기타 서류에서 본 계약에서 참작하는 투자 사업의 성
공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어떤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는
다.
XXXIV. 인정
A.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과 프랜차이저의 통합 프랜차이저 모집 안내서
를 수령, 검토, 양지하였고, 프랜차이저는 각 서류의 규정을 프랜차이
지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상세하고 적절히 설명하였으며, 프랜차이
저는 본 계약 체결의 위험에 관하여 법률 고문과 결정을 협의할 충분
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진술 및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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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오(5) 업무일 이전에 본 계약과 별
첨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십사(14) 일 이전에 연방무역위원회 무역규제규칙, “프랜차
이징과 사업 기회에 관한 공개 요건과 금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C.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의 법률적, 재정적, 기타 관점과 본 계약에서 프
랜차이즈가 교부되는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자체
법률고문과 협의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프랜차이지는 해당 고문과 협
의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D. 본 계약에 명시된 경쟁금지서약은 공정하고 합당하며, 프랜차이지는 다른
노력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
학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지에게 부당한 고충을 가하지 않는다.
E.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제출되는 신청서와 재무제표, 기타 제
출서류 일체에 명시된 정보는 모든 면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인하
며, 프랜차이저가 해당 정보의 사실성과 완전성, 정확성을 신뢰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F. 프랜차이지는 본 계약에서 참작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조사하였으
며,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ABC.com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투자
는 사업상의 위험이 수반되고 사업의 성공은 주로 프랜차이지의 사업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 제 당
사자는 상기에 적시한 일자에 본 계약을 정식 작성하고 사본을 전달하였다.
증인

ABC INC.
서명
직급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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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프랜차이지

서명
날짜

미국

703

프랜차이즈 계약 별첨 A
지역 지도

ABC Technologies, INC.
서명

프랜차이지
서명

직급

직급

날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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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별첨 B
판매 커미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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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별첨 C
채무 보증서 및 인수증
본 채무 보증서 및 인수증은 20__년 __월 __일 __________________에 의
해 제공된다. 금일 ABC, INC. (이하 “당사”라 함)의 특정 지역 대리인 계
약(이하 “계약”이라 함) 체결을 참작하고 이에 대한 유인으로 하기 서명
자는 각자 (a) 계약에 규정한 대로 계약 기간과 그 이후 당사와 당사의 상
속인 및 양도인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지역 대
리인"이라 함)이 계약에 명시한 각각의 모든 약정과 합의, 서약을 적시에
지급 및 이행한다고 보증하고, (b) 각각의 모든 계약 규정 위반과 경쟁 금
지와 기밀유지, 중재 요건을 비롯하여 금전적 채무 뿐 아니라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자제하거나, 특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직접 준수하고 직접 책임지기로 무조건 합의한다.
하기 서명자는 각자 (1) 본 보증서에 따른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은 연대
및 단독 책임이고, (2) 본인은 지역 대리인이 본 계약에 따라 필요한 지급
이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청구 즉시 해당 지
급이나 이행을 제공하고, (3) 본 책임은 지역 대리인이나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의 구제책 추진에 부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4) 본
책임은 일부 지급의 인수나 타협의 이행, 클레임의 면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대리인이나 타인에게 수시로 인정될 수 있는 시한의
연장이나 신용, 기타 지불유예에 의해 감액, 면제되거나 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본 보증서를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없으며 계
약의 기한 동안 지속되고 철회할 수 없다고 동의 및 합의한다.
하기 서명자는 각자 변상이나 대위변제에 대해 하기 서명자의 본 보증서
작성 및 이행의 결과로 인하여 지역 대리인에게 보유할 수 있는 대금에 대
한 권리와 클레임 일체를 포기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하기 서명자는 각자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기명 날
인하였다.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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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별첨 D
약속 어음
__________달러

[시, 주]
날짜: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에
거주하는
개인인
하기
서명자
___________________(이하 “발행인”이라 함)는 이에 수령한 대가에 대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사무소를 유지하는 ___________주식회
사 ___________________(이하 “수취인”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원금
____________________달러($___,000.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전술한 원
금은 금일부처 본 약속어음을 완납할 때까지 연리 __%(__%)의 이자를 지
급해야 한다. 본 어음의 전체 원금 잔액은 기발생한 미지급 이자와 함께
본 어음 소지자의 청구 시 완납해야 한다.
본 어음에 따른 대금 전액은 기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감액에 먼저
충당한 다음 잔액을 원금 감액에 충당한다.
본 어음 작성일 이후 발행인은 위약금 없이 언제라도 본 어음 전액이나
일부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
발행인이 만기 이자 분납금을 만기일 이후 십(10) 일 이내에 전액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잔여 원금 잔액 전액과 기발생 미지급 이자 전액은 수취
인의 선택에 따라 즉시 만기 지급해야 한다.
이에 본 약속어음으로 담보하는 전술한 원금 총액은 전술한 불이행이 발
생할 경우 어음 소지자의 재량에 따라 만기가 된다.
본 어음은 구두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불이행의 발생일부터 본 어음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미지
급 잔액이나, 수취인이 분납금과 원금 전액을 촉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
우 만기일 이후 십(10) 일간 지급되지 않는 이자 분납급에 대해서는 불이행
이후 삼십(30)일 간격이나 그 일부에 따라 연체액의 사 %(4%)에 해당하는 연
체료가 발생한다. 본 연체료는 수취인이 본 증서의 제 규정이나 기타 서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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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구제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된다.
발행인이 만기나 불이행 이후 상환 촉진 시 만기 원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음은 만기나 상환 촉진되는 원금 잔액 만기일부터 연리 십팔
%(18%)나 법률로 허용되는 최고 금리 가운데 낮은 금리로 이자가 발생한
다.
본 증서의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수취인은 수취인이 개최하는
채무자 진술에 의한 판결에 따라 이를 추심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심 비용과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발행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
발행인은 본 어음의 제출, 청구, 항변, 항변 고지, 어음 부도 고지를 포
기한다.
발행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취인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금액이나
청구액을 공제할 수 없다.
본 어음은 ___________ 주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의 증거를 위하여 발행인은 상기에 적시한 일자에 본 어음을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발행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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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GREEMENT
This is an Employment Agreement (“Agreement”) dated this ___________
200_, by and between Employer, (“Company”), and Employee, presently
residing in ________________ (“Executive”).
RECITALS
A. Whereas, Company presently employs Executive and Executive and
Company now desire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to refle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xecutive's continued employment with Company as its
___________; and
B. Whereas, Executive desires to accept such continued employmen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et forth.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of the covenants
and condition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1. Employment. Company hereby agrees to continue to employ Executive,
and Executive hereby accepts such continued employment by Company,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2. Term. The teem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thirty-six (36)
consecutive month period commencing __________, 2009 (“Effective
Date”), and ending on ___________, 2012 (the “Term”), unless
terminated sooner pursuant to Paragraphs 9 and 10 below or Executive
voluntarily resigns. After the Term, this Agreement shall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additional twelve (12) consecutive month
periods (the “Additional Term(s)”), unless Company or Executive
provide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or his intention for this Agreement
not to be renewed, which written notice shall be provided not less than
ninety (9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any Additional
Term. Any reference to Term herein shall include the initial Term and
any Additional Term unless expressly provided to the contrary.
3. Duties. During the Term, Executive shall hold the position of _________
for Company and such other affiliates as requested by Company,
provided, however, Company may alter the title and position held by
Executive at any time,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Executiv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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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the duties as described in Attachment A and customary for that
position or any other position held by Executive and such other duties as
Company may from time to time reasonably assign to him. Executive
agrees to use his best efforts for the benefit of Company and its
affiliates, and throughout the Teim shall devote his attention and energies
to the business of Company and its affiliates. Company acknowledges that
Executive has continuing obligations with regards to other business
entities and associated matters. Executive agrees that such matters will
not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Company, and will not interfere with
the execution of Executive's duties. Executive shall be afforded adequate
time to fulfill his obligations with such other business entities.
4. Compensation. During the Term, Executive's compensation for duties
perform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a) A Monthly Base Salary of _________________ Dollars ($_______)
(“Monthly Base Salary”),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payroll practices of Company at such times as the Board
of Directors of Company may determine, with any increases as
determined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the Company.
(b) Annual bonus compensation of up to 100% of Executive's annual
base salary, as the determined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the may determine.
(c) Notwithstanding the above, any salary, bonus and associated metrics
will be reviewed at least annually by the determined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the Company and Executive. Company
shall withhold from any such amounts payable to Executive any
applicable social security,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5. Employee Benefits. During the Term, Executive shall be eligible for the
following benefits.
(a) Executive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employee benefit plans,
policies and practices sponsored by Company for the benefit of its
employees, up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other employees
of Company; provided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Company's right to amend, modify or otherwise terminate any such
plans, policies and practices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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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pon termination of Executive's employment without “cause” (as
defined below), Company shall pay or reimburse Executive for the
premiums associated with continued medical coverage under
Company's medical plan should Executive elect to continue such
coverage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Consolidated Onm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6, as amended.
(c) Company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stock option plan for its
management group which shall grant Executive options to purchase
stock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lan and in
concert with the Company's existing 2008 Stock and Incentive
Compensation Plan, and any other plan or plans that the Company
and or its Shareholders may authorize and approve.
(d) In an effort for Executive to better manage his time and accomplish
corporate goals and milestones, and with regard to all of his
Company travel and responsibilities, Company approves the use of a
personal assistant.
6. Reimbursement of Expenses. Company shall reimburse Executive for all
reasonable travel, entertainment, and similar expenses that Executive incurs
in promoting the business of Company and its affiliates, subject to policies
and directives from Company. Company shall also reimburse Executive for
all associated expenses for professional education, certifications, and other
ongoing educational seminars, training, and courses taken. This will include
direct costs, travel, lodging, and other related expenses. Executive shall
submit such training or educational courses for approval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Company prior to incurring such expenses.
7. Facilities. Company shall provide Executive with an office, books,
stenographic and technical help, and such other facilities,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as are suitable to his position and adequate for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8. Confidentiality, Nonsolicitation and Noncompetition.
(a) Disclosure of Information. Executive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Company's operations, financial reports, customer information,
strategic plan, salary and employee information, and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pertaining to Company's oper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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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ffairs, as the same may exist from time-to-tim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information not generally known in the
industry in which Company is or may be engaged, are valuable,
special and unique assets of Company's business, and Executive shall
no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Company), either during Executive's employment or thereafter, for
any reason or purpose whatsoever, disclose any such information to
any person, firm, corporation, association, or other entity. Company
may protect this interest by seeking and obtaining a court injunction.
(b) Return of Materials. Executive agrees to deliver, within five (5) days
after he is no longer affiliated with Company, any and all property
of Company, including any Confidential Material (whether made,
written or obtained by Executive or others) that is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Executive agrees that he shall retain no copies of
such material.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Material"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ny writing, computer
data, photograph, or other written material or tangible thing, obtained
by Executive as a consequence of or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Company, and containing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any
information not generally known in the industry in which Company is
or may be engaged. This shall includ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customer lists, price or fee lists, financial data,
forms and manuals, procedures, instructions, records, computer
programs, notes, notebooks, and all other material of a trade secret,
proprietary, or confidential nature.
(c) Nonsolicitation of Employees, Etc. Executive hereby covenants and
agrees that during the term of Executive's employment with Company
and throughout the Restricted Period, Executive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solicit, divert, induce, encourage or attempt to solicit, divert,
induce or encourage any person who was any employee, agent,
consultant, independent contractor, vendor,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of Company or its affiliates at the time of his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within six (6) months of such termination of
employment, to leave or reduce his or her employment, relationship
or other arrangement with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Further,
during the Restricted Period, Executive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on behalf of him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hire, engage the
services of, or attempt to hire or engage the services of, an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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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ntity who was an employee, agent, consultant, independent
contractor, vendor,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of Company or its
affiliates at the time of Executive's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within six (6) months of such termination.
(d) Nonsolicitation of Customers. Executive hereby covenants and agrees
that during the term of Executive's employment with Company and
throughout the Restricted Period, Executive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solicit, divert, induce, encourage or attempt to solicit,
divert, induce or encourage any customer of Company or its affiliates
at the time of his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within six (6)
months of such termination of employment, to terminate or reduce
the customer's relationship with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Further, during the Restricted Period, Executive sha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on behalf of him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hire,
provide products or services to any person or entity or engage the
services of, or attempt to hire or engage the services of, any person
or entity who was a customer of Company or its affiliates at the
time of Executive's termination of employment or within six (6)
months of such termination.
(e) Noncompetition. Executive hereby covenants and agrees that during
the Term of Executive's employment with Company and throughout
the Restricted Period, Executive will no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any capac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 the capacity as an
employer, employee, sole proprietor, principal, partner, member,
officer, director, stockholder, consultant, agent, independent contractor
or service provider (other than a minority shareholder or other equity
interest holder of not more than 1% of a company whose equity
interests are publicly traded on a nationally recognized stock exchange
or over-the- counter)), on his own behalf or in the service of or on
behalf of others, engage in, have any equity or profit interest in,
advise, manage, or render or perform services to any business entity
or individual engaged in business which is or would be in competition
with Company or its affiliates or provides or would provide products
similar to those provided by Company or its affiliates within any
country wherein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has customers, an
office, an operation, sells or markets their products or services.
(f) Restricted Period.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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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shall mean the period ending six (6) months after Executive
terminates employment with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The
running of the Restricted Period shall be tolled for any period during
which Executive is in violation of the restrictions set forth herein.
(g) Enforcement. Executive acknowledges that the duties,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imposed upon him in this Agreement are special, unique
and of an extraordinary character, and that in the event of
Executive's breach or threatened breach of any portion of this
Agreement, the damage to Company and its affiliates would be
irreparable or could not be adequately measured in money damages.
Executive represents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any breach or
threatened breach of his duties,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under this
Agreement will cause Company and its affiliates 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 loss and damage before legal notice can be had
upon Executive, or his attorney, or before a judicial hearing can be
held. Therefore, Executive agrees that Company may protect its
interest by seeking and obtaining specific performance or a court
injunction (both temporary and permanent), in addition to any provable
money damages,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along with any
other remedies they may have at law and equity, for any breach or
threatened breach of the Agreement. Executive also agrees that it is
important for any prospective person or business entity entering into
an arrangement with Executive which might be impacted by the
restrictive covenants set forth herein to be made aware of this
Agreement. Accordingly, Executive further agrees to provide a copy of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or business entity with whom he
considers entering into any arrangement of any nature which would
be impacted by this Agreement. Should Executive fail to provide this
information, Executive further agrees that Company may forward a
copy of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or business entity entering into
an arrangement of any nature with Executive which it believes would
be impacted by this Agreement and Executive releases Company and
its affiliates from any and all claimed liability or damage by virtue of
such disclosure.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8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9. Death or Disability. If during the Term, Executive dies o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hereunder because of “disabil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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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shall be deemed to have ended and all obligations of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shall cease immediately; provided Executive or
his personal representative shall be entitled to be paid for services
rendered up to the time of “disability” or death. Solely as used in
this Paragraph, “disability” shall mean Executive's inability (as
determined under the long-term disability plan maintained by Company,
if applicable, or if not, by a physician mutually selected by the parties)
due to illness or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to adequately and fully
perform the duties that Executive was performing for Company when
the disability began. If at any time during the Term, the insurance
carrier or administrator of Company's long-term disability plan or, if
applicable, the physician mutually agreed upon by Company and
Executive makes a determination with respect to Executive's disability,
that determination shall be final, conclusive, and binding upon
Company, Executive, and their successors in interest.
10. Termination.
(a) Company may terminate Executive for “cause,” which termination
shall be immediate. Upon such termination for “cause,” the Term
shall be deemed to have ended and all obligations of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shall cease immediately; provided, Executive
shall be entitled to be paid for services rendered up to the time of
actual termination. Should Company terminate Executive other than
for “cause,” Executive shall continue to be paid his Monthly Base
Salary (but no other amounts related to any employee benefit plans
and no further accrual of vacation, sick or holiday time) until the
end of that Term, even though he is no longer working for
Company, which payment shall be specifically conditioned upon and
in exchange for any written releases deemed appropriate by
Company. After that Term shall have ended, all obligations of
Company under the Agreement shall cease. Should Executive
terminate employment with Company for any reason, that Term
shall be deemed to have ended immediately and all obligations of
Company under this Agreement shall cease; provided, Company shall
be entitled to damages if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written
notice was not provided to Company by Executive.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ermination by Company of Executive's employment
for “cause” shall mean termination upon (a) the willful and
continued failure by Executive to perform his duties with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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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b) the willful engaging by Executive in misconduct demonstrably
and materially injurious to Company; (c) the willful engaging by
Executive in fraud or dishonesty with respect to the Company and
its activities; (d) breach of fiduciary duty involving material personal
profit; or (e) commission of any federal or state felony or criminal
offense (excluding traffic related offenses) which is materially and
demonstrably injurious to Company.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no act, or failure to act, on Executive's part shall be considered
“willful” unless done, or admitted to be done, by Executive not in
good faith and without reasonable belief that Executive's action or
omissio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Company.
(b) Upon Executive's termination of employment by Company after a
“Change of Control” has occurred, Executive shall receive a single
sum payment in an amount equal to Executive's Monthly Base
Salary for thirty-six (36) months (less any applicable social security,
federal, state or local tax withholdings), based on Executive's
Monthly Base Salary in effect for the month in which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occurs. Such payment shall be made
forty- five (45) days after Executive's dat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provided, if Executive constitutes a "specified
employee" within the meaning of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409A¬1(i)(or any successor thereto), such payment shall not be
made until six (6) months after Executive's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determination by
Company as to whether a termination of employment has occurred
will be based on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409A-1(h). A “Change of
Control” of Company shall,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be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i) a “Change in Ownership”, (ii) a
“Change in Effective Control”, or (iii) a “Change in Asset
Control”, as each is defined below. All such events shall be
determined under and subject to all of the terms of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409A-3(i)(5). The "Change of Control" must
relate to Company or an entity that is a majority shareholder of
Company, which is a shareholder owning more than 50% of the total
fair market value and total voting power of Company. Stock
ownership shall be determined under Section 318(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s amended (“Code”). A “Change in
Ownership” occurs on the date that any one person, or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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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erson acting as a group, acquires ownership of stock of
Company that, together with stock held by such person or group,
constitutes more than 50% of the total fair market value or total
voting power of the stock of Company. A “Change in Effective
Control” of Company occurs on the date that either (A) any one
person, or more than one person acting as a group, acquires (or has
acquired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the
most recent acquisition by such person or persons) ownership of
stock of Company possessing 30% or more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the stock of Company, or (B)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ompany are replaced during any 12-month
period by directors whose appointment or election is not endors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ompany prior to the date of the appointment or election. A
“Change in Effective Control” also may occur in any transaction
in which either of the two entitie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has a
"Change in Effective Control" or a “Change in Asset Control”. A
“Change in Asset Control” of Company occurs on the date that
any one person, or more than one person acting as a group,
acquires (or has acquired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the most recent acquisition by such person or persons)
assets from Company or a parent entity of Company that have a
total gross fair market value equal to or more than 40% of the total
gross fair market value of all of the assets of Company immediately
prior to such acquisition or acquisitions. For this purpose, gross fair
market value means the value of the assets being disposed of,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liabilities with such assets. There
is no Change of Control under this Section when there is a transfer
to an entity that is controlled by the shareholders of Company
immediately after the transfer. A transfer of assets by Company is
not treated as a “Change in Asset Control” if the assets are
transferred to (I) a shareholder of Company (immediately before the
asset transfer) in exchange for or with respect to its stock, (II) an
entity, 50% or more of the total value or voting power of which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ompany, (III) a person, or more
than one person acting as a group, that owns, directly or indirectly,
50% or more of the total value or voting power of all of the
outstanding stock of Company or (IV) a person, at least 50% of the
total value or voting power of which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 person described in the preceding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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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f, as a result of payments provided for under or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gether with all other payments in the nature of
compensation provided to or for the benefit of Executive under any
other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a Change of Control, Executive
becomes subject to taxes of any state, local or federal taxing
authority that would not have been imposed on such payments but for
the occurrence of a Change of Control, including any excise tax under
Section 4999 of the Code or any successor or comparable provisions,
then the Company shall pay to Executive at the time any such
payments are made under this or the other agreements, an amount
equal to the amount of any such taxes imposed or to be imposed on
Executive (the “Parachute Tax Reimbursement”); provided, such
Parachute Tax Reimbursement shall in no event be paid later than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such taxes
are imposed upon Executive. Such reimbursement shall be grossed up
to pay Executive for any additional taxes that are or will be payable
as a result of the Parachute Tax Reimbursement being paid to
Executive or as a result of the additional amounts paid or payable
pursuant to this provision, such that after all reimbursement
hereunder Executive shall have been paid on a net after tax basis an
amount equal to the Parachute Tax Reimbursement.
11. Resolution of Disputes and Governing Law. Executive and Company
agree that any dispute arising hereunder or out of any further
relationship shall, at the option of Company, be resolved by the
Fayette Circuit Court, Fayette County, Kentucky, or by binding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dopt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except that such rules shall be modified so that
any arbitration award shall be made no later than ninety (90) days
after arbitrator(s) are appointed), with any such arbitration proceedings
to take place in Lexington, Kentucky. If Company should elect to
resolve a dispute in the Fayette Circuit Court, such cour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and Executive agrees to and does hereby waive
the right to a jury trial. All parties agree that no party shall be
entitled to, or recover for, consequential, punitive, exemplary or
extraordinary damages. This Agreement has been negotiated and
executed in the Commonwealth of Kentucky and shall be construed
and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at state.
12. Parties Affected. This Agreement shall inure to and shall be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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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he parties hereto, the successors and assigns of Company, and
the heirs and personal representatives of Executive.
13. Notices. All notices required to be given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shall be effective upon receipt, and
shall be delivered to the addressee in person or mailed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to such person's last known address as
shown from Company's records.
14. Assignment. The services to be rendered by Executive under this
Agreement are unique and personal, and Executive may not assign
any of his rights or delegate any of hi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Except as provided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sentence, this
Agreement shall benefit Executive and his heirs and personal
representatives.
15. Severability and No Violation.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its
application shall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respect,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ility of all other applications of that
provision and of all other provisions and applications hereof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or impaired and such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provision or applications thereof shall be modified to the
extent necessary such that it and the Agreement shall then be
enforced to the maximum extent allowed by applicable law. Executive
represents that in signing this Agreement he will not violate any other
agreement to which he is a party.
16. Non-Waiver. A delay or failure by either party to exercise a right
under this Agreement, or a partial or single exercise of that righ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hat or any other right.
17. Counterparts.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two or more
counterparts, each of which shall be deemed an original but all of
which together shall constitute one and the same Agreement.
18. Entire Contrac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Company and Executive with regard to all matters
herein and supersede any prior agreements and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There are no other agreements, conditions or representations, oral
or written, expressed or implied with regard thereto. This Agreemen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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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mended only in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provided, Company
may amend the Agreement as necessary to avoid the Agreement being
subject to Section 409A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or to
comply with Section 409A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if
necessary. Any further agreement of the parties on any matter, including
matters unrelated to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and enforceable only
if in writing, signed by both parties.
19. Headings. The headings in this Agreement have been inserted solely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and shall not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r construction of this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executed and delivered this
Employment Agreement as of the date set forth in the preamble hereto.
ATTACHMENT A
A. EXECUTIVE'S GENERAL RESPONSIBILITIES
The Executive is delegated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Company (“CEO”) and the executive limitations established by
the CEO. This delegation shall include the authority to make all decisions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that do not require shareholder approval, or
have not been reserved by the Board to itself or to a Committee of the
Board, under the terms of this Mandate.
All Board authority delegated to management is delegated throug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o that all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of
management,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is Mandate, is considered to be
the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is shall
not be interpreted as precluding interac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Board and senior management, and relates solely to the accountability link
between the Board and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COO shall have the authority to delegate operational decision
making as he/she may determine as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business. In this regard, the COO shall put in
place a delegation of operational authority policy within the organization,
as determined by the CEO and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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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Responsibilities: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xecutive will include:
◦ developing and recommending corporate and operational strategies,
and business. Financial, and operational plans for the approval by
the CEO of Company;
◦ managing the operations of th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direction set by the CEO and within operational policies as
approved by the CEO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the business;
◦ reporting management information back to the CEO in a manner and
time so that the CEO may effectively monitor and evaluate
corporate performance against stated objectives and within executive
limitations; including:
◦ submitting monitoring and performanc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EO in a timely and accurate fashion, and based on industry
benchmarked standards;
◦ ensuring that the CEO is aware of relevant trends, anticipated
adverse media and analyst coverage, material external or internal
changes, and any changes in the assumptions upon which any Board
or CEO decision or approval has previously been made; and
◦ advising the CEO if, in the COO's opinion, the Company is not in
compliance with its own policies, or legal and/or regulatory
requiremen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behavior of one or more
officers which is detrimental to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or
to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EO and the COO;
◦ developing a list of risk factors and informing the CEO of what
mechanisms are in place to address the identified risks;
◦ providing the CEO with information,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at
the CEO may require in order to make fully-informed decisions
regarding policies governing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 dealing with the CEO individually and as a strategic entity, excep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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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filling individual requests for information; or
(b) responding to officers or committees duly charged by the Board;
and
◦ reporting in a timely manner on actual or anticipated non-compliance
with any approved policy or decision.
The Executive will be evaluated on the following criteria:
1. Leadership: Leads the Corporation operationally based on its vision,
mission and values as defined by the Board and CEO so that they are
widely understood, widely supported, consistently appli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and ensures that practices are consistent with the
strategic plan.
2. Strategic Planning: Ensure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that
meets the needs of the Board, CEO, stockholders, customers, employees
and all corporate stakeholders; ensures consistent and timely progress
toward strategic objectives; obtains and allocates resources consistent
with strategic objectives.
3. Financial Results: Establishes CEO-approved appropriate annual and
longer-term financial objectives and manages consistently to achieve
these goals; ensures that appropriate systems are maintained to protect
assets and maintain effective control of operations.
4. Succession Planning: Develops, attracts, retains, motivates, manages and
is accountable for an effective top operational team capable of achieving
objectives; provides for a detailed, written management succession plan.
5. Human Resources: Ensure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raining, retention and personnel communications plans and
provide and motivate the necessary human resources
objectives as defined by the CEO; establishes and monitors
provide equal opportunity employment for all employees.

recruitment,
programs to
to achieve
programs to

6. Communications: Serves as chief corporate operational spokesperson,
and provides effective communications with external stakeholders as
directed by the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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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ternal Relations: Ensures that the Corporation and its operating units
contribute appropriately to the well being of their communities and
industries. Represents the Corporation in community and industry affairs
per CEO direction.
8. Board and Stockholder Relations: Works closely with the CEO and
stockholders to keep them fully informed on all important aspects of the
status and development of the Corporation, based upon communications
requirements defined by CEO. Implements Board policies, and strategic
goals defined by CEO, and recommends policies for CEO consideration.
B. EXECUTIVE'S SPECIFIC GOALS & METRICS
a. Oversee and direct the business development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b. Oversee the day-to-day activities and implement Corporate strategic
plans.
c. Develop commercialization opportunities for existing IP owned by the
Company, in a priority and schedule as determined by CEO and COO.
d. Evaluate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additional products with
the CEO.
e. Provide effective operational management to the Company and its
employees, within the scope and protocol established by Corporate
policy, operational protocol, and as determined by the CEO and COO.
f. Participate in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road show activities as
directed by the CEO.
g. Manage Company's IP portfolio, oversee the Company's general legal
issues, and coordinate and oversee federal and state agency requirements
and activities to ensure Corporate legal and regulatory compliance.
C. BONUS ASSOCIATED WITH ABOVE
a. Annual bonus compensation of up to 100% of Executive's annual base
salary, as determined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미국

723

b. Long Term (3 year) Option Incentive plan to be formulated in concert
with Company's existing Stock Option Plan and relative attainment of
the above duties, responsibilities, evaluation criteria and specific goals
and metrics, as determined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EMPLOYMENT-AT-WILL AGREE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Effective as of __________________, 200_
To Employee:
1. Employment By The Company.
1.1 Subject to terms set forth herein, the Company agrees to continue to
employ you as an employee-at-will in the capacity of ___________. In
this position, you will report to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Officer, and be charged with supervising the general operations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insuring its smooth functioning.
2. Compensation.
2.1 Salary. You will receive a base annual salary of $________, which wi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standard Company policy (currently
bi-weekly).
2.2 Standard Company Benefits.
(a) You will be entitled to all rights and benefits for which you are eligibl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tandard Company benefits and
compensation practices which may be in effect from time to time and
provided by the Company to its employees (the “Company Benefits”).
(b) The Company will pay up to $1,500 in premiums annually toward
your company provided life insurance coverage. Such coverage will
be in the amount of $900,000, subject to the continuing approval of
the Company’s life insuranc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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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verance. You will be entitled to the severance benefits (“Severance
Benefits”) described in Section 6 below, subject to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2.4 Bonuses. You will be eligible to receive an annual bonus of __% of
your base salary at target, subject to adjustment based upon the
Company’s performance.
3. Proprietary Information Obligations.
3.1 Confidentiality. You agree that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be held
in complete confidence and that you will not, during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except in the performance of your duties to the
Company, or at any time after the termination of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disclose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Company or
its affiliates), or use for your own accou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mpan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mean
information relating to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that is of a confidential nature.
3.2 Ownership of Trade Secrets, etc.
(a) All written materials, records and documents made by you or coming
into your possession during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concerning the business or affair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shall be the sole property of the Company and its affiliates.
Upon the termination of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or
upon the earlier request of the Company during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you shall promptly deliver the same to the
Company (or its designee).
(b) You agree that any trade secret, invention, improvement, patent,
patent application or writing, and any program, system or novel
technique (whether or not capable of being trademarked,
copyrighted or patented) conceived, developed or otherwise obtained
by you during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relating to the
business, property, methods, suppliers or customer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shall be the property of the Company and its
affiliates; and you agree to give the Company prompt writte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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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your conception, invention, authorship, development or acquisition
of any such trade secret, invention, improvement, patent, patent
application or writing, and any program, system or novel technique
and to execute such instruments of transfer, assignment, conveyance
or confirmation and such other documents and to do all appropriate
lawful acts as may be required by the Company to transfer, assign,
confirm and perfect in the Company all legally protectible rights in
any such trade secret, invention, improvement, patent, patent
application, writing, program, system or novel technique.
(c) You represent and warrant that the execution and delivery by you
of this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by you of your obligations
hereunder will not, with or without the giving of notice or the passage
of time, (i)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violate any judgment, writ,
injunction or order of any court, arbitrator or governmental agency
applicable to you or (ii) conflict with, result in the breach of any
provisions of or the termination of, or constitute default under, any
agreement to which you are a party or by which you are or may be
bou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employment, confidentiality,
non-competition or non-solicitation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you and any previous employer. You agree to indemnify and hold the
Company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claims for losses,
liabilities, damages, costs and expenses which may arise or result from
the violation of any such judgment, writ, injunction or order or the
breach of any such agreement referred to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sentence. You have heretofore provided the Company with
copies of any agreement referred to in (ii) above to which you are
bound.
3.3 Remedies. Your duties under this Section 3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You acknowledge that a remedy
at law for any breach or threatened breach by you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would be inadequate, and you agree that the Company
shall be entitled to injunctive relief in case of any such breach or
threatened breach.
4. Continuation Of Employment/Restrictive Covenant. During the term of
your employment and for a period of nine (9) months immediately
following your termination, you shall not, without first obtaining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Company,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 or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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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gage, in any activities in competition with the Company, or accept a
management-level position or establish a business relationship (such as
management consulting) with a business or business unit over 50% of
whose gross annual revenues arise from the collection, processing or sale
of remote sensing imagery products or services (including data extraction,
imagery analysis and production of imagery related products) 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Company or solicit, induce or otherwise cause any
customers of the Company to terminate or reduc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Such approval by the Company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5. Nonsolicitation. While employed by the Company, and for nine (9) months
immediately following your termination, you agree not to interfere with
the business of the Company by soliciting, attempting to solicit, inducing,
or otherwise causing any employees of the Company to terminate his or
her employment.

6. Termination Of Employment.
(a) Either you or the Company may terminate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for any reason whatsoever, or for no reason,
with or without Cause or advance notice. This at-will employment
relationship cannot be changed except in a writing approved by the
Board. If the Company terminates your employment without Cause at
any time, you will receive as Severance Benefits: (i) regular bi-weekly
payments equal to your usual base salary, less payroll deductions and
required withholdings, for _____ months (the “Severance Period”),
(ii) a payment of that portion of the bonus, if any, you are entitled
to for the calendar year based upon performance for such year
pro-rated based upon the number of full months you were employed
in such year, payable at the time such amount would otherwise have
been due ((i) and (ii) are sometime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Severance Payments”), and (iii) continuation of all group health
and life insurance benefits during the Severance Period, in exchange
for the execution of a release of all claims against the Company in
form satisfactory to the Company. If you resign voluntarily or if your
employment is terminated for Cause, all compensation and benefits
will cease immediately, and you will receive no Severance Benefits.
Your “qualifying event” for purposes of Section 4980B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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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s amended (or any successor
provision thereto), shall be your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Cause” shall mean misconduct,
including: (i) commission of any felony or any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or dishonesty; (ii) participation in a fraud or act of dishonesty
against the Company; (iii) willful breach or gross negligence of the
Company’s policies; (iv) intentional damage to the Company’s
property; (v)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vi) your failure or
refusal in a material respect to follow the reasonable policies or
directions of the Company as specified b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r Board of Directors after being provided with notice of such failure
and an opportunity to cure within seven (7) days of receipt of such
notice; (vii) any other act or omission which subjects the Company to
substantial public disrespect, scandal or ridicule or (viii) your failure to
carry out the duties of your position after being provided with notice of
such failure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ure. Disability shall not
constitute Cause.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Disability” shall
mean a disability that prevents you from substantially performing your
duties under this Agreement for a period of at least 45 consecutive
days or 90 non-consecutive days within any 365-day period.
(b) In the event of death, the Company shall pay you any earned but
unpaid salary at the time of your death and, at the time such amount
would otherwise have been due, a pro rata portion of the bonus, if
any, which may otherwise have been paid to you with respect to the
annual period in which the death occurs.
7. General Provisions.
7.1 Employment At-Will. Please understand that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is “at will,” meaning that you may terminate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whatsoever simply by notifying the Company. Likewise, the Company
may terminate your employment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or
for no reason, with or without Cause or advance notice. This at-will
relationship cannot be changed, nor may this Agreement be amended,
except in a writing signed by the President, Chief Executive Officer or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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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otices. Any notices provided hereunder must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emed effective upon the earlier of personal delivery (including
by telecopy) or the third day after mailing by first class mail, to the
Company at its primary office location and to you at your address as
listed on the Company’s then current payroll records.
7.3 Severability. Whenever possible, each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ill
be interpreted in such manner as to be effective and valid under
applicable law, but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held to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respect under any applicable law
or rule in any jurisdiction, such invalidity, illegality or unenforceability
will not affect any other provision or any other jurisdiction, but this
Agreement will be reformed, construed and enforced in such jurisdiction
as if such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provisions had never been
contained herein.
7.4 Waiver. If either party should waive any breach of any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she or it shall not thereby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preceding or succeeding breach of the same o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7.5 Complete Agreement. Please also understand that your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should not be based on any promises or
representations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ny
promises contrary to the term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are
superceded by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and any written option
agreements between you and the Company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you and the Company and supercede any prior
agreements between you and the Company.
7.6 Successors and Assigns. This Agreement is intended to bind and inure to
the benefit of and be enforceable by you and the Company, and each
party’s respective successors, assigns, heirs, executors and administrators,
except that you may not assign any of your duties hereunder and neither
party may assign any of its rights hereunder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which shall not be withheld unreasonably. The
Company shall require any successor (whether direct or indirect, by
purchase, merger, consolidation, reorganization or otherwise) to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business and/or assets of the Company to execute
an agreement pursuant to which the successor expressly assumes a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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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a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Company hereunder and agrees to
perform this Agreement in the same manner and to the same extent the
Company would be required to perform if no such succession had taken
place. If any successor declines to offer you employment, refuses to
assume this Agreement or fails to per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you
will be deemed terminated without Cause and will be entitled to the
Severance Payments.
7.7 Choice of Law. All question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wi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7.8 Survival.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your employment and the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by the Company to any successor in interest or other assignee: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and Section 5.
7.9 Injunctive Relief. You acknowledge that the restrictions set forth in
Sections 3, 4 and 5 above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Company’s
confidential proprietary information and other legitimate business
interests and are reasonable in all respects, including duration, territory
and scope of activity restricted. You further acknowledge that the
provisions of Sections 3, 4 and 5 hereof are essential to the Company,
that the Company would not enter into this Agreement if it did not
include these provisions and that damages sustained by the Company as
a result of a breach of these provisions cannot be adequately remedied
by damages, and You agree that the Company,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y it may have under this Agreement or at law, shall be entitled
to injunctive and other equitable relief to prevent or curtail any breach
of Sections 3, 4, and 5 of this Agreement. You agree that the existence
of any claim or cause of action by you against the Company or its
affiliates, whether predicated on this Agreement or otherwise, shall not
constitute a defense to the enforcement by the Company of any of the
provisions of Sections 3, 4, and 5 hereof.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EMPLOYER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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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고용 계약서
본 고용 계약서(이하 “계약”)는 200_년 __월 __일자로 고용주(이하
“회사”)와 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거주하는 고용인(이하 "임
원") 사이에 체결된다.
전

문

A. 회사는 현재 임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임원과 회사는 회사가 _______
(직위)로서 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명기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며,
B. 임원은 본 계약에 정해진 조건으로 그러한 계속 고용을 수락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전술한 내용과 본 계약에 포함되는 서약 및 조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고용.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임원의 계속 고용에 동의하며, 임원은
본 계약에 의해, 본 계약에서 정해지는 조건으로, 회사에 의한 그러
한 계속 고용을 수락한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9년 __월 __일(이하 “시행일”)부
터 시작하여 2012년 __월 __ 일(이하 “계약기간”)에 끝나는 연속
36개월의 기간이다. 단, 아래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더 이른 시기
에 해지되거나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약기간 이후, 본 계약은 추가 12개월의 연속 기간 동안(이하 “추
가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단, 회사 또는 임원이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사 또는 임원 자신의 의도를 담은 사전
서면 통고를 전달하는 경우는 갱신되지 않는다. 그러한 서면 통고
는 계약기간 또는 추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90일 이상 앞서 전달되
어야 한다. 본 계약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최초의 계약기간과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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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무. 계약기간 동안 임원은 회사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관
계사를 위한 ___________의 직위를 보유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언제든지 임원이 보유하는 직함 및 직
위를 변경할 수 있다. 임원은 붙임 A에 기술되며 전술한 직위 또는
임원이 보유하는 기타 직위에 대해 관습적인 임무와 회사가 합리적
으로 임원에게 수시로 부여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
원은 회사와 관계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
하며, 계약기간 동안 회사와 관계사의 사업에 헌신적인 주의와 노
력을 바쳐야 한다. 회사는 임원이 다른 기업실체 및 관련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임원은 그러한 문
제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으며 임원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 임원에게는 그러한 다른 기업실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4. 보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임무에 대한 임원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시기에 회사의 관습적인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며, 회사의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가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월급___________ 달러($_______)(이하
“월급”).
(b) 회사의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임원의 연봉의 100% 이하의 연
간 상여금.
(c)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급여, 상여금 및 관련 지급 기준은
회사의 보상위원회와 임원이 연간 1회 이상 검토하여 결정된다.
회사는 적용되는 사회보장, 연방, 주 및 지방세를 임원에게 지급
할 금액으로부터 공제해야 한다.
5. 복리후생. 계약기간 동안, 임원은 아래와 같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임원은 회사의 여타 종업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후원하는 종업원 복리후생 계획, 방침 및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단,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회사의 전적이고 절
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러한 계획, 방침 및 절차를 수정하거나 변
경하거나 달리 종료할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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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유” 없는 임원 고용 계약의 해지(아래에서 정의)가 있을 경
우, 개정 총괄예산조정법(COBRA)1986의 조항에 따라 임원이 회
사 의료보험 보장범위의 계속적 적용을 선택하면 회사는 그러한
의료보험 보장범위의 계속 적용과 관련한 프리미엄에 대해 임원
에게 지급 또는 배상해야 한다.
(c) 회사는 임원에게 주식을 매입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 경영진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의 기존
2008 주식성과보상제도(Stock and Incentive Compensation Plan)와
회사 또는 주주들이 허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타 제도와 공동으
로, 그러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확립하여 유지해야 한다.
(d) 임원이 자신의 시간과 회사의 책무를 더 잘 관리하여 회사의 목
표와 주요일정계획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임원이 개인
비서를 이용할 것을 승인한다.
6. 비용 상환. 회사는 임원이 회사의 방침과 지시를 따라서, 회사와 관
계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들인 모든 정당한 출장, 접대 및 이
와 유사한 비용을 임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전문교육,
인증 및 기타 진행 중인 교육 세미나, 교육훈련 및 교과과정의 이
수와 관련한 모든 경비를 임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거기에는 직접
비용, 교통, 숙박 및 기타 관련 경비가 포함된다. 임원은 그러한 경
비를 지불하기 전에 그러한 교육훈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회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편의 제공. 회사는 임원에게 사무실, 서적, 속기 기술 지원 그리고
직위에 적합하며 임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기타 시설, 기기, 소모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기밀 유지, 이직 권고 금지 및 경쟁 금지.
(a) 정보의 노출. 임원은 회사가 종사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산업계
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등, 수시로 존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 재무 보고서, 고객 정보, 전략계획, 급여 및 종업원
정보, 그리고 회사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기타 비밀 정보는 회
사 사업의 소중하고 독특한 자산이므로 임원의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든 그러한 정보를 어떤 개
인, 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실체에(회사 최고경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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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회사는 법원 강제명령을 요구하여
이와 같은 이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
(b) 자료의 반환. 임원은 자신의 소유, 보호 또는 관리 하에 있는(임
원 또는 타인이 작성, 기록 또는 획득한) 기밀 자료 등, 회사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사
로 반환할 것에 동의한다. 임원은 그러한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
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목적상, “기밀 자료”는 임
원이 회사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그 결과로 얻는, 그리고
회사가 종사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
지지 않은 정보 등,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어떤 저작, 컴퓨터 데
이터, 사진 또는 기타 서면 자료 또는 유형 물체 등을 포함한다.
거기에는 전술한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 명단, 가
격 또는 요금 목록, 재무 자료, 서식 및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컴퓨터 프로그램, 비망록, 노트북, 그리고 영업비밀, 특허
또는 비밀 특성을 지닌 기타 모든 자료들이 포함된다.
(c) 종업원 등의 전직 권고 금지. 임원의 회사 고용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제한기간(아래 참조)에 걸쳐, 임원은 자신의 고용 해지
당시에 또는 그러한 고용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또는
관계사의 종업원, 대리인, 컨설턴트, 독립계약자, 판매자, 공급자
또는 서비스 사업자였던 자에게 회사 또는 관계사와 이들의 고
용, 관계 또는 기타 합의사항을 벗어나거나 감축할 것을 직접적
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간청, 전환, 유인 또는 권장하거나 간청,
전환, 유인 또는 권장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본 계약에 의해서
서약하고 동의한다. 또한 제한기간 동안 임원은 자신의 고용 해
지 당시에 또는 그러한 고용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
자신 또는 다른 자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회
사 또는 관계사의 종업원, 대리인, 컨설턴트, 독립계약자, 판매자,
공급자 또는 서비스사업자이었던 어떤 개인 또는 실체의 서비스
를 고용하거나 그런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
아야 한다.
(d) 고객의 전직 권고 금지. 임원의 회사 고용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제한기간에 걸쳐, 임원은 자신의 고용 해지 당시에 또는 그러한
고용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또는 관계사의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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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관계사와 이들의 관계를 종료하거나 감축할 것을 직
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간청, 전환, 유인 또는 권장하거나 간
청, 전환, 유인 또는 권장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본 계약에 의해
서 서약하고 동의한다. 또한 제한기간 동안 임원은 자신의 고용
해지 당시에 또는 그러한 고용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
자신 또는 다른 개인 또는 실체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
접적으로, 회사 또는 관계사의 고객이었던 어떤 개인 또는 실체
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고용하거
나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그런 고용 또는 종사를 시도하지 않아
야 한다.
(e) 경쟁금지. 임원의 회사 고용 계약기간 동안과 제한기간에 걸쳐,
임원은 회사 또는 관계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
거나 회사 또는 관계사가 고객,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는
국가 내의 회사 또는 관계사가 공급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을 공
급하거나 공급하였던 적이 있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실체 또는 개인을 임원 자신이 대표하는
((주식지분이 국가공인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회사의 소수 지주 또는 1% 미만의 기타 주식지분 소유자
이외의) 고용주, 종업원, 자영업자, 주 채무자, 파트너, 회원, 간
부, 임원, 주주, 컨설턴트, 대리인, 독립계약자 또는 서비스사업
자로서의 능력 등) 법률상의 능력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한 기업실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익을 취하거나 고문 역
할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f) 제한기간. 본 계약의 목적상, “제한 기간”은 임원이 회사 또는
관계사와의 고용 계약이 해지된 날 이후 6개월간을 의미한다. 제
한기간의 유출은 임원이 본 계약에서 정해지는 제한을 위반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 요금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g) 시행. 임원은 본 계약에서 부과되는 임무, 의무 및 제한이 독특
하고 비범하므로 본 계약의 일부에 대한 임원의 파기 혹은 파기
위협이 있을 경우 회사와 관계사에 대한 피해가 만회할 수 없거
나 금전적인 피해로 충분히 측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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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임무, 의무 및 제한의 파기 또는 파
기 위협이 회사와 관계사에 직접적이고 만회할 수 없는 위해, 손
실 및 피해를 유발하게 되며, 이후 임원 또는 그의 변호사에게
법적 고지가 전달되거나 법원 청문심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하고 동의한다. 그러므로 임원은 회사가 계약의 파기 또는
파기 위협에 대하여, 법률과 형평법상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구제방법과 함께, 가능한 금전적 피해, 비용 및 정당한 변
호사 수임료 외에(일시적 및 상시적), 특정한 변제 또는 법원 강
제명령을 추구하여 회사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임원은 본 계약에서 정해지는 제한 서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원과 어떤 협정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기업실체
예정자에게 본 계약을 인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다. 따라서, 임원은 본 계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자신이 고려하는 개인 또는 기업실
체에 본 계약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추가로 동의한다. 임원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임원은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며 임원이 회사 및 관계사를 본 계약
의 공개에 의한 모든 채무 및 피해보상 청구로부터 면제하는, 임
원과 어떤 종류의 협정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기업실체에게 본
계약의 사본을 발송할 수 있을 것도 동의한다. 본 8항의 규정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어떤 이유로든 본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존
속한다.
9. 사망 또는 신체장애. 계약기간 동안, 임원이 사망하거나 “신체장
애”로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
약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에 의한 회사의 모든 의무
는 즉시 정지된다. 단, 임원 또는 그의 인격 대리인이 “신체장애”
또는 사망 당시까지 수행된 서비스 대가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
만 본 항에서 사용되는 대로, "신체장애"는 임원이 신체장애가 시작
되었을 때 질병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 때문에(해당되는
경우 회사가 유지하는 장기장애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 상호 합의로 선정되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회사를 위해 수행하고 있었던 임무를 적절하고 충분히 수행하는 임
원의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계약기간 동안 언제든 보험업자
73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또는 회사 장기장애계획 관리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회사와 임원이
상호 합의로 선정하는 의사가 임원의 신체장애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회사, 임원, 그리고 이들의 권리 승계인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10. 해지.
(a) 회사는 “이유”가 있을 경우 임원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러한 해지는 즉시에 이루어진다. 그러한 “이유” 있는 해지가
있을 때 계약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계약에 의한 회
사의 모든 의무는 즉시 정지된다. 단, 임원은 실제 종료 때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가 “이
유” 없이 임원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 임원은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기간 종료까지 자신의 월급(그러나 종
업원 후생복리제도와 관련되는 금액과 휴가, 병결 또는 공휴일의
증가 부분을 제외)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되어 있으되, 그러한 지
급은 회사가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서면 기권증서를 특별히
교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본 계약에 의
한 회사의 모든 의무는 정지된다. 임원이 어떤 이유로 회사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즉시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에 의한 회사의 모든 의무는 정지된다. 단, 임
원이 회사로 적어도 90일 앞서 사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
우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계약의
목적상, 회사에 의한 “이유” 있는 임원 고용의 해지는 (a) 임원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b) 회사에 대해 유해한 명백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에 임
원이 고의적으로 관여하거나, (c) 회사 및 이의 활동에 관하여 사
기 또는 부정에 임원이 고의적으로 관여하거나, (d) 수탁자 임무
를 위반하면서 중대한 개인 이득에 개입되거나, (e) 회사에 유해
함이 증대하고 명확한(교통 관련 위반을 제외함) 연방 또는 주의
중죄 또는 형사상 위반을 범하는 경우의 해지를 의미한다. 이 정
의 목적상, 임원 측의 어떤 작위 또는 작위의무 불이행이든 임원
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회사의 이익에 최선이라는 선의와 정당
한 믿음 없이 임원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면 “고의적”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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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떤 “지배권 변경”이 발생한 후 회사에 의한 임원 고용의 해지
가 있는 경우, 임원은 고용 해지가 발생한 달에 유효한 임원의 월
급에 근거하여(관련 사회보장, 연방, 주 또는 지방 세금 공제액을
뺀) 임원의 36개월 월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그러한 지급은 임원의 고용 해지일 이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임원이 재무부 시행령 제1.409A-1절(i)항(또는 그것의 승
계 조항)의 의미 이내에서 “지정된 종업원”이 성립되는 경우, 그
러한 지급은 임원의 고용 해지 후 6개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고용 해지의 발생 여부에 관한 회사의 결정
은 재무부 시행령 제1.409A-1조(h)항에 따른 모든 관련 사실과 정
황에 근거한다. 이 항의 목적상, 회사의 “지배권 변경”은 각각
아래에서 정의되는(i) “소유권 변경”, (ii) “실효 지배권 변경”,
또는(iii) “자산 지배권 변경”의 발생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모든
사건은 재무부 시행령 제 1.409A-3(i)(5)의 모든 조건에 따라서 결
정되어야 한다. “지배권 변경”은 회사의 총 공정시장가격과 총
표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즉, 회사의 다수 주주인 회사
또는 어떤 실체와 관계된다. 주식 소유권은 개정 미연방세법 1986
(이하 “세법”)의 제318(a)조에 근거해야 한다. “소유권 변경”은
어떤 한 개인 또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한 개인 이상이, 그러한 개
인 또는 그룹이 소유하는 주식과 함께 회사 주식의 총 공정시장가
격과 총 표결권의 50% 이상이 되는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얻는 날
짜에 발생한다.
회사의 “실효 지배권 변경”은 (A) 어떤 한 개인 또는 그룹으
로 활동하는 한 개인 이상이 회사 주식의 총 표결권의 30% 이상
을 보유하는 회사의 소유권을 획득하거나(혹은 그러한 자에 의한
가장 최근의 획득 날짜에 끝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획득하였거
나), (B)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서 임명일 또는 선출일 전에 임명 혹은 선출이 승인
되지 않은 임원들에 의해 12개월의 기간 동안 교체되는, 날짜에
발생한다. 또한 “실효 지배권 변경”은 어떤 거래에 참가하는
두 실체 중 어느 하나가 “실효 지배권 변경” 또는 “자산 지배
권 변경”을 포함하는 그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
자산 지배권 변경"은 어떤 한 개인 또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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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상이 회사 또는 회사의 모회사로부터 자산을 획득하는(혹
은 그러한 자에 의한 가장 최근의 획득 날짜에 끝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획득한) 날짜에 발생한다. 단, 그러한 자산은 그러한
획득 직전에 회사 전체 자산의 총합공정시장가격의 40% 이상의
총합 공정시장가격이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총합공정시장
가격은 그러한 자산과 관련한 채무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처분
예정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전 직후에 회사의 주주들에 의
해서 지배되는 어떤 실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 조에 의한 지배권
변경은 없다.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실체로 이전되는
경우 회사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자산 지배권 변경”으로 취급
되지 않는다. (I) (자산 이전 직전에) 주식과 교환하여, 혹은 주식
과 관련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회사 주주. (II) 회사에 의해 직접적
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총 가치 또는 표결권의 50% 이
상을 이전하는 어떤 실체. (III)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의 총 가치
또는 표결권 50% 이상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한 개인 또는 그룹으로 활동하는 한 개인 이상. (IV) 앞의(III)에
기술되는 어떤 개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되
는 총 가치 또는 표결권 50% 이상을 이전하는 어떤 개인.
(c) 지배권 변경과 관련한 다른 계약에 의해 임원을 위한, 혹은 임원에
게 제공되는 보상과 유사한 다른 모든 보수와 함께 본 계약에 따라
서 제공되는 보수의 지급 결과로, 임원이 세법의 제4999조 또는 어
떤 승계조항 또는 동등한 조항에 의한 면허세 등, 지배권 변경의
발생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납부의 부담을 지지 않았을 주, 지방 또
는 연방 과세 당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임원에게 부
과되거나 부과되어야 할 그러한 세금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본
계약 혹은 기타 계약에 의해 그러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임
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Parachute 세금 환불”). 단, 그러한
Parachute 세금 환불은 그러한 세금이 임원에게 부과되는 해 이후
의 역년 말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늦지 않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
한 환불은 본 계약에 의한 모든 환불 후에 임원이 Parachute 세금
환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 후 순금액으로 지급받았을 정도로, 임
원에게 지급될 Parachute 세금 환불의 결과로, 혹은 본 조항에 따
라 지급되거나 지불해야 할 추가 금액의 결과로 지불되거나 지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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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가산세를 임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액수를 가산해야 한다.
11. 분쟁 해결 및 준거법.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서 혹은 기타 어떤 관
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의 선택으로, 켄터키주 Fayette 카
운티의 Fayette 순회법원(Circuit Court)에서, 또는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의해 채택되는 규칙에 따르며,
그러한 중재 절차가 켄터키주 Lexington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력 있
는 중재에 의해서(중재의 재정이 중재인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해결할
것에 동의한다. 회사가 Fayette 순회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배타적인 관할권을 보유하므로 임원은 본
계약에 의해서 법정심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할 것에 동의하여 그러
한 권한을 포기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간접, 징벌적, 징계적 또는
예외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복구를 요구할 권리가 어떤 당사자
에게도 없음에 동의한다. 본 계약은 켄터키 주에서 협상을 거쳐 시
행되었으므로 그 주의 법률에 따라서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2. 영향을 받는 당사자.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 회사의 승계인
및 양수인, 그리고 임원의 상속인 및 인격 대리인에게 효력을 발
생하며 구속력이 있다.
13. 통지. 본 계약의 조건에 의해 전달되어야 할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령 직후부터 유효하며, 회사의 기록에 나타난
그러한 자들의 최종 주소지의 수신자에게 인편으로 혹은 등기 수
신확인 우편으로 배달되어야 한다.
14. 임무. 본 계약에 의해서 임원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독특하고 개
별적이므로 임원은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자신
의 임무를 위임할 수 없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임원과 그의 상속인 및 인격 대리인에게 유리해야 한다.
15. 분리 및 위반금지. 본 계약의 어떤 조항 또는 이의 적용이 어떤 면에
서 무효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조항의 다
른 모든 적용 그리고 다른 모든 조항과 그것들의 적용에 대한 유효성
과 합법성, 시행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으며
그러한 무효, 불법적 또는 시행불가능 조항이나 그것들의 적용은 그것
과 본 계약이 이후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시행하기 위
해 필요한 정도까지 변경되어야 한다. 임원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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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당사자인 다른 어떤 계약이든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기술한다.
16. 권리포기.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시키거나, 그 권리를 부분적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행
사한다고 하여 그 권리 또는 기타 어떤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17. 부본. 본 계약은 정부 2부 이상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
은 하나의 원본으로 간주하되 이들 모두가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
이다.
18.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모든 점에 관해서 회사와 임원
간의 완전한 이해와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
들간의 계약과 협의를 대신한다. 본 계약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타 합의사항, 조건 또는 주장은 없다. 본 계
약은 서면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본 계약이 세법의 409A조 및 그것에 의한 규정의 지배를 받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필요한 경우 세법의 409A조 및 그것에 의
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본 계약을 개정할 수 있
다.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어떤 문제점에 관
한 당사자들의 추가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시행 가능하다.
19. 표제. 본 계약의 표제들은 순전히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삽입된 것
이므로 본 계약의 해석에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이상을 보증해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전문에 정해진 날 현재로 본 고
용 계약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붙임 A
A. 임원의 일반적인 책임
임원은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지시와 CEO가 정하는 임원 직무권
한에 따라서 회사의 사업과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위임 받는다. 이 위임
은 주주의 승인을 요하지 않거나 이사회 자체 혹은 본 서비스계약의 조
건에 의한 이사회의 어떤 위원회에 의해 유보된 적이 없는, 회사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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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결정을 할 권한을 포함한다.
경영진에게 위임되는 모든 이사회 권한은 최고경영자를 통해서 위임되
므로 경영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본 서비스계약에서 달리 언급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들
과 고위 경영진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간의 책임 연관성과 관계된다. COO는 사
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대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
는 대로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위임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런 점에서,
COO는 CEO와 자신이 결정한 대로, 운영권한 위임방침을 조직 내에 안
배해야 한다.
역할 및 책무
임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한다.
◦ 기업 및 운영 전략과 사업을 개발하여 권고. 회사 CEO로부터 재
정 및 운영 계획을 승인 받음.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CEO가 설정하는 전략방향에 따라서 그
리고 CEO가 승인하는 운영 방침 내에서 사업의 운영을 관리.
◦ CEO가 지정 목표와 비교하여 그리고 임원 직무권한 내에서 기업
성과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과 시기에 맞게
다음과 같이 경영정보를 CEO에게 보고.
◦ 즉시에 정확하게, 그리고 산업계 벤치마크 기준에 근거하여 CEO
가 요구하는 성과정보 감시결과를 제출.
◦ CEO가 관련 동향, 불리한 예상 언론 및 분석 보도, 중대한 내외
부적 변경, 그리고 이전에 이사회 또는 CEO의 결정이나 승인이
이루어진 근거가 되는 전제조건의 변경을 인지하도록 보장.
◦ COO의 견해로 회사가, 특히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혹은 CEO와
COO간의 업무협력관계에 유해한 간부(들)의 행위에 관해서, 회사
내부방침, 또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CEO에게 보고.
◦ 위험요소 목록을 개발하며 어떤 메커니즘이 식별된 위험을 다루
기 위해 적절한지 CEO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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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운영을 관리할 방침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
해 CEO가 요구할 수 있는 내부 혹은 외부 정보를 CEO에게 제공.
◦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전략
실체로서 CEO와의 관계를 유지.
(a) 개별적인 정보 요청을 충족, 또는
(b) 이사회가 정당하게 부과하는 간부 또는 위원회에 응답.
◦ 승인된 방침 또는 결정에 대한 실질적 또는 예상 부적합에 관해
적기에 보고.
임원은 다음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1. 리더십: 이사회와 CEO가 결정하는 회사의 비전, 사명 및 가치에 근
거하여 기업을 선도하여 그러한 비전, 사명 및 가치가 널리 이해되
어 지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구현되며 실행
기준이 전략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전략기획: 이사회, CEO, 주주, 고객, 종업원 그리고 모든 회사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며, 전략
목표의 일관적이고 적시적인 추진을 보장하며, 전략목표와 일치하
는 자원을 획득하여 배분한다.
3. 재무실적: CEO가 승인하는 적절한 연간 및 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하
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관리하며, 자산을 보호
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해당시스템을 정비할 것
을 보장한다.
4. 승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최상의 운영 팀을 개발,
유치, 유지, 동기부여 및 관리하여 그러한 운영 팀의 전반적인 사항
을 책임지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서면 경영진 승계계획을 제공
한다.
5. 인력자원: CEO가 결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원
을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효율적인 채용, 교육훈련, 유지 및 직
원 의사소통 계획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보장하며, 모든 종업원에
게 균등고용기회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감시한다.
6. 의사전달: 회사 최고운영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CE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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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대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한다.
7. 대외관계: 회사와 이의 운영부서들이 이들의 위원회와 산업계의 복
지에 충분히 기여할 것을 보장한다. CEO의 지시에 따라 지역사회
및 산업계 업무에 회사를 대리한다.
8. 이사회와 주주 관계: CEO 및 주주들이 회사의 현황 및 발전에 관한
모든 중요한 측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도록 CEO가 결정하는 의사
전달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이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사회 방침과
CEO가 결정하는 전략적 목표를 시행하며, CEO 검토를 위한 방침을
추천한다.
B. 임원의 특정 목표 및 측정규준
a. 회사의 사업개발활동을 감독하고 지시한다.
b. 일상적인 활동을 감독하며 회사의 전략계획을 시행한다.
c. CEO와 COO가 결정하는 우선순위와 일정대로, 회사가 소유하는 기
존 IP의 상용화 기회를 개발한다.
d. CEO와 함께 추가 제품의 개발과 취득을 평가한다.
e. 회사 방침과 운영 프로토콜에 의해 정해지며 CEO와 COO에 의해서
결정되는 적용범위와 프로토콜 이내에서, 회사와 이의 종업원들에
게 효율적인 운영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f. CEO의 지시에 따라 자본시장 개발과 로드쇼 활동에 참여한다.
g. 회사의 IP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며, 회사의 일반적인 법적 문제를 감
독하며, 회사의 법적 및 규제적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 및
주 기관 요구사항 및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C. 상기 상들과 관련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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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임원 연봉의 100% 이하의 연간 상여보상금.
b.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회사의 기존 주식매입선택제도(Stock Option
Plan) 그리고 상기 임무, 책임, 평가기준 그리고 특정 목표 및 측정
규준의 상대적 달성과 제휴하여 제정되는 장기(3년) 옵션인센티브제
도(Option Incen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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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고용주간의 임의 고용 계약서
시행일 2004년 __월 __일
종업원 귀하
1. 회사에 의한 고용
1.1 본 계약에서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서, 회사는 귀하를 ________의
자격으로 임의고용종업원으로서 계속해서 채용할 것에 동의한다.
이 직위에서, 귀하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회사 사업
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독하여 이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2. 보상
2.1 급여. 귀하는 _______달러의 연봉을 수령하게 되며, 그 금액은 회
사 표준 방침에 따라서(현재로는 격주 단위로) 지급된다.
2.2 회사 표준 후생복리
(a) 귀하는 수시로 시행될 수 있으며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복리후생 및 보상 시행기준(이하 “회사 복리후생”)의 조
건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권리와 이득에 대한 자격이 있다.
(b) 회사는 귀하의 회사제공 생명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 연간 보험
료 1,500 달러까지 지불한다. 그러한 보장범위는 회사의 생명보
험업자의 계속적인 승인을 조건으로 일금 900,000 달러이다.
2.3 퇴직급여. 귀하는, 본 계약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아래
6조에 기술되는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2.4 상여금. 귀하는, 회사의 성과에 근거하는 조정을 조건으로 하여,
귀하의 목표 기본급여액의 __%에 상당하는 연간 상여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3. 기업 비밀정보 유지 의무
3.1 기밀유지. 귀하는 모든 기밀 정보를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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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귀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또는 회사에 대한 귀하의 고용이 해지
된 이후 언제든지 귀하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회사 또는
관계사 이외의) 어떤 자에게 그러한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신
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목적
상, “기밀 정보”라는 말은 비밀의 특성을 지닌 회사 또는 관계
사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3.2 영업비밀 소유권 등
(a) 귀하의 회사 고용기간 동안 회사 또는 관계사의 사업 또는 업무
에 관해 귀하가 작성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모든 서면 자료, 기록
및 문서들은 전적으로 회사 및 관계사의 재산이다. 회사에 대한
귀하의 고용 해지 후 또는 귀하의 회사 고용기간 동안 더 이른
시기에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 귀하는 회사(또는 이의 피지명인)
에 이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
(b) 영업비밀, 발명, 개선사항, 특허, 특허출원 또는 저작, 그리고 회
사 또는 관계사의 사업, 재산, 방법, 공급자 또는 고객과 관련하
여 귀하의 회사 고용 중에 귀하가 고안 또는 개발하였거나 달리
획득한(상품권, 저작권 또는 특허권 가능성과는 무관한) 어떤 프
로그램, 시스템 또는 신규한 기술이 회사 및 관계사의 재산이라
는 점에 동의하며, 귀하는 그러한 영업비밀, 발명, 개선사항, 특
허, 특허출원, 저작, 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신규한 기술에 관한
귀하의 고안, 발명, 저작, 개발 또는 획득에 관한 서면 통지를 신
속히 회사에 전달하며 그러한 이전, 양도, 전달 또는 확인에 관
한 법률문서와 기타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것에 동의하며, 그러
한 영업비밀, 발명, 개선사항, 특허, 특허출원, 저작, 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신규한 기술에 관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든 권
리를 회사에서 이전, 양도, 확인 및 수행할 것을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타당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것에 동의한다.
(c) 귀하는 본 계약서의 귀하에 의한 작성 및 교부와 본 계약서에
의한 귀하의 의무의 귀하에 의한 이행이, 통지의 전달 또는 시간
의 경과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i) 귀하가 아는 바로
는, 귀하에게 적용되는 판결, 판결집행명령장, 강제명령, 법원,
중재인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ii)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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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로 되어 있거나, 귀하와 이전 고용주간에 체결하는 고
용, 기밀유지, 경쟁금지 또는 이직권고금지 계약 등, 귀하가 구
속을 받거나 구속을 받을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어떤 계약과 모
순되거나, 그러한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는 결과가 되
거나, 그러한 계약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주
장하며 보증한다. 귀하는 그러한 판결, 판결집행명령장, 강제명
령 또는 명령의 위반, 또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그러한 계약의
위반에서 비롯되거나 기인하는 모든 손실, 채무, 피해, 비용 및
경비의 청구로부터 회사를 면책할 것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귀하
는 귀하에게 구속력이 있는 위의 (ii)에 언급된 계약서 사본을 회
사에 제공하였다.
3.3 구제방법. 본 제3조에 의한 귀하의 임무는 회사에 대한 귀하의
고용 계약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귀하는 귀하에 의한 본 조항
의 위반 혹은 위반 위협에 대한 법적인 구제가 부적절하다는 것
을 인정하여 그러한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의 경우에 회사는 금지
명령 구제의 자격이 있음에 동의한다.
4. 고용의 계속/제한 조약. 귀하의 계약기간 동안과 고용 해지 직후 9개
월의 기간 동안, 귀하는 먼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지 않고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에 대해 경쟁적인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
사할 준비를 하거나, 어떤 경영층 직위를 수락하거나,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 회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이미지 관련 제품의 데이터
추출, 이미지 분석 및 생산을 포함하는) 원격감지 이미지(remote
sensing imagery)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집, 처리 또는 판매로부터 생
기는 어떤 기업 또는 사업 단위와(경영 컨설팅과 같은) 사업관계를 설
정하거나, 회사의 고객들에게 회사와 이들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감축
할 것을 간청하거나 유인하거나 달리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 의한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철회되지 않아야 한다.
5. 이직권고 금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귀하의 고용 해지
직후부터 9개월의 기간 동안 귀하는 회사의 종업원이 자신의 고용 계
약을 해지하도록 간청하거나 간청을 시도하거나 유인하거나 달리 그
런 결과가 되도록 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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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 해지
(a) 귀하 또는 회사는, 이유 또는 사전 통지가 있거나 없거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귀하의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이 임의고용관계는 이사회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어떤 때든 회사가 이유 없이 귀하의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i) 귀하의 통상 급여에 상당하는 격주 정기 급여로 __개월(이하
“퇴직급여기간”) 분에서 임금공제와 필요한 공제금을 뺀 금액
(ii) (해당 되는 경우), 귀하가 당해 연도에 근무한 전체 개월 수에
근거하여 비례 배분되는 당해 연도 동안의 성과에 근거하여, 만약
고용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러한 금액이 지불되었어야 하는, 시기에
지불해야 하는 몫의 상여금((i)과 (ii)를 총칭적으로 “퇴직금”)이라
고도 함), (iii) 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회사에 대한 모든 청
구 면제를 시행하는 대신으로 퇴직급여기간 동안 계속되는 모든
단체 건강 및 생명보험 혜택.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어떤
사유로 귀하의 고용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보상과 수당은 즉시 정
지되며, 귀하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개정 미연방세법(IRC)
1986의 4980B조의 목적을 위해, 귀하의 “적격 사건(qualifying
event)”(또는 그것의 승계조항)은 귀하의 고용 해지이어야 한다.
본 계약의 목적상,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들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i) 중범죄 또는 부도덕이나 부정직 행위를 포함하
는 범죄를 저지름. (ii) 회사를 상대로 사기 또는 부정직 행위에 관
여함. (iii) 회사 방침의 고의적 위반 또는 총체적 태만. (iv) 회사 재
산의 고의적인 파손. (v)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 (vi) 최고경영자 또
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회사의 정당한 방침과 지시를 따라야 할 어
떤 중요한 점에 대한 귀하의 불이행에 관해 회사로부터 귀하에게
통지가 전달되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할 기
회가 주어진 이후 귀하에 의한 그러한 시정의 불이행 또는 거부.
(vii) 회사가 심한 공개적 모욕, 중상 또는 조롱을 당하게 하는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 (viii) 귀하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불이행에 관한 통
지 및 합리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받은 후 그러한 시정에 대한 귀하
의 불이행. 신체적 장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목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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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는 365일의 기간 동안 연속적 45일 이상 또는 불연속
적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사실상 본 계약에 의한 귀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체상의 어떤 장애를 의미한다.
(b) 사망의 경우, 회사는 귀하의 사망 당시 지급대상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하며, 해당되는 경우, 사망이 발생한 연도의 기간에 대해서 귀하가 계
속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의 비례배
분 금액을 그러한 금액을 지불했어야 할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7. 총칙
7.1 임의 고용. 회사에 의한 귀하의 고용은, 회사에 통고만 하면 언제
어떠한 이유로든 귀하가 회사에 대한 귀하의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임의적”이다. 마찬가지로, 회사는 이유 또
는 사전 통고가 있거나 없거나,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혹
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귀하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
의 회장,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의해 서명되는 서면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임의 고용 관계를 변경할 수 없으
며, 본 계약의 이와 관련한 부분을 수정할 수도 없다.
7.2 통고. 본 계약에 의해 전달되는 통고는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로 회사에, 그리고 회사의 당시 급여기록에
등록된 귀하의 주소지로 귀하에게 인편으로 인도(전화팩스 포함)한
날짜 또는 제1종 우편으로 우송한 후 세 번째 날짜에서, 더 이른
날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7.3 분리. 가능한 경우 언제나, 본 계약의 각 조항은 관계 법령에 의해
시행되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만약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할권 관계법규에 의해 어떤 점에서든 무효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시행 불가능 부분이 기타 어떠한 조항 또는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본 계약은 그러한 무효, 불법
또는 시행 불가능한 조항이 본 계약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관할권에서 개정, 해석 및 시행된다.
7.4 권리포기.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의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그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그 조항 또는 여타 조항의
이전 혹은 이후의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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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완전한 합의. 본 계약에 대한 귀하의 수용은 본 계약에 포함되는
이외의 약속 또는 주장에 근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계약에 명기되는 조건과 다른 어떤 약속은 본 계
약으로 대체된다. 본 계약 그리고 귀하와 회사 사이의 선택적 서
면 동의는 회사와 귀하 사이의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므로 귀하와
회사간 이전의 모든 합의에 우선한다.
7.6 승계인 및 양수인. 본 계약은 귀하와 회사, 그리고 각 당사자 각각
의 승계인, 양수인, 상속인, 집행인 및 관리인을 위해서 구속력과
효력이 있으며 이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귀
하가 본 계약에 의한 임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어느 당사자도 상
대 당사자의(부당하게 보류시켜서는 안 되는)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사는
승계인이(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매입, 합병, 정리통합, 구조조정
또는 기타에 의해서든) 회사의 모든 혹은 사실상 모든 사업 또는
자산에 대해 본 계약에 의한 회사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
로 책임진다는 어떤 계약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므로 회사는 그러
한 승계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었을 경우에 이행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까지 본 계약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다. 승계인이 귀하에게 고용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본 계약을 떠맡
을 것을 거부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이유 없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
이 있다.
7.7 준거법 결정. 본 계약의 의미, 유효성 검증 및 해석에 관한 모든
의문사항들은 버지니아 주법의 지배를 받는다.
7.8 존속. 본 계약의 2, 3, 4 및 5조는 귀하의 고용이 해지된 이후 그
리고 당해 승계인 또는 기타 양수인에게 회사가 본 계약을 양도한
후에도 존속한다.
7.9 강제명령. 귀하는 위의 3, 4 및 5조에 언급되는 제한이 회사의 기
밀 정보와 기타 합법적인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제한대상 활동의 지속기간, 영역 및 적용범위 등, 모든 점에서 정
당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 귀하는 본 계약 제3, 4 및 5절의 조항
들이 회사를 위해 필수적이며, 본 계약이 이들 조항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 조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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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가 충분히 구제될 수 없음을 인정하
므로, 귀하는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해서 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
는 기타 구제조치와 더불어, 본 계약 제3, 4 및 5절의 위반을 방지
하거나 줄일 강제명령 및 기타 형평적인 구제의 권리가 있다는 것
에 동의한다. 귀하는 회사 또는 관계사에 대한 귀하의 청구 또는
조치 이유의 존재가, 본 계약에 입각하든 그렇지 않든, 본 계약 제
3, 4 및 5절의 조항들의 회사에 의한 이행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
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상을 보증해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첫 부분에 정해진 날짜 현재로
본 고용 계약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고용주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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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프랜차이즈 분쟁 관리
1. 개요
프랜차이즈 본사(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 사이의 관계는 독특하
다. 본사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을 통제하려 들고, 가맹점은 효과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본사에 요구한다. 이처럼 양자간의 기대치가 다르니 긴장
과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에서 양자의 입장을 정확
히 이해하고 양자간에 발생되는 변화와 문제점을 잘 다루는 것이 본사와
가맹점 양자가 져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다.
미국에서 양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본
사의 성장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으며 원래의 사업 목표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본사는 조직 내에서 각종 경고 신호를 탐지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며 만일의 법적 소송에
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안전 장치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본사-가맹점간 분쟁의 중요한 근본 원인과 그런 분쟁
을 예방하고 나아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갈등 분야와 그에 관련
된 소송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사가 분
쟁을 예방하고 경감하며 해결하는데 보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프랜차이즈 분쟁의 근본 원인
2-1. 당사자간의 기대치 차이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근본적인 분쟁 원인 중 하나는 서로의 기대치가 다
르다는 점이다. 가맹점은 본사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되고, 프랜차
이즈 시스템의 장점은 양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법이다.
가맹점은 이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일정 수준
의 서비스와 혜택 및 재정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되는데, 때로는 그
수준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데까지 달하곤 한다. 가맹점에 전달되는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소개, 사업 설명, 가맹점
과의 제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맹점은 자기 자신의 프랜차이즈 매
장을 소유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면에만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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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사의 마케팅 기간 동안, 부품 꿈을 가진 가맹점은 본사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기대를 갖는 한편 자기가 최상의 적격자라는 점을 본사에 과
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흔히 가맹점의 단점을 가리게 만
들어서 본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가맹점의 재정적 동원 능력, 실무 경험,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
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의, 본사가 규정한 통일된 시스템을 준수하겠다
는 약속 및 본사에 진정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때 방해
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본점과 개별 가맹점 사이의 실제 관계가 이런 기
대감과 상충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곤 한다.
2-2. 프랜차이즈 관계의 특성에 대한 오해

프랜차이즈 분쟁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 특
성을 본사가 오해하는데 있다. 본사-가맹점은 공생 관계에 있으며 양자간
의 상호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본사는 가맹점이 본사의 고객이라는 사실
을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매우 실질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시
스템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partner)로 간주해야 한다.
일부 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히 유통 산업의 일종으로 여기면서
가맹점은 본사가 만든 규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고 운영 표준이나 시스템
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조차 할 필요가 없다
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본사가 자기 가맹점에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자
세를 취하면, 분명 역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그리고 이런 운영 방식은 가
맹점에 적개심을 심어주고 양자간에 벌어지는 소송의 주된 원인이 된다.
2-3. 본사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부재

프랜차이즈 분쟁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은 본사가 직원들에게 계약상 허용
되거나 법적 의무인 행동과 그 반대인 행동에 대해 적절히 교육하고 훈련
하지 않은데 있다. 이것은 특히 독점 금지법과 프랜차이즈 계약상 본사와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야에서 그러하다. 본사가 경험이 많은 변
호사와 더불어 현장 직원들에게 프랜차이즈의 법적 분쟁에 대한 실무 지식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법, 불법적인 끼워팔기, 불공정 거래 관행)
을 가르쳐야 법적인 혐의를 면할 수 있다.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 과정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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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까닭은 이런 분야의 법률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가
맹점을 상대하는 본사 직원은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
고 숙지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와 상반되
는 표현을 하거나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오도하거나 성공 확률이
나 기타 수치를 과장하면, 가맹점이 이런 허위 진술을 본사가 부정직하고
무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생각
지도 않았던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2-4. 프랜차이즈 문서 내용의 불일치

간혹 엉성하게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서도 양자간에 오해를 일으키거나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기본 문
서들을 모호하지 않고 명료하게 표현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구제
절차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
즈 공개 문서는 주의 깊게 작성되어야 하고, 여러 계약서 내용과 서로 일치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맹점들이 계약서와 기타 공개 문서에 포함된 각 당
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표현에 의존해서 판단하며, 그런 문서 중 계약
서와 상충되는 일체의 표현은 양자간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프랜차이즈 분쟁 관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목표가 방해를 받는다고 믿
으면 갈등에 빠진다.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서, 본사와 가맹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항상 서로 다른 목표와 기대치를 갖고 있다. 본사는 전
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과에 주력하지만, 가맹점은 자기 가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런 이기주의는 당연히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경감하며 해결하는 방
법은 각 단계별로 무수히 많이 있다.
3-1.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전

가. 가맹점 모집.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심장 같은 요체다. 수
없이 신생 프랜차이즈들이 매장을 늘리는데 열성적인 것은 이해되
지만, 본사가 응시자들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유망한 가맹점과 세
심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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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본사는 자격 있는 사람만 뽑는다는 원칙 하에 유능한 응
시자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 특히 신규 프랜차이즈인 경우
에, 초기에 선발된 가맹점들은 후속 응시자들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첫 번째 가맹점 그룹은 재정적 능력과 경험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킬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발된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될 만큼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급여, 임대료, 예상치 못한 비용,
물품 구입비 및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운전 자금을 비롯
한 초기 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가
맹점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가맹점이 과거에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분야
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사업주나 매니저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
는 것이 이상적이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무형의 요
소들(예: 의욕, 충성심, 책임감)은 서류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으
므로, 본사는 그런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가 언급한 과거의
경력을 조사해봐야 한다. 계약 전 단계에서 비꼬거나 따지기 좋아
하거나 믿음성이 없는 응시자는 나중에도 모종의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자들이다. 따라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은 본사
가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나. 합리적인 기대치의 제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터무니 없고
때로는 달성할 수도 없는 기대가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
맹점이 결심을 하기 전에 실현가능한 기대치를 제시하는 것이 본
사의 의무다.
기대치를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가맹점
이 서명해야 하는 기타 계약서 및 본사의 재무제표가 망라된 의무
적 공개 서류 등 모든 프랜차이즈 관련 문서를 가맹점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들 문서가 전문성을 띠고 있으므로, 가맹점은 문서의 내
용을 파악하고 검토할 때 반드시 자체 고문(이를 테면,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본사는 가맹점이 우선 아래
의 주요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본사의 현 재무 상태(특히 본사가 신설 회사이거나 자금력이 부
족한 경우)
◦ 특히 가맹점의 수가 아직 부족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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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시스템이 완전히 체제를 갖췄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는 본사의 낙관적 견해보다는 현재 프랜차
이즈 시스템이 발전되어온 과정
◦ 가맹점이 성공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의
정도
◦ 성장 초기 단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
제적 자원(예: 운전 자금 수요)의 정도
◦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된 소스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구매 프로그램
◦ 가맹점의 의무를 규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주요 부분
일단 프랜차이즈 계약이 서명된 후 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초기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가맹점들이 제반 조건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해야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를 해소하고 분쟁의 요인을 줄이
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이 최대한
포함된 각종 문서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전파해야 나중에 이와 관련
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문서화된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다.
3-2.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중

당사자 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본사가 가맹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의 핵심은 가맹점과 지속
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본사는 가맹점과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하게 협력
함으로써 자신의 전문 지식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전파하고 가맹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양방향
의사소통은 가맹점이 본사의 공평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므로,
오해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거나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양자가 계약서에 명문화된 조건을 기술적인 면에
서 위반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어떤 경제적 상항에 의해 어느 일방이
의도적으로 계약서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여느 사업 관계가 다 그렇듯이, 만일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신뢰와 확신
및 우호적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이들 기술적 위반이 불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본사가 가맹점을 존경과 이해로 대하고 프랜차이즈 관
미국

759

계를 맺게 되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가맹점도 본사에 똑같은 생각을
표명했다면, 서로가 상대방의 결함을 수용해줄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
게 될 것이고 그런 결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사는 가맹점별로 특별한 의견 교환 사실이나 문제점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실무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귀찮기는 하지만, 의견 교
환이나 문제점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하면, 본사
가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가맹점의 과거 성과나 분쟁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 교체되
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3. 소송 전 분쟁 관리

때로는 당면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본사의 행동에 대한 분쟁이 아닌 업무 관
련 분쟁의 공통된 사유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가맹점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거나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입한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본사가 규정한 운영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적정 재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계약서에 요구된 로컬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본사의 상표나 서비스 마크를 치우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
다고 위협하는 경우
- 현장 직원에 의한 분쟁 해결. 가맹점과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
을 때, 본사는 먼저 변호사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관련 리스크
를 평가하기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사와 변호사가 문제점을
검토할 때는 우선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현장의
실무 담당 직원들이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처음부터 가맹점을 직접 만나는 것
은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가맹점도 변호사를
고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부터
취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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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잠재적 문제점을 조기에 감지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사는 현장 직원이 가맹점의 문제점을 최대
한 빨리 인식하고 가맹점과 1:1로 만나서 상황을 논의하면서 해결책
을 모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현장 직원은 이미 가맹점의 상황에 친
숙하므로, 그들을 만나면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먼저 본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를 명확히 인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본사에 불리한 발언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본
사가 이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의사전달 사항을 적당한 형태의 문서
로 작성해둬야 차후에 본사가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변호사
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사에 의한 분쟁 해결. 만일 본사의 현장 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문제의 성격상 현장 직원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계속 관여하
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사 직원이 문제 해
결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이때는 통상 본사 직원이 가맹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본사가 가맹점과 더불어 상황을 해결할 의사가 있
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가능하면 가맹점 담당자를 본사로 초청해서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협의해야 한다. 본사가 이 과정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직시해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본사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이를
지원하려는 의사를 가맹점에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본사 직원은 가맹점을 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명심해야 하고, 본사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
며 소송없이 해결하길 바란다는 뜻을 가맹점에 성심껏 전달해야 한다.
한편 변호사는 이런 비공식적 분쟁 해결 과정 동안 뒤에 숨어서 전략
을 논의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필요 시 비공식적인 분쟁 해결 합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본사는 한 가맹점과의 분쟁 해결이 시스템 내에서 다
른 가맹점과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해결 조건
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본사가 이렇게 노력해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하
게 변호사가 그 사안을 인수해서 가맹점이나 그 법적 대리인과 접촉
해야 한다. 그 시점부터 본사는 분쟁 사안에 대해 가맹점과 먼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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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통상 본사의 입장을 계약서 규정과 기타
해당 법률에 따라 조율하면서 보다 공식적이고 엄격하게 접근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협상에 임한다.
3-4. 다른 분쟁 해결 방법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정과 중재다. 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공식적
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후에 이뤄지고, 중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력이 있으며 역시 어느 때나 이뤄질 수 있다.
가. 조정.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조정이란 중립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제 3자(조정관)의 구속력 없는 개입이나 지원을 통해 본사와 가맹
점이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대개가 전직 판사 출신
인 조정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판정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대
신 당사자들이 스스로 어떤 결정에 이르도록 지원해준다. 조정에
서는 갈등과 분쟁이 당사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해 해결되므로, 조
정관은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조정은 기존에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가장 유용하다.
소송과 중재가 적대적인 소송 절차라는 성격으로 인해 양자간의
관계를 심하게 훼손하는데 반해서, 조정은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
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송과 대부분의 중재가 마지막에 누가
“승자”인지 선언하는데 반해서, 조정은 서로 대결하는 성격이
적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게다가 당사자들은 해결된 조건을 비밀로 유지한다. 조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준비 태세를 갖춰라. 조정이 다른 절차처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본사와 변호사는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거나 반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기 주장
에 관한 정보를 조정관과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본사는 분쟁 방안을 타협하고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라. 양측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조정 장소에 참석해서 상대방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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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만일 무슨 사유로 인해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지 못
하더라도, 분쟁 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조정 장소에 참석해
야 한다.
◦ 해결이 중요하다. 만일 본사가 조정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다면, 분
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본사의 입장
을 관철해서 얻는 이익보다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에 초점을 둬야 한다.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수록 본사에 유
리할 뿐 아니라, 본사와 직원들이 본연의 프랜차이즈 업무 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서두를 필요 없다. 조정이란 해결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당사자들
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정
이 다단계로 이뤄지기도 한다.
◦ 훌륭한 조정관을 찾아라. 공정하고 열심이며 성공률이 높은 것으
로 유명한 조정관은 소송까지 길게 가지 않고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불리한 점도 있으니, 우선 조정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대개 조정관 비용을 하루 단위로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당사
자가 조정관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표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와 사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도
조정에서 중요한데, 만일 어느 일방이 분쟁 사안을 토론할 준비가
되지 않거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절차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옵션과 비교했을 때, 조정은 대결의 성격이 가장 적은 분
쟁 해결 방법이다. 그리고 소송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서,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만일 본사와 가맹점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조정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 중재. 프랜차이즈 분쟁의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가 분쟁 해결 방법
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분쟁이 발생된 후에 당사자들이 재래식 법
적 소송 대신 중재에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재를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방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 집단 소송에 있어서,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해당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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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은 집단 소송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중재인의 견해만 청문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중재에서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에 더 소극적이지만, 일반 법정
소송의 경우보다 분쟁이 한결 빨리 해결될 수 있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중재인이 내린 판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심 판결이 최종적이다.
◦ 소송 절차와 중재 판결의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통상 판사보다 중재인을 선임할 때 더 큰 권리를 행사
한다.
반면에 중재가 일반 법원의 소송보다 불리한 점은 진실을 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그다지 법
률 중심적이지 않으며 중재인의 공정성이 과신되고 때로는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이다.
중재 규정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지만, 특별
히 본사의 입장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중재 조항
을 기안할 때 고려해야 할 점검 목록과 주제들이다.
◦ 이의 제기 권리
◦ 처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배제
◦ 중재인의 선정 방법 – 중재인의 수와 자격
◦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각 소송 프로세스의 소요 기간 지정
◦ 진실 확인 규칙/제약
◦ 기밀성
◦ 청문 장소 지정
◦ 중재인의 보수를 비롯한 중재 비용 지불
◦ 준거 법률
◦ 변호사 수수료
◦ 강제 시행
◦ 요구되는 서면 결정문과 분석 자료
본사가 가장 선호하는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서 분쟁해결규정을 작성할
때는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분쟁 유형과 클레임을 제기/방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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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과 주(州)의 프랜차이즈 업무 집행 및 관리 기관 명단
아래의 목록은 프랜차이즈 업무와 프랜차이즈 자료 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과 주 기관의 명단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정리한 것이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정보도 포
함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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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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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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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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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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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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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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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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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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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다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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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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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다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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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가이드

버지니아

유가증권과 소매 프랜차이즈 담당처(Division of Securities and Retail
Franchising), 주 협력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
1300 East Main Street, 9thFl
Richmond, Virginia23219
(804) 371-9051
www.scc.virginia.gov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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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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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통적인 프랜차이즈 갈등 관련 판례법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은 통상 전통적 개념의 계약법, 사기(詐欺),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독점금지와 담보 및 행정법과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위
와 같은 여러 분야의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과 관할 법원에 대한 전통
적 개념 및 중재 조항의 집행 능력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 뿐 아니라 다른
분쟁에도 공히 적용된다. 다음은 여러 프랜차이즈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
이 내렸던 판례들이다.
5-1. 프랜차이즈의 정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프랜차이즈로 볼 것이냐 여부는 (1) 상표 (2) 통일
된 마케팅 계획 (3) 수수료 이 세 가지 요소의 존재 여하를 근거로 판단되
며,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법원은 예로부터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가맹점을 보호하려
는 합법적 의도에서 폭넓게 해석해왔다. 다음은 미국 법원에서 “프랜차이
즈”의 정의를 거론한 주요 사례들이다.
가. KIM 대 SERVOSNAX
◦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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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복합 단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식당 급식 시
설의 운영 라이센스를 받았던 원고는 거래회사가 계약과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Servo는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사무 복합 단지의 소유
주나 관리회사와 카페테리아 같은 급식 시설의 운영 계약을 맺고 있
다. Servo는 카페테리아 공간을 꾸미고 장비를 설치해서 4-8주 동안
카페테리아를 직영한 다음 운영권을 면허 계약에 따라 원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이때 양수자는 면허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통
상 구입가격의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결
재하며, 순 판매가격의 10%를 Servo에게 매월 수수료로 납부한다.
Servo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인도한 뒤에도 짧은 훈련 기간 동안
매장에 머문다. 이처럼 Servo는 건물 소유주나 점포 관리자와 면허
대여업체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품질 표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Servo는 카페테리아의 메뉴를 관리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고객에게 매일 따끈한 간식과 수프 및 샌드위치를 제공하도록 운영
자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카페테리아에는 Servo 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나 로고
또는 심벌도 없다. 실제로 면허 사용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면서
Servo의 이름이나 어떤 상징물도 사용할 수 없으며, Servo도 면허
계약서를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
1982년 7월에, 김경자씨 내외가 Nicolet Magnetics Corporation 사
의 직원용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Servo와 면허 계약을 체결했다. 계
약 기간은 5년이었고, 면허 구입 금액은 35,000 달러였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85년 4월에, 이들은 면허를 원고인 Agnes Kim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곧 Nicolet 사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였고 카
페테리아의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Nicolet 사는 마침내 카페
테리아를 폐쇄하겠노라고 발표했다. 원고인 Kim 여사와 Servo는 원
고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측 주장
Servo는 자신이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이 원고인 김여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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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o는 “프랜차이즈”가 “(1) 본사가 미리 정한 마케팅 계획이나
시스템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맹점에 오퍼하거나 판매 또는
유통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2) 그런 계획이
나 시스템에 의한 가맹점의 운영은 실제로 본사나 그 계열사의 상
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또는 광고나 기타 상업적 심벌과 연관
되어 있으며, (3)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직/간접으로 지불”
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ervo는 해당 사업이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판시
법원은 당사자간의 면허 계약을 의미상 기업 간의 프랜차이즈 활
동이라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를 정의한 법 제31005조 (a)항은
가맹점의 사업 운영이 실제로 본사의 명칭이나 로고 또는 심벌과 연
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면허 양수자가 카페테리
아를 운영할 때 면허 양도자 기업의 명칭이나 유사한 식별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만, 카페테리아로 운영되던 매장의 소유 회사
는 본사로부터 면허를 양수받은 식당 운영자의 고객이므로, 원고의
식당 운영은 그 기업의 명칭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고 판시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맺은 면허 계약이 상기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프
랜차이즈라고 확인했다. 한편 Servo는 첫째와 셋째 요건을 만족했다
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본사의 명칭이나 심벌과 “실제로 연관”되어
야 한다는 둘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감독관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계약 여부 판정 지침”(이
하 “지침”이라 칭함)을 참조했는데, 감독관은 그런 법률과 지침을
제정한 목적이 통일된 마케팅 계획과 공통된 심벌에 따라 운영되도
록 설립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
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제로 본사인 Servo의 심벌과
연관”해서 운영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면, 본사가 가
맹점의 고객인 기업주에게 본사의 명칭 또는 상호를 직접 통지하였
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것이 프랜차이즈였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는 원고의 사업 운영이 실제로 피고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
고 또는 광고나 기타 상업적 심벌과 연관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이는 그런 연관성 여부를 판정할 때 원고가 제공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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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받은 (원고와 피고가 식당을 꾸며서 운영해준 상대편) 고객 회
사가 원고의 식당 운영을 피고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또
는 기타 상업적 심벌과 연관시켰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런 조사를 통해 Servo의 상호가 고객 회사인 Nicolet
과 연관되어 있음을 (1) 면허 사용자/운영자가 제출한 식당 서비스
청구서와 (2) Servo와의 계약서 및 (3) 면허 사용자의 식단과 가격
및 능력에 대해 고객 회사와 Servo간에 오고 간 교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 투자법 같은 구제나 보호용 법규가 일반적으로
원래의 취지를 실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도 한
다고 지적했다.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자 집단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법률이 의
도한 바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원칙을 토대로 Nicolet 같은 회사가 프랜차이즈 본사
의 이름을 걸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사용자의 고객이고, 면허
사용자의 식당 운영이나 다른 식품 서비스 기업이 실제로 Servo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고객 회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름이나 심벌을 보고 그 본사의 신용과 명성을 판단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프랜차이즈의 가치는 가맹점의 사업 수행 능력과 본사의 신
용/평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상의 이유로, 법원은 프랜차이즈 업무가 실제로 본사나 계열사
의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로고 또는 광고나 기타 상업적 심벌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프랜차이즈의 두 번째 구성요건이 만족되었으므
로, 결국 Servo의 사업은 프랜차이즈였다고 판시했다.
나. 투자자 대 KLINE
◦ 사건 경위
1977년 6월에, 피고는 자신의 Aunt Hilda's Pennsylvania Dutch
Steamed Franks라는 프랜차이즈를 턴-키 베이스로 판매했다. 그는
프랜차이즈를 잠시 동안만 25,000 달러의 저가로 판매하지만, 곧
40,000 달러로 인상될 것이고 나중에는 80,000 달러에 팔 것이라고
광고했다. 그는 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요리 전문가가 사업
메뉴를 취급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National Food Service
Marketing 사가 공급하며 관리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광고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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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본 많은 투자가들이 프랜차이즈 “제휴 계약서”에 서명하고
투자에 나섰지만, 피고는 등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를 불법으로 판
매함으로써 기업법 제31110호를 위반한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범죄를 위반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 Kline 씨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제공
하고 판매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는 모든 혐의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측 주장
요점적으로 말해서, 피고는 자신이 등록 가능한 프랜차이즈의 정
의와 조건을 만족하는 종합적인 계약 규정이나 세부적으로 명시된
마케팅 계획 또는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없고 직접 프랜차이즈 판매
에 참여한 바 없으며, 오직 서면 계약서에 기술된 “사업 기회”만
제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판시
법원은 프랜차이즈를 형성하는 계약이나 약정은 구두나 서면에 의
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마케팅 계획 자체
도 구두나 서면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인 Kline 씨는 자기 회사를 통해 광고를 지원하고 식품과 물자 및
메뉴 계획 등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식별이 가능
하고 독특한 매점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묵시적으로 규정된
마케팅 계획이나 시스템으로 봐야 하고, “Aunt Hilda's Pennsylvania
Dutch Steamed Franks”를 판다고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통
일된 마케팅 계획이나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원은 또 피고가 운영 계획도 “철저하게 작성해주겠다”고 약속
한 사실을 주목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유명하고 성공적인
타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전국적인 음식 프랜차이즈를 조직하고 있다
고 말했었다. 이 모든 점을 미뤄볼 때, 피고가 종합적인 운영 개념과
구상을 자기 회사를 통해 미리 정해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
원은 또 그가 계약서에 “사업 기회”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이유만
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리고 법원은 입법부가 프랜차이즈 투자 법을 제정한 취지가 가
맹점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판매자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본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기극”으
로 전락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의도였음도 간파했다. 아울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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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완전히 성숙된 단계의 프랜차이즈 체계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영업 수수료를 받기
위한 판매 행위는 실제로 판매자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광고나 기타 상업적 심벌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곧 판매자가 프
랜차이즈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판매자가 실제로 정하는 마케팅 계
획이나 시스템은 미등록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불법적인 판매 행위에
속한다.
피고는 배심원이 없는 1심에서 프랜차이즈를 불법으로 판매한 행
위와 프랜차이즈 판매에 필수적인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소위 “비즈
니스 기회”를 제안하고 유가증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
을 받았다.
5-2. 지적재산과 도메인 명칭에 관한 판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상표, trade dress(상품의 종합적 이미지와 모양),
노하우, 거래 비밀, 사업 개념 등의 지적재산을 가맹점에 면허해주는 복잡
한 판매 형태로서, 지적재산 (IP)을 이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
다. 여기서는, IP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가 그렇듯이, IP의 권리를 성공적으
로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IP와 관련된 가장 획기적인 판례 중 하나는 Two
Pesos, Inc. 대 Taco Cabana, Inc간의 505 U.S. 763호 (1992) 사건으로서, 대
법원이 식당 체인점의 전반적인 외부 “형태와 느낌(look and feel)”에 대
해서까지도 trade dress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Two Pesos 사건은
오늘날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trade dress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 초석
이 되었다.
가. TWO PESOS, INC. 대 TACO CABANA, INC.
◦ 사건 경위
원고인 Taco Cabana, Inc.는 텍사스 주에서 멕시코 음식을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초의 Taco Cabana 식당이
1978년 9월에 San Antonio에서 개점된 후 1985년까지 San Antonio에
5군데의 식당이 추가로 개점되었다. Taco Cabana는 멕시코 풍 trade
dress를 만들기 위해 “실내나 실외 테라스를 각종 공예품과 밝은
색상의 페인팅 및 벽화로 장식함으로써 마치 축제 때 식사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테라스도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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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로 들려서 올라가는 차고 문짝을 설치함으로써 외부에서 내
부를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계단이 있는 건물 외부는
축제 분위기가 물씬 베어나도록 페인트로 현란하게 칠한 후 네온 띠
를 둘렀고, 밝은 색 차양과 우산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Two Pesos,
Inc. 사가 1985년 12월에 텍사스 주 휴스턴에 식당 문을 열었는데,
매장을 앞에서 설명한 Taco Cabana의 trade dress와 아주 유사한 모
티브로 디자인했다. Two Pesos 식당은 휴스턴과 다른 시장으로 빠르
게 확산되었지만, 정작 Taco Cabana 매장이 있는 San Antonio에서는
개점하지 않았다. 1986년에 Taco Cabana는 휴스턴과 오스틴 지역에
도 자사 매장을 설치했고 댈러스와 엘 파소를 비롯한 텍사스 주의
여러 도시로 확대해 나갔는데, 이들 두 곳은 이미 Two Pesos가 영업
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Taco Cabana는 1987년에 Two Pesos가 Lanham법 제43조 (a)항의
trade dress 권리를 침해했고 텍사스 주의 관습법에서 금한 거래 비
밀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Two Pesos를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소했다.
이 사건의 1심 담당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5가지의 기본적 질문에 평
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배심원들은 Taco Cabana가 trade dress
를 갖고 있었고, trade dress가 대체로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
라 원래부터 고유한 것이었으며, 그 trade dress가 텍사스에서 2차
의미(secondary meaning)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장된 피고의 위
반 행위가 일반 소비자에게 그런 식당 상품과 서비스의 원조가 누구
인지 혼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회신했다. Taco Cabana의
trade dress는 그 자체가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곳과 혼동되지 않도
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가 Taco Cabana에게 손
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1심 법원은 Two Pesos가 의
도적이고 고의적으로 Taco Cabana의 trade dress를 침해했다고 인정
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1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래 고유한 trade dress가 상기 제43조 (a)항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항소 법원의 판결을 재고하라고 사건을 항
소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판시
Lanham법의 취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혼동케 하는 마크를
소송”하게 하고,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Lanham법 제43조 (a)항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마크도 Lanham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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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록되지 않은 마크도 법 제43조 (a)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법원은 상표가 어느 개인이 “자신의 상품 (독창적인 제품 포함)
을 식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과 구분하고 그
출처를 명시할 때 사용하는(출처 미상인 경우 포함) 일체의 단어, 명
칭, 심벌, 장치 또는 이들 모두의 조합”이라는 정의를 수용했다. 어
떤 마크를 등록할 수 있으려면, 그 마크로 신청자의 상품을 다른 상
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제품을 단순히 설명한 마크는 고
유하고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마크는 특정한 근원을 식별할 수 없어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설명형(descriptive) 마크가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경우
에는 동법에 의거 보호될 수 있다. Lanham법 제2조는 달리 등록될
방법이 없는 설명형 마크도 “신청자의 상품거래로 인하여 독창성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말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독창성을 통상 “2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라 부
른다.
독창성에 대한 일반 규칙은 명확하다. 식별 마크는 독창적이되,
(1) 원래부터 독창적이거나 (2) 2차적 의미를 통해 독창성이 인정되
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항소 법원은 Taco Cabana의 trade dress가 원래 독창적인 점은 인
정되지만 기능적인 설명형 마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회송 받은 항소 법원은 원래부터 독창적이었
던 Taco Cabana의 trade dress는 비록 2차적 의미가 충분히 입증되
지 않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고, 대법원
은 이러한 항소 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동의했다. 그러나 통상 제43조
(a)항을 근거로 제기되는 침해 소송에 적용되는 원칙에 상충되는 2차
적 의미의 일반 요건을 trade dress에 항상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피고는 trade dress가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포함하지
않다는 배심원의 평결은 결국 그 trade dress가 원래 독창적인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trade dress가 텍사스
에서 2차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와 반대로 고유한 독
창성을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은 모순이고, "Two Pesos의 주장은
법의 전후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차적 의미를 평
가하는 여러 방법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때론 무척 어
려워서) 경험상 고객과의 관계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고유하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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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적인 상표나 trade dress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실제로 2차적
의미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냐를 불문하고) 그 소
유자가 그런 독창적이고 소중한 정보와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이해관
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trade dress의 2차적 의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
가 보호될 수 없다는 항소 법원의 결정에 덧붙여서, 피고가 요구한
trade dress의 한시적 보호 주장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동이 과거와
는 달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Vibrant Sales, Inc. 대 New Body
Boutique, Inc. 간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제품 특성을 복
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43조 (a)항에 따라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등록되지 못한 마크는 등록된 마크처럼 "원조
(元祖)로 추정”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2차 의미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43조 (a)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논리는 등록되지 못했지만 원래 독창적인 모든 마크의 보호를 (비록
그 마크가 독창적인 단어나 심벌 또는 제품 설계를 사용했더라도)
외관상 부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미등록 마크도 원조를 식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으며, 그런 마크를 복제하는 행위는 제
43조 (a)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Vibrant Sales 사건의 판결은 Lanham법의 규정 과 상당히 상충되
었다. 어느 제품 디자인의 구두 표현이나 상징적 마크 또는 특성이
제2조에 의거 등록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런 마크를 통해 신청
자의 상품이 다른 제품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등록되
어 있어야 마크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제2조가
설명형 마크를 등록하는 조건으로 2차적 의미만을 요구하고 있으므
로, 2차적 의미를 입증하지 않고 등록될 수 있는 마크란 거의 없었
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록 등록되지 않은 마크도 해당 상
품의 독창성을 타 상품과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차적 의미는 오직 설명형 마크에만 적용되고 원래 독창적인 마크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사의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독창
적인 단어나 심벌 또는 장치가 아니라 원래부터 독창적인 trade
dress는 2차적 의미가 입증되지 않아도 제43조 (a) 항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래 독창적인 trade dress에도 제43조 (a)항의 2차적 의미를 요구
하는 것은 Lanham법의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trade dress의
보호는 곧 마크 소유자의 좋은 평판을 지켜주고 소비자로 하여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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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제조사들을 구분하게 해주려는 법의 당초 목적과 일치한다. 의회
는 국가가 상표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
유는 상표가 경쟁 촉진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설명형이
아닌 trade dress에까지 2차적 의미를 요구하게 되자 제조사의 제품
식별이 더 어렵게 되었고, 제조사의 경쟁력 향상이나 유지에도 애로
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2차적 의미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부과하면 경쟁에 부정적
인 영향이 초래되고 소규모 회사의 창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후 신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원고
기업에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2차적 의미가 수립되고 입증될 때까
지 원래 독창적이고 기능적인 trade dress의 보호를 거부한다면, 자
신의 독창적인 trade dress를 갖지 못한 경쟁사가 원조(元祖) 회사의
창의성을 다른 시장에서 베껴서 원조 회사가 이런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다.
대법원은 독창적 trade dress를 가진 Lanham법 제43조 (a)항에 의
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2차적 의미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
고, 항소 법원의 최종 판결을 확인했다.
프랜차이즈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표 침해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상표권 침해소송은 계약이 종
료된 후에 제기된다. 통상,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계약 종료 시 가맹
점이 본사의 상표 일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상표권 침해 분쟁
은 가맹점이 규정 준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야기된다.
이러한 상표 침해 소송이 Days Inn Worldwide, Inc대 Mehta 사간의
2005 WL 2237629호(S.D. Ga. 2005) 사건에서 재현되었다.
나. DAYS INN WORLDWIDE 대 MEHTA
◦ 사건 경위
피고인 Mehta 사는 1996년 1월 12일에 원고인Days Inn Worldwide,
Inc. (“DIW”) 사와 객실이 50개인 조지아 주 더블린 소재 호텔을
인수해서 Days Inn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으로 운영키로 면허 계약
을 체결했다. 그러나 분쟁은 면허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Mehta 사는
계약서 7항과 일정표 C에 따라 DIW에게 일정 기간 동안 로열티, 서
비스 평가 비용, 기타 이자 및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칭함)를
지불해야 했고, 이를 위해 면허 계약서 외에 의무이행보증서를 제출
했다. 하지만 DIW는 2001년 1월 25일에 Mehta 사에 계약상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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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지불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10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
정하지 않으면 면허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DIW는
그 후 1년 반 동안 Mehta 사가 각종 발생 비용을 체불하고 프랜차
이즈 월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장의 편지로 통보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면허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DIW는 2002년 8월 16일자 편지에서 면허 계약이 2002년 11월 18
일에 종료될 것임을 Mehta에 통지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숙
박 시설에서 모든 Days Inn 마크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DIW는 또
계약이 종료된 이듬해 3월 14일에도 면허 계약에 의거 모텔이 Days
Inn으로 식별될 수 있는 일체의 표지를 없애도록 Mehta에 거듭 요청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hta는 2002년 11월 18일부터 2004년 11
월 29일까지 2년에 걸쳐 DIW의 상표 (“Days Marks”)를 계속 사용
했다. DIW는 드디어 2004년 9월 21일에 피고가 Lanham법에서 보호
되는 상표를 무단히 사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Mehta를 제소했다.
◦ 판시
Lanham법 제32조 (a)항에 의한 상표 침해 소송은 어떤 사람이
“등록 상표를 복제, 위조, 복사 또는 그럴듯하게 모방해서 소비자를
혼동케 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게 하거나 속이는 상업적 용도로 사
용”할 때 제기된다. 이 경우에 Days 마크가 DIW의 등록 상표이고
Mehta가 이 마크를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했
다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Mehta는 DIW가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
으므로 제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Mehta의 주장이 설득력
이 없음을 알았다. DIW는 단지 혼동할만하다는 개연성만 보여주면
되고, “실제 혼동” 사례는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한 요인에 불과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도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1) 문제가 된 마크의 형태
(2) 마크 사이의 유사성 (3)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 (4)
가맹점의 성격상 유사성 (5) 홍보 방법의 유사성 및 (6) 피고의 의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등록한 마크와 똑같은 마크가 침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단지 가맹점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본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한 사건으로서, 예전의 Burger King사건에서 Eleventh
Circuit이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계약이 끝난 가맹점이 예전 본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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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소비자는 상표
사용자와 등록자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잘못 추정해서 가맹점의
모든 실수를 본사 탓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혼동이 본 사건에서 일어났음은 분명하다. Mehta는 일반인들
이 계약 종료 사실을 알 길이 없으므로 저들로 하여금 자신이 계속
DIW의 가맹점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이런 행동은 Lanham법에서 엄
금하는 기만 행위다. Lanham법의 목적은 일반인을 보호하고 상품이
나 서비스를 혼동하지 않게 하며 사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고, 일
반인들은 제품의 소스를 정확히 식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
법원은 Mehta가 Lanham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게 되었다.
다른 상표 사건의 주안점은 가맹점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에 의해
면허된 본사의 상표 이외에 자신이 별도의 상표를 만들었을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점이었다. Pinnacle Pizza Co.
대 Little Caesar Enterprises, Inc.간의 2008 WL 2381678호(D.S.D.
2008)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가맹점이 고안한 상표라도 그 소유권
은 본사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Little Caesar 시스템의 모든 개선이나 수정 또는 노하우”가 본사
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PINNACLE PIZZA CO. 대 LITTLE CAESAR ENTERPRISES, INC.
◦ 사건 경위
Pinnacle은 1991년에 Jim Fischer와 Mike Nichols가 사우스 다코다
와 미네소타 및 아이오와 주에서 Little Caesar 사가 모집한 피자 가
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Pinnacle은 Little Caesar’s
Enterprises, Inc.(“LCE”) 사와 저들 지역의 매장에 대해 매우 유사
한 양식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Little Caesar의 피자 매장들은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Pinnacle의 동업자 중 하나
인 Jim Fischer는 1997년에 고객들에게 매주 화요일 미디엄 크기의
페페로니 피자를 단지 4 달러에 팔면서 고객이 매장에 도착한지 5분
내에 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홍보 전략을 개시했다. Fischer는 이런
홍보 행사를 “Hot N' Ready”라 불렀으며, 그 후로도 계속 사용했
다.
“Hot N' Ready” 개념은 유난히 성공적이어서 Pinnacle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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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이뤘다. Pinnacle은 이 행사 이름을 자신들이 “최초로 홍보
에 사용”했으므로 자신들이 상표권을 소유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
다. 그러나 Little Caesar의 다른 가맹점들도 Pinnacle의 성공을 지켜
본 후 “Hot N' Ready” 개념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Fischer가
“Hot N' Ready” 개념을 광고한지 3년이 지날 무렵에는 LCE가
Pinnacle의 오리지널 광고물을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 판시
법원은 LCE의 행동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리지널 광고물”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용
어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
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살펴본 결과 Pinnacle이 계약상 행사할 수
있는 광고 권리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인쇄물이나 음성 또는 영상
자료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원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계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권리를 명시한 계약서 제12절 D항이었다.
이 조항에서 “오리지널 광고물”에 대한 Pinnacle의 권리가 인정되
고 있었지만, 광고물은 다른 계약서 조항처럼 오직 “물리적 창작
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만일 당사자들이 광고 “슬로건(slogan)”
이나 “개념(concept)”을 서로 보호해주기로 당초에 합의했었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이를 특별히 명시했을 것이다. 게다가 본사가
물리적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문구에도 물리적 창작물을 가리키는 단어(materials)가 사용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계약서의 해석 원칙을 적용했을 때도 역시 입증되었
다. 일반 조건이 일련의 특수 조건 뒤에 명시되었을 때, 일반 조건은
앞에서 특별히 나열된 것과 동일한 종류, 등급, 문자나 성격만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서 12절 D항
은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가 Little Caesar의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TV와 라디오 광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본사가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광고물이 도용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리지
널 광고물”이란 용어는 오디오나 TV 같은 광고 매체와 인쇄물로 국
한된다고 봐야 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나 개념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계약서의 모든 단어나 문구가 가능한 한 어떤 의미를 갖고
영향을 줄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는데, 제12절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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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광고물”이란 표현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광고물과 의
무를 설명하는 문구 속에 들어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점적인 마
크와 창작물”이란 문구는 Little Caesar에게 “Little Caesar나 가맹
점이 개선했거나 수정한 시스템이나 노하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한 제5절에 나오는 표현이다. 비록 가맹점이 만든 어떤 광고도
"Little Caesar 시스템에서는 개선이나 수정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구절이 V.F.절에 있지만, 법원은 그 구절이 위에 설명한 “오리지널
광고물”의 정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계
약서에는 정의의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단어가 없다. 법원은 만일 계
약 당사자들이 가맹점으로 하여금 오리지널 창작물이나 개념의 권리
를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그런 지적 재산에 관한 구
체적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LCE가 기존이나 새로 고안된 "
상표나 서비스 마크 및 상호”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명시되었음
을 확인했다. 계약서는 나아가 독점적인 마크에 대한 모든 평판까지
도, 그것을 LCE나 가맹점 중 누가 만들었느냐를 불문하고, LCE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Hot N'
Ready”라는 문구의 소유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Pinnacle이 아닌
LCE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Citigroup, Inc. 대 Shui 사이의 611 F. Supp. 2d 507호(E.D. Va.
2009) 사건에서, 원고인 Citi 그룹은 중국 주민인 Shui를 도메인 투기
금지와 소비자 보호법 (ACPA)에 의한 사이버 투기 혐의로 제소했다.
라. CITIGROUP, INC. 대 SHUI
◦ 사건 경위
원고인 Citi 그룹은 미국과 전세계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으로서 CITI와 CITIBANK(“CITI 마크”)라는 등록 상표의 소유자다.
한편 피고인 Chen Bao Shui는 중국 주민으로서 원고가 제소했을 당
시에 CITYBANK.ORG라는 도메인 명칭의 등록자였다. 원고는 CITI
마크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었고, 그 마크를 광고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출했으며, 인터넷 뱅킹을 그 도메인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었
다. 여러 마크 중 특히 CITI는 1981년 12월 8일에 “금융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되었다(등록 번호: 1,181,467). CITIBANK란 마크도 1960
년 1월 19일 “은행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되었으며(등록 번호:
691,815), 1959년 2월 2일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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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들은 세계 전역의 약 200개 국가에 등록되었다.
피고는 1997년 10월 13일 이후에 원고로부터 CITI나 CITIBANK 마
크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도 받지 않고 “CITYBANK.ORG”란 웹사
이트를 개설해놓고 방문자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했다. 그러다 2008년 5월 28일부터 이 사이트 방문자들은 “Citibank
Student”와 “Citibank Student Credit Card” 및 “Citibank Visa”
같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보게 되었다. 방문자가 일
단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면, 웹사이트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의 업체로 링크되거나 그런 정보와 관련된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었
다. 하지만 “citibank”나 “citi”라는 단어가 붙은 링크를 클릭해도
진짜 Citi 그룹의 어떤 계열사 사이트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처럼 이용자가 엉뚱한 제3의 웹사이트로 링크될 때마다 커미션을
받았다.
2008년 2월 5일, 원고는 도메인 명칭 분쟁 해결 정책(UDRP)에 따
라 피고가 등록한 모든 도메인 명칭에 대해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CITYBANK.ORG”등 7개
의 도메인 명칭을 전미 중재원(NAF, 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 당시에 피고는 이들 모든 도메인 명칭의 등록
자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들 도메인 명칭을 도메인 투기 금지와 소
비자 보호법 (ACPA)을 위반하면서 등록했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판시
피고가 ACPA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1) 피고가 그 도메인 명칭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
도를 갖고 있었고, (2) 문제가 된 도메인 명칭이 원고의 독창적이거
나 잘 알려진 마크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ACPA는 불순한 의도를 판정하는 9가지의 객관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1) 도메인 명칭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인 경우 (2) 도메인 명칭이 타인의 이름이나 타인을 식별할
때 통상 사용되는 명칭으로 구성된 경우 (3) 타인이 상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할 선의의 목적으로 그 도메인 명칭을 먼저 사용한 경우
(4) 그 도메인 명칭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개인이 그 마크
를 상업적으로나 선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5) 마크 소유
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의 본사, 후원사, 계열사 또는 위
탁회사와 혼동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을 그 마크 소유자의 평판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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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시킨 후 상업적 이익을 취하거나
마크 소유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 (6) 도메인
명칭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오퍼할 목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으면서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도메인 명칭을 선점하
고 있다가 마크 소유자나 제3자에게 양도나 판매 또는 위탁을 제안
하는 사람 (7) 도메인 명칭을 등록 신청할 때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의도적으로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계속 유지하지 않거
나,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마크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 개의 도메인 명칭을 등록하거나 획
득한 사람 (9) 도메인 명칭에 들어 있는 마크가 독창적이지 않고 기
존의 유명한 이름인 경우
법률도 "불순한 의도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도메인 명칭이 공평하
고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하
고 있다.
법원은 (1) 피고가 분쟁 대상인 도메인 명칭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원고가 잘 입증했고, (2) ACPA가 예시한 불순한 의도 목
록에 비춰볼 때, 피고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도메인 명칭을 사용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피고는 도메인 명칭에 관해 어떤 기
타 상표나 지적재산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가 도메인 명칭을
등록한 것 만으로는 권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도메인 명칭
이 원고의 법인 명칭인 Citibank Inc.에서 i 만 y로 바뀐 이름으로 구
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메인 명칭이 피고의 법인 명칭이나 피
고를 달리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이름도 아니다. 셋째, 피고가 문제의
도메인 명칭을 등록하기 전에 이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사용해본 적이 없다. 넷째, 피고가 도메인 명칭을 성격상 상업적 용
도로 사용했는데, 피고의 사이트 중 일부 광고는 원고의 마크인
CITIBANK나 CITI와 철자 하나 틀리지 않는 “Citibank Business
Account”와 “Citibank Accounts Online”이었다. 피고의 사이트에
서 Citibank라는 이름의 링크를 클릭해도 원고의 계열사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피고는 그런 클릭이 이뤄질 때마다 광고 수익을
챙겼다. 다섯째, 피고는 분명히 혼동을 주고 오도해서 인터넷 접속을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가 맘대로 링크시킨 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엉터리 “citibank”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돈을 벌려고 했다. 여
섯째, 피고는 이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도메인 명칭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피고는 또 8번째와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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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준도 위반했다. 다시 말해서, 피고가 원고의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명칭을 등록했는데, 피고가 문제의 도메인 명
칭을 등록할 때 CITIBANK 마크는 이미 고유하고 유명한 이름이었
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피고가 문제의 도메인 명칭을 등록했어도
ACPA가 정한 등록자의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다.
특히, 피고 자신도 도메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 공정하거나 합법적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또 원고도 문제가 된 도메인 명칭이 자신의 고유하고 유명
한 마크와 같거나 혼동을 줄만큼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임을 확신하
고 있음을 알았다. 법원은 상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혼동의 개연성
을 아래의 7가지로 요약했다. 1) 마크의 효력과 독창성 2) 두 마크간
의 유사성 3) 마크로 식별되는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4) 두 당사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사성 5) 두 당사자가 사용하는 광고 유
형의 유사성 6) 피고측의 의도 7) 실제 혼동 정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CITIBANK 마크를 전세계의 금융 서
비스 부문에서 15년 이상 사용해오고 있고 CITI 마크가 200개 이상
의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지극히 독창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CITIBANK 마크와 분쟁이 된 도메인 명칭은 근본이 같고 “i”가
“y”로 바뀌었을 뿐인데, 양자가 이를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사용
하고 있었다. 원고는 CITIBANK 마크를 도메인 명칭에 사용하여 고
객에게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는 분쟁이 된
도메인 명칭을 방문자들에게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
하고 있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CITI 마크와 아주 유사한 도메인
명칭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음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ACPA를 위반하면서 문제의 도메인 명칭을 등
록하고 사용한 데 대해 영구적인 침해 금지 가처분 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피고의 불법적 사용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
획적이었으며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적 최고 보상액인
100,000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원고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5-3. 영업 비밀에 관한 판례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비밀스럽고 고유한 영업 정보와 노하우 등의
정보에 의존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본사가 남들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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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업 개념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한 독특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프랜차
이즈 시스템은 본사가 개발하고 발전시킨 영업 비밀로부터 경쟁력 있고 경
제적인 가치가 창출되므로, 영업 비밀이야말로 소송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독창적이고 경제성 있는 영업 비밀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된 판례가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Harvey Barnett, Inc 대 Shidler 사이의 338 F.3d 1125호(10th Cir.
2003) 사건인데, 당시에 법원은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적 구성요소로 되어 있어도 영업 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 HARVEY BARNETT, INC. 대 SHIDLER
◦ 사건 경위
1966년에 ISR의 개발자 겸 사장인 Harvey Barnett 박사가 유아 수
영 연구(ISR: Infant Swimming Research)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원
고는 이를 “소아의 익사를 방지하는 과학적 행태 연구”라고 표현
했다. ISR 프로그램은 6개월 된 유아에게 약 2,000 가지의 요령과 절
차가 포함된 “swim – float - swim”이란 명칭의 기법으로 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아이들을 수강 중에 안전하게 지
켜주는 각종 장치도 갖추고 부모가 자녀의 신체 기능과 다이어트 및
수면 상태를 모니터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BUDS” 기록지도 제공했다. ISR은 5주 동안 강사를 교육
하고 자격증을 교부했으며, 저들 강사들이 유아 개인에게 생존 기법
을 지도했다. 강사들은 유아들을 교육할 때 저들의 행동에 따라 대처
하는 방법과 안전 수칙 등이 담긴 “요령과 절차”라는 비디오 테이
프를 받았다. ISR의 프로그램에는 또 ISR 마스터 강사 제도가 있어서,
이 자격을 획득한 강사가 일반 강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 Ann Shidler와 Judy Heumann 및 Alison Geerdes는 ISR에서
5,000 달러 ~ 10,000 달러의 수강료를 내고 강사나 마스터 강사 교육
을 받고 근무 중 2000년 초에 회사를 퇴사한 자들이다. 피고들은
ISR에서 일하는 동안 "비밀누설금지약정서”에 서명했고, 면허 계약
서에도 “정보기밀보호” 규정과 “경쟁금지서약” 조항이 들어있었
다. 그러나 이렇듯 여러 약정서에 서명했던 저들 세 명의 직원들은
2000년에 ISR을 퇴사하자마자 콜로라도 주에서 유아와 아동에게 수
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신설 회사인 IAS(Infant Aquatic Survival)
사를 세웠고, 이것이 본 소송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들의 프로그램은
ISR과 동일한 "swim – float - swim" 방법 및 안전 절차를 채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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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BUDS 양식과 유사한 Daily Health Data Sheet를 사용했
고 등록 양식도 유사했으며 등록된 아동의 부모들에게 ISR과 흡사한
참고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전반적으로 ISR 프로그램과 너무 닮아있었
다. 피고인 Shidler의 남편은 콜로라도 주 정부 당국에 Harvey
Barnett, Inc.와 Infant Swimming Research, Inc. 이름을 모두 등록하
려고 했었다. 한 가지 더 놀랄 일은, 피고들이 IAS가 1990년부터 사
업을 해왔다고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다.
ISR은 피고가 CCPA에서 금지한 영업 비밀을 남용하고 계약을 위
반했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부당한 경쟁 행위를 하였으며 기만
적인 행동을 했고 Lanham법에서 보장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소비자
에게 혼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저들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ISR은
또 피고들이 ISR 프로그램을 다른 강사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증거 청문 절차를 거쳐
ISR의 가처분 요구를 거부했으며, ISR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영업 비
밀이 아니므로 영업 비밀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기각했다. 그러자
ISR은 지법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판시
ISR의 영업 비밀 주장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항소법원
은 콜로라도 주의 법률을 살펴보았다. 콜로라도 주의 영업 비밀 보
호법에는 영업 비밀이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모든 정보, 디자인,
프로세스, 공식 또는 개선 방법으로서 비밀스럽고 가치가 있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영업 비밀’이 되려면,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접근을 허용한 일부 선택된 사람 외에는 그의 이용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은 영업 비밀의 존재 여부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선정했다.
(1)회사 밖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 (2) 회사 안의 직
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 (3) 거래 비밀을 소지한 사람이
그 정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취한 예방 조치, (4) 정보 소지자
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효과나 가치, (5) 정보를 획득하고 개
발하는데 드는 노력이나 비용, (6)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얻거
나 복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지방법원은 ISR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결정
을 내리기까지 다음 사항을 살피거나 고려했다. (1) 각종 swim –
float - swim 방법이 아동 수영 업계 안팎에 알려져 있음, (2) IS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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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수백 명의 강사가 배출되고 수천 명의 아동이 강습을 받은
뒤인 1996년까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
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3) 부모와 구경꾼들이 강습 과정을 보고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점, (4)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아동
심리학과 아동 건강 및 수영 관련 교재와 지침을 정독한다면 ISR과
유사한 교육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마침내 1심 법원은 ISR이
자체 프로그램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이를 공유 재산화 하는
데 동의했으며, 행동 상태에 맞는 각종 요령과 절차는 이미 전국에
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거래 비
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반대로, 항소 법원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상 안전 컨
설턴트인 Tom Werts가 진술서에서 ISR의 강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
램과 테크닉은 다른 수영 조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라
고 확인했던 사실을 인용했다. 그는 아동의 익사 방지를 위해 저들
의 행동을 분석하는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원도 ISR의 프로그램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수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익사를 면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특별히 고안된 행태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이 ISR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종합적인 시각에
서 보지 않고 ISR이 영업 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너무 지엽적인 것에만 치중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일부
구성요소가 잘 알려져 있지만 저들의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 비밀은 특성과 구성요소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의 성
격상 일반인이 알 수도 있지만, 종합 프로세스와 설계 및 운영 방식이 고
유하게 조합되어 경쟁력을 가질 때는 보호할만한 비밀이 된다고 판시했다.
Harvey Barnett 사건의 판결 논지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또는 피자
를 만드는 개별 방법이 거래 비밀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식당 분야까지 널리 적용될 수 있다. Quizno’s Corp. 대
Kampendahl 사이의 2002 U.S. Dist. LEXIS 9124호 (N.D. Ill. 2002) 사
건에서, 법원은 Quizno의 샌드위치 제작 시스템도 영업 비밀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 QUIZNO’S CORP. 대 KAMPENDAHL
◦ 사건 경위
1994년 7월 12일에, 원고이자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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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no’s Corporation(이하 “Quizno's”라 칭함)사는 피고인 Robert
Kampendahl씨가 일리노이 주 St. Charles 지역에서 Quizno’s의 샌
드위치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
Kampendahl 씨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Quizno’s가 요구하는 “사양,
표준, 절차 및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계약이 개시되었을 때와 종료되었을 때
취할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다. 특히 Kampendahl 씨는 계약
이 종료될 경우에 Quizno's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일반인들이 아
직도 Quizno's와 연관이 남아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어
떤 언행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계약 종료 후에 지켜야 할 의무
중에는 Quizno's 상표의 사용 중단, Quizno's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공급 물자의 반납, 일체의 광고 중단, 옐로우페이지 삭제 및 기존 전
화 번호의 사용 중단 등이 포함되었다.
1998년 1월부터 2001년 7월 31일 사이에, Quizno's는 Kampendahl
씨에게 Quizno's의 표준과 사양의 반복적인 불이행부터 불결한 조리
도구와 승인되지 않은 식품의 사용 및 안전과 위생 문제 그리고 매
장의 이미지 관리 의무의 위반 등에 이르는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통지서를 여러 번 보냈다. 그리고 2001년 7월 31일,
Quizno's는 마침내 Kampendahl에게 계약 종료 통지서를 송부했다.
그 통지서는 Kampendahl에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경쟁 금지 서약의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Kampendahl은 2001년 10월 10일경에 Bob's Deli라는 새로
운 이름의 샌드위치 가게를 전에 Quizno's 매장이 있던 같은 건물
안에 개점했다. Bob's Deli는 메뉴와 샌드위치의 내용 면에서
Quizno's와 매우 유사했다. Bob's Deli에서 파는 일부 샌드위치 제품
은 Quizno's의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름만 바뀐 것들이었다.
이에 Quizno’s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경쟁 금지 규정을 들어 피고
가 Quizno’s와 매우 유사한 메뉴나 똑같은 조리법을 사용하지 못하
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 판시
Kampendahl은 자신이 Quizno’s의 모든 거래처와 끊어진 이후에
Quizno's와 동일한 음식이나 소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Bob's Deli의 메뉴가 과거 Quizno's의 메뉴와 상당히 닮
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Bob's Deli가
과거 Quizno's 매장을 운영할 때 쓰던 오븐과 “Oven Baked S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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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네온 사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Quizno’s는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한 직
후에 그만둔 가맹점이 이전까지 Quizno’s 매장이 있던 같은 쇼핑
센터 건물 안에 동일한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피고의 주된 주장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거
래 비밀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샌드위치를 만드는 Quizno’s 시스
템도 보호받아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샌드위치만 만든 것이 아니라 Quizno’s의
사업 전략 중 일부로서 초기에 승인된 조리법과 메뉴 및 오븐까지
사용하고 있었음은 피고가 영업 비밀을 전반적으로 침해한 행동이
틀림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
업이나 사업용 자산을 사고 판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계약서에 계
약 종료 후에 합리적으로 경쟁을 금한 서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고 판시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 Quizno’s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한 계약서상의 비-경쟁 조항을 위
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영업 비밀을 스스로 보호하
려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프랜차이즈 시스
템에서 보호해야 할 만한 영업 비밀 정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
다. I Can’t Believe It’s Yogurt 대 Gunn 사이의 1997 WL 599391
호 (D. Colo. 1997) 사건에서도, 본사가 자신의 “영업 비밀”을 적절
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영업 비밀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사는 자칭 비밀 정보를 전파하면서도 비밀이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
는 내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사가 영업 비밀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면, 지속적인 보
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다. I CAN’T BELIEVE IT’S YOGURT 대 GUNN
◦ 사건 경위
ICBIY는 냉동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미국 전
역에 약 20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다. 이 회사는 1977년에 남매인
Bill과 Julie Brice가 저들이 과거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냉동 요구르트 가게를 인수해서 설립했다. ICBIY는 가맹점과 승인된
일부 유통회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고유한 요구르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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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하고 있다. ICBIY의 가맹점들은 ICBIY가 승인한 유통점에
서 공급되는 혼합 재료로 냉동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한다.
ICBIY는 1986년 4월 14일에 피고인 Gunn 씨와 콜로라도 주의
Aurora 지역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Aurora 계약"이라 칭함)
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ICBIY의 영업 비밀인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양자 간에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 대립 끝에, Gunn은 Aurora 계
약에 의한 프랜차이즈 권리가 로열티와 각종 수수료의 체불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서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Gunn이 ICBIY
의 사업 시스템으로 동일한 매장 배치를 한 채 계속 냉동 요구르트
판매 영업을 하자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ICBIY에
의해 제소되었다. ICIBY는 자신들의 영업 비밀이 운영 매뉴얼에 포
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매장의 전략적 배치와 디자인, 회계절차, 요
구르트 기계의 정확한 사용법, 정확한 요구르트 믹스 비법, 등록 절
차, 재고 관리, 인건비 관리, 낭비 요소 추적, 생산성, 예산 수립, 직
원 인터뷰와 채용 및 고객을 사로잡는 판매 기법 등의 모든 “비즈
니스 시스템”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판시
ICBIY는 자신들의 영업 비밀이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
장했고, 법원은 콜로라도 주의 영업비밀보호법에는 영업 비밀이 아
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인용했다.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모든 정보, 디자인, 프로세스, 절차. 공
식, 개선 방법, 비밀스런 영업 또는 재무 정보, 영업에 관한 중요한
비밀과 관련된 명단/주소/전화번호
“영업 비밀”이 되려면,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접근을 허
용한 일부 선택된 사람 외에는 그의 이용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은 영업 비밀의 존재 여부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
로 다음을 선정했다.
- 회사 밖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
- 회사 안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
- 거래 비밀을 소지한 사람이 그 정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취한
예방 조치
- 정보 소지자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효과나 가치
- 정보를 획득하고 개발하는데 드는 노력이나 비용
-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얻거나 복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미국

789

법원이 "영업 비밀"에 관한 상기 요인과 법률적 정의를 토대로 검
토한 결과, ICBIY가 영업 비밀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판시했
다.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Brice 씨가 ICBIY의 사업 절차는 유
리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1977년 이후에 다른
어떤 경쟁사를 조사해본 적도 없고 타 업체들도 자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시인했다. ICBIY는
또 자신들의 절차가 거래 비밀로 간주될 만큼 차별화되어 있다는 사
실을 입증하지도 못했다. ICBIY가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유
일한 조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있는 기밀규정 뿐이었다.
법원은 또 ICBIY의 업무 절차가 사전 교육에 참여한 모든 사람(프
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관리자나 종업원 포함)에게 공개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다
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일부 비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해야 한
다는 문구도 없이 인쇄물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에 법원은 ICBIY가
상기 4, 5 또는 6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Buffets, Inc. 대 Klinke 사이에 벌여졌던 유사 사건을
참조 했다. 그 사건에서, 뷔페 식당 체인점 소유자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 운영자들이 체인점의 조리법과 업무 교육 매뉴얼을 식당
운영자들이 절취함으로써 거래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9연
방 항소법원(Ninth Circuit)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1심을 확
인했다. 논란 중 하나는 체인점의 업무 매뉴얼이 영업 비밀로 인정
될만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매뉴얼 내용 중 일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는데, 그 이유는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이 “요리 맛을 볼 때는 조리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조리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같은 “음식
업계의 뻔한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뉴얼에서는 어떤 소중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
었던 것이다.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의 개별 구성요소는 영업 비밀이 아니라도
종합적인 시스템은 영업 비밀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위에서 언급
한 이유 때문에 이 사건에서 ICBIY가 활용한 어떤 시스템도 영업 비
밀로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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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독점과 거래 제한의 금지에 관한 판례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본사가 가맹점에 자기의 독창적 물품
을 자기나 자기가 지정하는 공급업체한테서만 구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유형의 결탁 행위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소송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 판례 중 하나는
Collins 대 International Dairy Queen, Inc. 사이의 939 F. Supp. 875호(M.D.
Ga. 1996) 사건이다.
가. COLLINS 대 INTERNATIONAL DAIRY QUEEN, INC.
◦ 사건 경위
피고인 Dairy Queen은 자기가 승인한 공급처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접 또는 독립된 유통점을 통해 가맹점에 판매했다. 그러
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Dairy Queen의 표준과 사양을 만족할 경
우에 한해서 가맹점이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International Dairy Queen, Inc.(“IDQ”)와 American
Dairy Queen Corporation(“ADQ”)이 Sherman법 제 1절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결탁했으며, Dairy Queen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되는
조건으로 피고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물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요
했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가맹점은 ADQ가 승인한 제품만 팔
수 있고 ADQ가 승인한 공급업체한테서만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들어있었다.
◦ 판시
법원은 결탁이란 어느 한 당사자가 어떤 제품(프랜차이즈)을 판매
하면서, 구입자가 지정된 물품(“결탁된 제품”)만을 구입하거나 적
어도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지는 않겠다고 동의하는 조건 하에
서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런 결탁의 가장
큰 잘못은 구입자가 “구입을 전혀 원치 않거나 다른 곳에서 다른
조건으로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기 위
해 어떤 제품(프랜차이즈)에 대한 판매자의 권한을 남용하는 데 있
다. 그리고 다른 공급처는 가맹점의 승인을 받은 곳이라야 한다는
조건도 가맹점이 본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서
강제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법이다.
법원은 IDQ/ADQ가 장비와 재료 및 물품을 구입한 후 지정된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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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가맹점에 되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IDQ/ADQ가 제복, 보험, 금융 서비스, 장비, 표지판,
아이스크림 혼합기 등을 가맹점에 직접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IDQ/ADQ는 창고에서 Dairy
Queen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모든 매출액의 0.5%를 수수료로 거둬들
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IDQ/ADQ가 가맹점에 각종 물품을
팔아서 다양한 마진과 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이 대체
소스에서 물품을 사지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직접 사거나 자기가 지
정한 창고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다
고 판단했다.
Dairy Queen의 가맹점은 IDQ/ADQ가 세부 사양을 정한 97개 품목
을 저들한테서 구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타 물품에 대해서도
IDQ/ADQ가 사양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모든 프랜차
이즈 계약서에 "본사는 특정한 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승인 요청을
숙고하며 승인된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찬 음료수 컵과 뚜껑처럼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이 아닌 경우에는 가맹점이 다른 제조회사를 추가로 승인해달라고
서면으로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이
접수되면 ADQ가 해당 제조회사에 요구되는 사양과 표준을 알려주고
나중에 제출된 샘플이 ADQ의 표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고 설명하
면서, 가맹점들이 그 동안 ADQ의 승인 절차를 통해 타 제품을 성공
적으로 승인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저들은 또 1991년에 제정된
Dairy Queen의 통일된 프랜차이즈 납품 원칙 회람("UFOC")에 "본사
나 그 계열사는 절대로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어떤 상품이나 서
비스 또는 물품의 유일한 공급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는 대체 공급원에 대한 IDQ/ADQ의 승인 절차는 무용지
물이고, IDQ/ADQ가 터무니없는 사양이나 불필요한 요구를 유망한
대체 공급원에 제시함으로써 저들을 실망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저들
은 1974 - 1992년 사이에 피고가 회람시킨 UFOC에는 자세한 제품
사양을 가맹점에 제공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
려 가맹점더러 누락되었거나 틀린 사양이 없는지 확인해주도록 요청
했을 뿐이었다. 게다가IDQ/ADQ는 세부적인 제품 사양을 유능한 공
급업체에 제공하는 대신 “엉성하게 요약된 사양”만을 전달함으로
써, 저들이 그런 부족한 정보로 IDQ/ADQ의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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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Dairy Queen 로고를 여러 플라스틱 품목과
제품에 부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맹점들이 다소 저렴하거나 로고
가 안 붙은 제품을 피고와 연관되지 않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경제적 손실과 가격이 과대하게 비싼 물품 및 피고가
대체 공급처의 물품에 대한 검토를 거부한 사례 등을 구체적인 증거
와 함께 충분히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
았다. 왜냐하면, 그 후에 피고가 광고비조로 3,000만 달러를 투자하
고 제소한 원고 각자에게 250,000 달러씩 지급하며 1,13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었을 뿐 아니라, 가맹점에 제품 구입과 기타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Dairy Queen 사건에서 표명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의 사례는
다른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법원은 가맹점
에 대한 본사의 계약상 권한을 무조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조
치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사건은 Queen
City Pizza 대 Domino’s Pizza 사이의 124 F.3d 430호 (3d Cir. 1997)
사건인데, 여기서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의한 공급처 지정과
순수한 제품의 “독창성”만을 근거로 한 공급처 지정을 구분했다.
나. QUEEN CITY PIZZA 대 DOMINO’S PIZZA
◦ 사건 경위
Domino's Pizza, Inc. 사는 패스트푸드 서비스 회사로서 전국 4,200
개 매장을 통해 피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700개 점포는
직영점이고 나머지 3,500개 점포는 개별 가맹점이 Domino's Pizza와
체결한 표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의해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은 계약서에 따라 “Domino's” 이름과 형태로 된 피자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으며, Domino's Pizza는 대신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는다. 표준 계약서 제12.2항에서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피자 원재료와 음료수 및 포장재가 Domino's Pizza에
서 정한 표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Domino's Pizza가
"일방적으로 피자를 만들고 포장하며 배달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와
물자 및 자재를 본사나 본사가 승인한 공급업체 또는 유통점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가맹점들은 불법적인 강매를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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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
법원은 전국적인 망을 가진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성공하려면 통일
성과 일관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통일성은 모든 가맹점에
유익한데, 그 이유는 고객들이 전국 어느 Domino's 매장에서든지 자
기 입맛에 친숙한 피자의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개별 가맹점들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통일성은 또 본사에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브랜드
명성이 좋아져서 가맹점이 계속 늘면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는 Domino's Pizza가 Domino’s 피자 밀가루 반죽의 품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원재료와 기타 물품을 자기한테서만 구입하도
록 가맹점에 요구하는 불법적 강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Domino's Pizza가 원고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재료와 물품을 강제로
사게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까지 승인된 재료만 사용토록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omino’s Pizza의 행동이 불법적인 강매나 결탁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 이유로 가맹점들이 공개 문서와
계약서에 저가의 대체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상당
한 권한을 Domino’s Pizza가 갖는다고 명시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
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Domino's Pizza가 계약서에 원고가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당시에
원고가 계약서 조항을 수정했어야 마땅하고 이처럼 사후에 독점 금
지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상의 이유로, 법
원은 Domino’s Pizza가 불법적인 강매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구매가 “강요된” 제품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독창성을 갖고 있거나 면허된 상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
는지 여부보다 계약 조건을 중시한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사건으로
는 Little Caesar Enterprises, Inc 대 Smith 사간의 172 F.R.D. 236,
242호(E.D. Mich. 1997) 사건을 들 수 있다.
다. LITTLE CAESAR ENTERPRISES, INC. 대 SMITH
◦ 사건 경위
원고는 1990년대에 Little Caesars Enterprises, Inc.(“LCE”)와 테
이크-아웃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던 약
400곳의 전국 가맹점들이었다. 이들 가맹점들은 과거에 LCE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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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였다가 지금은 LCE에 합병된 Blue Line
Distributing, Inc.(“Blue Line”)한테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있는
데, 피고인 LCE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하고 그런 강제 구입 의무를 해지해주도록 요구했다. Blue Line은
해당 기간 동안 자체 창고가 있는 지역에서 Little Caesar 식당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제조회사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다음 LCE
가맹점들에 되팔았다.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LCE의 사양에 맞게 생
산된 식료품, 음료, 표지(sign) 장비, 종이 제품, 샐러드 드레싱, 기타
양념이 포함되었으며, LCE의 고유한 심벌과 마크가 들어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상기 물품을 Blue Line을 통해 Little Caesar 가맹
점에 계속 강매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저들은 피고인 LCE가 자신
의 고유한 저작권, 상표, 서비스 명칭 및 상호의 독점적 권리를 악용
하여 가맹점이 다양한 물품을 독자적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에 규제함으로써 Blue Line과 타 식품 공급업체 사이의 경쟁 가능성
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 판시
법원은 가맹점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본사가 “승인한”
공급처한테서만 구입할 수 있을 경우에, 불법적인 결탁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1) 강제 구매 조항이 서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2)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3) 가맹점이 대체
공급업체와 거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쟁을 피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4) 내부 문서로 된 승인 절차가
있지만 무용지물일 것(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나 그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법원은 (1) LCE가 경쟁사를 불리하게 하거나 배제시킬 목적으로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LCE 로고가 부착된 제품의 승인을 거부한 증
거가 없고, (2) 계약서에 특정 제품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구속한 직
접적인 문구나 암시가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3) 이 사건에서 피고
가 결탁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즉 법원은 가맹점이 프랜차이
즈 계약 사항과 강제로 구매해야 할 위험성을 계약 당시에 알았고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공급업체를 배제시켰다는 증거가 없으
며 불법적인 결탁도 없었다는 이유로 LC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강제 구매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경
쟁 금지 규정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조지아 주 대법원이 Atlanta
Bread Co. Int'l 대 Lupton-Smith사이의 678 S.E.2d 90호(Ga. 200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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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경쟁금지서약에 대해 내린 결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여러모
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 Atlanta Bread Co. Int’l 대 Lupton-Smith
◦ 사건 경위
Lupton-Smith는 Atlanta Bread 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는
데, 계약 조항에는 가맹점이 계약 기간 중에 본사와 운영 방법이 유
사한 어떤 사업에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경쟁 금지
서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가맹점은 계약 기간 중에
Atlanta Bread와 유사한 식품을 판매하는 PJ's Coffee & Lounge를
열었다.
결국 Atlanta Bread 사는 계약 중 경쟁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
유로 가맹점인 Lupton-Smith에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이에 가맹점
은 계약서에 경쟁을 금지한 조항은 거래를 속박하는 것이므로 강제
로 이런 속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계약서상의 경쟁금지조항은 합
리적인 지리적 거리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또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어떤 제약
을 가할 때는 합리적인 시기와 장소 및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경쟁을 금지한 계약서에 합리적인 거리 제한이 없음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결국 집행력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Atlanta Bread는 1심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법적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중 경쟁금지조항에 잘못 적용하여 무효라고 판결
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 판시
법원은 가맹점에 있어서 계약 기간 중 경쟁 제한 규정이 계약 종
료 후의 경쟁 제한 서약보다 우려가 덜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거래
제한의 일종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계약 기간 중 경쟁금지서약이 그 기간과 지역 및 범위가 엄
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경쟁금지서약에 지역이
제한되지 않으면 무효이고, 가맹점이나 종업원이 참여해서는 안 되
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계약서상의 그런 서약은 고용 계약과 유사한데, 두 가지 서약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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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사건의 막연한 경쟁금지서약이 Smith에게 특정한 품목
의 제과점이나 조제 식품점만 못하게 하는 것보다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서약 내용에 지역 제한도 없었고 특별히 금지되는 부문을
명시하지 않은 채 Smith가 일체의 제과/조제 식품 분야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서약의 정의대로라면, Smith가 어떤 빵이
든지 구워서 팔 수 없고 구운 고기와 샐러드의 판매까지 금지될 뿐
아니라, Atlanta Bread의 “시스템”과 운영 방식이 “유사한” 어떤
제과/조제 식품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만
일 Smith 씨가 커피숍을 열고 Atlanta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업체
한테서 구운 빵을 구입해도, 여전히 경쟁금지서약을 어기게 된다.
경쟁금지서약에 Atlanta Bread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있게 될 사
업의 성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Smith 씨가 참여할
수 없게 금지된 비즈니스 활동의 성격도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
은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 규정이 본사
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가맹점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서약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거래를
제약하는 서약이 위와 같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집행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계약 기간 중 경쟁을 금지하는 규정은 흔히 계약 종료 후 경쟁을
금지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오래 전
부터 간주되어 왔다. 법원이 취한 논리적 근거는 통상 가맹점이 이
미 본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약 기간 중의 경
쟁은 계약 종료 후의 경쟁처럼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
리고 이제는 조지아 주에서 더 이상 계약 기간 중 경쟁 행위를 금지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주에서는 조지아 주의 이런 결정을 얼마나
따를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본사는 계약 중 경
쟁과 계약 종료 후 경쟁의 강제적인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시기
와 지역 및 범위를 명시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5-5.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한 묵시적 서약 위반/상권 침해 사례

본사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믿는 가맹점들도 흔히 계약서 조건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이 경우에,
가맹점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본사가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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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묵시적 서약(implied covenant)”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은
모든 계약에 공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어느 일방이 어
떤 일을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묵시적 서약은 그런 행
동을 합리적 비즈니스 관행에 어긋나게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금한다.
어느 당사자가 성실하게 행동했는지 여부는 그 독단적 행동이 “상업적
으로 합리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흔히 오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일반적인 성실 의무가 새
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에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
도 아니며, 불법행위나 본질적으로 악의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
니기 때문이다.
묵시적 서약과 관련해서 통상 제기되는 소송 제목 중 하나는 상권 침해
다. 상권 침해에 관한 획기적 사건은 Vylene Enterprises, Inc 대 Naugles,
Inc 사이의 90 F. 3d 1472호 (9th Cir. 1996) 사건이다.
가. VYLENE ENTERPRISES, INC. 대 NAUGLES, INC.
◦ 사건 경위
1975년에 가맹점인 Vylene과 본사인 Naugles는 Vylene이 캘리포니
아 주 롱 비치에 있는 Naugles의 한 기존 식당을 인수해서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중에는 10년간의 1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합의 조건에 따라 다시
8년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약 갱신
규정이 Vylene에 갱신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성실한 자세로
갱신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는 의무를 Naugles에 부여했다.
10년간의 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인 1985년 10월에, Vylene
은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음을 Naugles에 통지했고, Naugles는 연장
조건을 Vylene에 우송했다. Vylene측 변호사는 Naugles의 조건이
“누구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 없었기”에 이를
거부했다.
1985년 11월 23일에, Naugles는 회사의 직영 식당을 Vylene의 매
장에서 약 1.4 마일 떨어진 곳에 신설했다. 새로운 식당은 Vylene의
식당과 다른 메뉴를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어느Naugles 가
맹 식당에서도 교환할 수 있는 쿠폰도 발부했다. 당시에 Vylene은
쿠폰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처럼 새로 문을 연 식
당이 Vylene의 매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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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
법원은 Vylene이 계약상 독점 영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았다. 과거 Eichman 대 Fotomat Corp. 간의 사건에서, 제9연방 항소
법원은 계약서에 독점적 관할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도
그 경계를 임의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
니아 주 법은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한 묵시적 서약을 인정하고 있
었다.
법원은 또 Naugles가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을 Vylene의 매장에서
1.4 마일 떨어진 곳에 개설한 것은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한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가맹점이 비록 독점 지역은 없어
도 “자신이 일궈놓은 상권에서 계속 성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본사가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
정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법이 묵시적 서약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는 점을 근거로, 본사가 (1) 경쟁적인 매장을 가맹점의 매장 바로
가까이에 개설했고, (2)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
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서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리하여 법원
은 피고가 원고에게 22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550,000 달러의 변
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RHC 대 Quizno’s Franchising 사이의 04-CV-985, 2005 WL
1799536호 (Colo. Dist. Ct. July 19, 2005) 사건에서, 가맹점은 Quizno
가 기본적 의무 뿐 아니라 묵시적 서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저
들은 자신들이 Quizno한테 매입한 매장이 회사 소유로서 경제적 가
치가 없는 곳들이었으며, Quizno가 새로운 매장들을 자신들의 매장
근처에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점들이 과거에
회사가 운영하던 매장임을 알고 인수했으며 새로운 매장이 기존 매
장과 근접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을 인지하였다. 법원은 또
가맹점들이 Quizno가 소유한 매장이라는 구절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
명했고, Quizno가 매장의 위치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
으며, 매장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없었다
는 사실도 발견했다. 마침내 법원은 다른 대부분의 주 법률과 유사
한 콜로라도 주의 법률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에 신탁 관계
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들의 주장을 기각시켰다.
Clark 대 America’s Favorite Chicken Company 사이의 110 F.3d
295, 298호 (5th Cir.1997) 사건에서, 가맹점들은 본사가 가맹점들과
경쟁적인 타 프랜차이즈를 인수함으로써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한
미국

799

묵시적 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 CLARK 대 AMERICA’S FAVORITE CHICKEN COMPANY
◦ 사건 경위
1978년 초에, 원고인 Rogers Clark, II세와 Roger Burney는 피고인
America’s Fried Chicken Company(“AFC”)의 전신인 Popeyes
Famous Fried Chicken Corporation("Popeyes")과 옵션 계약을 체결했
다. Clark는 이 계약에서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시 도심의 지정된
지역에 대한 Popeyes 프랜차이즈의 독점권을 획득한 후 35개월 동
안 9군데의 매장을 개설했으며, Popeyes의 동의 하에 그 지역에서
Popeyes와 최대 경쟁자인 Church’s Fried Chicken 매장 옆에도 몇
군데 매장을 열었다.
1989년에 Popeyes와 Church’s 시스템이 합병되어 새로운 AFC 회
사가 탄생했다. AFC는 합병 직후에 양사의 수익 증대를 위한 구조
조정 계획을 실시했는데. 양사의 과거 마케팅 성향을 반영하여
Church’s는 실속형 “저가” 제품에 치중하고, 교외와 도심의 상류
층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Popeyes는 품질 중심의 고가 제품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AFC가 채택한 마케팅 전략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저들은 계약에 따라 저소득층이 많은 도심
시장에서 과일 디저트와 특수 샐러드 같이 비싼 메뉴를 팔아야 한다
고 불평하는 동시에 "닭 다리 모음"이나 기타 닭고기 위주의 식사처
럼 비교적 싸고 이익이 많은 메뉴를 제대로 광고하지 못하고 모두
Church’s 식당에 뺏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고는 AFC가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한 묵시적 서약의 위반했다는 이유로 AFC를
제소했다.
◦ 판시
일반적으로, 루이지애나 주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 성실과 공정 거
래에 대한 묵시적 서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본 계약 조
건의 표현을 살펴본 결과, 본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시
스템을 가맹점의 영역 안에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
한 아래와 같은 조항이 V.E 절이 있음을 확인했다.
“가맹점은 이런 고유한 마크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본사는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은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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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제품/서비스를 본 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고유한 마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시스
템을 개발/개설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점을 제외한 새로운 시스템의
가맹점에만 면허를 대여해줄 수 있는 권리”
법원은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이 다른 마크를 만들어서 원고들이 활
동하는 지역에 들어가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AFC에 명확하게 보장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기록은 계약 당시에
원고가 이 규정의 중요성을 알고 변호사를 통해 이를 삭제하려고 시
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원고가 이 조항을 그냥 둔 채 계약에
서명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이제 와서 명시된
조항이 성실과 공정 거래에 대한 묵시적 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본사가 갖고 있는 이런 권리의 의미를 축소하고, 대신
AFC가 두 갈래 시스템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초
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AFC가 Popeyes는 고가 시장을 그리고
Church’s는 저가의 치킨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2중 마케팅 전
략”을 취했기 때문에 Church’s의 식당은 보다 치킨 중심 메뉴로
저소득 가족들의 가처분 소득이 많은 월초에 더 많은 광고 쿠폰을
받는데 비해서 자신들은 치킨이 아닌 다른 고가의 메뉴만 판매하라
는 AFC의 강요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AFC가 Popeyes 시스템에 대해 채택한 전국적인 마케팅과 광고 계획
에 대한 불만과 다름 없는 바,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원고의 이런 불
만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매출의
3%를 전국적인 광고비로 내게 되어 있지만 광고 매체와 지역은 본
사가 임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서 III.B 항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광고비는 개별 가맹점이 아닌
Popeyes 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
었다.
법원은 상기 규정이 원고 개인의 매장이 아닌 Popeyes 시스템 전
체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광고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AFC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법원은 AFC가 원고의 매장
지역에서 Popeyes 시스템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 내용과 시기는 불
성실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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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Popeyes 매장에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도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동일하게 판시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AFC가 각기 다른 독점 마크로 가맹점
간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고 판시했
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AFC가 경쟁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성실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반한 행동
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5-6. 계약 중단 시 상실된 미래의 로열티에 대한 본사의 클레임

본사가 권리를 중단시킨 가맹점으로부터 상실한 미래의 로열티를 받아내
는 문제는 여전히 미결 상태에 있다. Postal Instant Press, Inc 대 Sealy 사
이의 51 Cal.Rptr.2d 365호 (1996)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가맹점
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못해서 본사가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 본사가 손해
본 미래의 로열티를 받아내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가. POSTAL INSTANT PRESS, INC. 대 SEALY
◦ 사건 경위
원고인 Postal Instant Press, Inc.(“PIP”)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출
판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1979년에 PIP는 피고인 Sue &
Steve Sealy(이하 “Sealys”라 칭함)와 20년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PIP는 Sealys에 상표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매월
총매출의 6%인 로열티와 1%의 광고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른 계약 조건 중에 가맹점이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을 할 경우에 본사가 계약을 종료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중대한 위반” 사
유 중 하나는 매월 로열티와 광고비를 체납하는 경우였다.
그런데 20년 계약이 약 13년간 지속되던 1991년 말에Sealys가 몇
달치 로열티와 광고비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PIP는
1992년 1월 22일에 로열티의 체납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선언하
면서 Sealys에 계약 종료 서신을 발송했다.
이어서 PIP는 1992년 2월 28일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Sealys를 제
소하면서 밀린 로열티와 이자 및 변호사 비용 조로 77,300 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PIP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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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된 로열티 등의 최소 원금인 495,699 달러”를 추가로 지
불하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432,510.35 달러에다가 예상 이자와 변호
사비 및 기타 경비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법원은 미
래의 예상 손실을 계약 종료일부터 만기일까지 약 7년 반에 걸친 로
열티와 광고비 분담액 등을 근거로 계산했었다. 여기서 “미래의 예
상 이익 상실” 손해액이 전체 판결액의 무려 2/3를 넘었다.
◦ 판시
Sealys는 체납된 과거의 로열티와 광고비에 대한 판결에 토를 달
지 않았지만, 약 8년에 이르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로열티와 광
고비에 대한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반 계약 원칙상,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은 그런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
이다. 여기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미래에 받지 못하게 될
이익을 합리적인 사실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계약의
이런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잔여 계약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
었던 미래의 로열티를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이 기
간은 가맹점인 Sealys가 적시에 로열티를 납부하지 못해서 계약을 위
반한 시점부터 당초의 계약 종료일까지 약 8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이 일반 규칙에 내재된 중요한 제약
요소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즉, 계약 원칙상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가 특정한 위반에 의해 “직접 야기된” 미래의 이익 등의 손실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런 관점에서 가맹점이 적시에 로열티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본사가 미래에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
했다. 그리고 만일 본사가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았더라면 전체 계약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을 터였으므로, 본사가 계약을 종
료시킨 결정이 미래에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법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상품과 서비
스를 유통시키는 주된 형태가 되었지만 양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경제적 자원 면에서 불공평한 관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가맹점은 통상 소기업이거나 Sealys처럼 월급 생
활을 하다가 처음 자기 사업을 해보려는 힘없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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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회사들은 통상 대기업이고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자기 손
으로 작성한 후 수락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가맹점에 강
요하는 등 협상에서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결국 나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상의 이유를 들어서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을 적시에 납부
하지 못한 Sealys의 위반 행위는 PIP가 미래에 로열티와 광고 수수료
수입을 올리지 못한 “직접적이고 당연한” 원인이 아니고 오리려 본
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PIP가 미래의 손실을 보상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래의 로열티 수입 상실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유사한 사건
으로는 Burger King Corp. 대 Hinton간의 203 F.Supp.2d 1357호
(S.D.Fla. 2002) 사건이 있다. 가맹점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Burger King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시킴과 아울러 잔여 계약 기
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로열티 수입 손실을 보상받겠다고 가맹점을
제소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실된 로열티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BURGER KING CORP. 대 HINTON
◦ 사건 경위
피고인 Hinton, Inc.,(“Hinton”)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만 18개의
Burger King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인 Burger King
Corporation(“BKC”)과 Hinton은 서로 18건의 프랜차이즈 개별 계약
과 8건의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리스는 1993년 3월 1일부터 2000년
6월 15일까지 이뤄졌다. Hinton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Burger
King 상표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자기 매장에 사용하는 대가로 매
월 로열티를 지불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Hinton은 프랜차이즈와 리스 계약에서 정한 로열티, 광고
비, 투자 비용, 임대료, 재산세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
러자 BKC는 2001년 6월 4일에 채무불이행 통지를 한 후 Hinton을
제소했다. Hinton은 오히려 BKC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
했다. (1) BKC가 자신에게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 및 후원을 하지 않
았고, (2) BKC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현장 인력을 축소함으로써
자신의 매장을 지원할 수 있는 BKC의 능력이 위축되었으며, (3)
BKC가 자기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 BKC
의 광고가 수준 이하로 빈약했다. Hinton은 BKC가 귀책인 이상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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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유로 자신이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KC는 체납된 로열티 금액에다가 계약상 잃게 될 이익 상실 금액
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Hinton은 (1) 자신이 BKC 때문에 로
열티 등을 지불하지 못했지만, 먼저 프랜차이즈 계약을 포기한 적이
없고, (2) BKC는 프랜차이즈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 업
체로부터 임대료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한테서 불로소득
을 취할 자격이 없으며, (3) 미래의 이익을 단지 추정을 토대로 계산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BKC가 미래의 상실 이익
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 판시
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법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계
약이 종료일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수준만큼 상실된 각종
수입을 보상받거나 계약이 위반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 중 하
나를 택하되 예상 가능하고 합리적인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inton은 가맹점이 단지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을 체불했
다고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먼저 종료시켰을 경우에 본사의 상
실된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PIP 사건을 인용했다.
법원은 플로리다 주 법에서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인 BKC
가 상실한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BKC가 우선 (1) 계
약 위반 사실이 발생했고, (2)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금전적 손실
을 입었으며, (3) 손실 금액이 각 당사자가 인정하는 합리적 수준이
라야 하고, (4) 주장된 손실이 먼 훗날의 불확정적이고 추측을 토대
로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
러나 이런 점들을 살펴본 법원은 BKC가 상기 요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Hinton이 체불하여 계약을 위반했지만 미래의
이익이 상실된 모든 원인이 그 위반에만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Hinton이 로열티 등을 체불한 점이 BKC의 손실에 직접
적 원인이 아니라,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BKC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해버린 점이 오히려 미래의 이익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본사가 계약을 종료시킨 것이 미래의 손실을 야기시
킨 직접 원인이므로, 미래의 로열티 수익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본사가 미래의 로열티 클레임에서 불리했던 위의 두 가지
판례를 뒤집은 대표적 판결이 있었으니, Radisson Hotels Int’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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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Majestic Towers, Inc 간의 No. 06-4956호 (C.D. Cal. 2007)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다. RADISSON HOTELS INT’L. 대 MAJESTIC TOWERS, INC.
◦ 사건 경위
Radisson Hotels Int’l(이하 “Radisson”)은 2005년 10월 26일에
Majestic Towers, Inc.(이하 “Majestic”)과 서면 면허 계약(이하
“면허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Majestic 은 Radisson Plaza
Wilshire Hotel의 운영권을 양도받는 대신 Radisson 본사에서 보내는
고객을 위해 일정 숫자의 객실을 항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Majestic은 같은 장소에서 이 호텔을 운영하던 이전 계약자한테서 호
텔을 인수받았다. 면허 계약 기간은 약 20년 뒤인 2025년 12월 31일
까지였으며, 아래와 같은 손해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7.4조 — 예정손해 배상: "만일 Radisson이 면허 수혜자의 과실로
인해 본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Radisson 이 입게 될 예상 수수료와
기타 제 5조에 의거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 등 실제 손해액을 보
상받기로 한다……그리고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향
후 12 개월 동안 Radisson이 5.2항에 의거 받을 수 있었던 총 금액의
2배나 잔여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
다…”
불과 몇 개월 뒤인 2006년 3월 20일에, Radisson은 2005년 11월 15
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266,970.62 달러가 체불되었다는 통지서
를 Majestic에 발송했고, 그 후에도 Majectic의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06년 6월 26일에 면허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6월 28일에 Radisson은 아래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 총 1,015,824.64
달러의 청구서를 Majestic에 발송했다. (1) 체불된 각종 수수료
293,370.73 달러, (2) 면허 계약 종료와 관련된 제반 수수료 54,272.00
달러, 및 (3) 예정손해 배상액 668,181.91 달러, 그리고 Radisson은 계
약 종료일부터 2년간의 로열티를 보상받을 수 있게 규정된 면허 계
약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1977년 전까지는 예정손해 배상 규정이 원고에
게 대체로 불리하게 되어있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추정 손실
을 부인하던 과거와 달리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의 계약만 제외한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정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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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조항은,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계약 당시의 상
황에서도 그 규정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하
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예정손해 배상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 상당
히 자유러워졌다.
법원은 Majestic과 Radisson이 계약 당시에 이 조건을 서로 협상한
결과 Radisson이 17.4항의 문구를 Majestic이 요구하는 대로 변경키
로 동의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사자들은 이런 협상 과정을 통
해서 만일 Radisson이 면허 수혜자의 과실로 인해 본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Radisson 이 입게 될 예상 수수료와 기타 제5조에 의거 받
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기로 명백히 합의
했으며, 법원은 계약 당시에 로열티 등의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웠기에 위와 같은 간이 계산 방식을 채택했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법원은 또 본 사건을 PIP 사건과 다르게 보는 이유로 양 당사자가
관련 계약 규정을 구체적으로 협상했으며 Majestic이 미래의 이익 손
실에 대해 Radisson에 배상키로 합의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어느 당사자가 계약법의 이론에 의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미래의
손실을 굳이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막을 수 있는 규칙은 없다고 언급
했다. 법원은 양자가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합의했으므로, 피고
는 계산 공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합의되었던 예정
손해 배상 금액인 총 668,181.91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7. 중재 사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전통
적 법정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관행이 선호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조항은 통상
프랜차이즈 계약 단계에서 협상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가맹점들은 흔히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 조건을 대충 지나치고 수락해버린다. 그러나 일부
본사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이 분쟁 해결 방법을 가맹점이 소송을 제
기하지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계속 이용해오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이
럴 경우에 가맹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관습법에 따
라 “비양심적 행위(unconscionability)”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
한 계약 조항이 매우 불공평하고 어느 당사자가 그런 계약 조항의 구속을
받고 있지만 법원이 이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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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중재 규정이 강제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다룬
주요 사건 중 하나는 Nagrampa 대 MailCoups, Inc. 사이의 469 F.3d 1257
호 (9th Cir., 2006)사건인데, 여기서 법원은 중재 규정이 비양심적이므로
강제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 NAGRAMPA 대 MAILCOUPS, Inc.
◦ 사건경위
Nagrampa씨는 MailCoups, Inc. 사와 메일 광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 중에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
해서 발생되는” 일체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들
어있었다. 그리고 중재 소송은 반드시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 있
는 중재원에 제기되어야 하고 중재 비용은 양자가 절반씩 부담키로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었다.
메일 광고 사업의 경제성이 없자 Nagrampa는 2년간 운영한 뒤인
2000년 9월에 계약을 종료했고, MailCoups는 그녀가 아직 80,000 달러
를 체불했다면서 미국 중재 협회(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제소했다. Nagrampa씨는 최초의 사전 청문회에 참석했
지만 중재인이 중재 장소로 보스턴을 지정한 이후로는 참석하지 않았
다. 그러자 그 후에도 재판은 그녀가 궐석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Nagrampa도 MailCoups가 관습법상의 허위 설명과 사기 죄를
범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법률 구제에 관한 법률과 캘리포니
아 프랜차이즈 법 및 부당 경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ailCoups를 제소했다. Nagrampa는 자신이 MailCoups 때문에 경제
적 손실을 보았으므로 회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중재 조항의 강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또 중재 규정이 비양심적
이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판시
본 사건에서 원고는 중재 규정이 비양심적이므로 프랜차이즈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중재 규정만 비양심적이라고 주장했
다. 대법원은 논쟁의 핵심이 중재 규정이 포함된 계약 자체의 유효성
이나 집행력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비양심적인지 여
부를 중재인이 판결해야 하고, 논쟁의 핵심이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집행력이 아닌 중재 규정에 국한될 경우에는 연방 법원이 중재 규정의
유효성과 집행력을 판결해야 한다고 최근에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판정해야 할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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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규정의 유효성과 집행력 여부였다. Nagrampa
는 중재 규정이 비양심적이므로 무효이고 집행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토 직후에 MailCoups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상의 중재 규
정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상 비양심적이라고 판시했다. 비양심성을 판
단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에 비춰볼 때, 비록 절차상 비양심적이
란 증거는 크지 않지만, 내용상 비양심적이라는 근거가 너무 뚜렷하
므로 중재 규정을 비양심적이라고 판시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을 지정한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우 비
양심적이라고 판단했다. (1)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 계약
조항이 결정되지 않았고, (2) Nagrampa에 계약서 초안을 설득할 때
이 조항이 강제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며, (3) 양 당사자의 처지를 고려해볼 때, “장소와 방
법” 요건은 협상력이 열세였던 Nagrampa에 너무 불리하고 일방적
인 내용이었다.
또 중재 규정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
받을 수 있게 Nagrampa에 요구하는 반면, MailCoups에는 독자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서비스마크와 독점적 정보를 보호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 표현을 가맹점이 평범한 문구로 여기고 간과할 수도 있
지만, 이는 Mail-Coups만 자신의 서비스마크나 독점적 정보를 보호
한다는 명분이면 어떤 계약 위반 클레임도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법원은 이 규정이 MailCoups에만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Nagrampa에는 모든 옵션을 박탈했다는 점
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이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은 본 중재
규정이 비양심적이며 따라서 집행력도 없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률이 미국에서 가맹점에 가장 우호적인 편이
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Nagrampa 사건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런 견해의 근거는 분석가들이 어느 특정 규정이 비양심적으로 판
결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 주와 비교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러
나 연방 법원은 계약에 의한 중재 규정의 강제 시행을 계속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니, 그 한 예가 미국의 대법원이 Buckeye Check
Cashing, Inc. 대 Cardegna 사이의 163 L. Ed. 2d 1038(2006) 사건에
서 내린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재 규정을 강제로 집행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비록 기존 계약이 부당한 설득과 유
인에 의거 체결되었거나 해당 법률에 전반적으로 위배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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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사자간의 분쟁은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 BUCKEYE CHECK CASHING, INC. 대 CARDEGNA
◦ 사건 경위
원고인 John Cardegna와 Donna Reuter는 피고인 Buckeye Check
Cashing(이하 “Buckeye”)와 여러 건의 후불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과 금융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개인 수표를 맡긴 후 현금을 대출받
았다. 원고들은 거래 건별로 아래와 같이 중재 조항이 포함된 “후
불 수표 기탁 및 중재 지정 계약”(이하 “계약”)에 서명했다.
- 중재 지정: 본 계약서에 서명하면, 귀하는 본 계약서와 관련된
어떤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귀하나 당사 또는
관련된 제 3자가 아래 2항에 지정된 중재 법원에
제소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중재 규정: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클레임이나 분쟁 또는 논쟁,
본 중재 규정이나 전체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력 및
그 범위(이하 “클레임”)는 중재에 의해 해결키로
한다. 본 중재 계약은 각 주의 상관례를 토대로 하
고 연방 중재법(“FAA: Federal Arbitration Act”)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재인은 실체법상의
각종 제약과 제한 사항을 FAA 규정에 추가로 적용
하고 개별 법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사항도 반영해
야 한다.
원고는 Buckeye가 고리대금 이자를 받고 있으며 계약서가 플로리
다 주의 대부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다. 그러자 Buckeye는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계약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중재인이 아닌 법원이라야
한다는 이유로 Buckeye의 요구를 일거에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대
해 플로리다 주의 제4구역 항소법원은 원고가 중재 규정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므로 중재 규정은 집행력이 있으며, 계약의 적법성도 중
재인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 판시
중재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질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특별히 중재 규정만의 적법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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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 규정이 계약 전반에 영향을 미치
므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이냐를 가리는 것이다. 본 사건에
서 원고의 주장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리채 이자와
금융 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중재 규정을 포함한) 계약 전
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앞의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과정
에 사기성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주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방 법
원이나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특히 모든 분쟁을 중재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에만 국한된 경우
에는 연방 법원이 이를 가리고, 전체 계약이 사기성이라는 주장은
중재인이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 3가지 조건을 근거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연방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 규정은 나머지 계약 조건과 무관
하게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중재 조항만을 집중 거론하
지 않는 한, 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우선 중재인이 판정한다. 셋째,
이 중재법은 주 법원과 연방 정부에 공히 적용된다. 상기 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은 원고가 중재 규정만이 아닌 계약 자체의 무
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결정해야 할 사건이
라고 판시했다. 미국 대법원은, 소송이 주 법원에 제소되었느냐 연방
법원에 제소되었느냐를 불문하고, 중재 규정만이 아닌 계약 전반의
효력에 대한 주장은 잔여 계약이 불법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중재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Buckeye Check Cashing 사건의 판결 논리가 다른 프랜차이즈 사
건인 Rubin 대 Sona International Corp사이의 C.A. No. 05 Civ. 6305
호(SDNY 2006) 사건에도 적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가맹점은 본사가
공개 문서를 뉴욕 주의 해당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서 프랜차이즈 계
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계약서에 규정된 중재 규정을 따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다. RUBIN 대 SONA INTERNATIONAL CORP.
◦ 사건 경위
피고인 Sona International, Inc.(이하 “Sona”)는 버지니아 주에
등록된 기업이자 동시에 Sona Laser Centers, Inc.(이하 “SLC”)의
모기업으로서 SLC 상표와 자신의 독창적인 제모(除毛) 시스템을 중
심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인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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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n Associates, LLC 사는 코네티컷 주에 본사를 둔 유한책임회사
인데 사장인 Michael Rubin은 뉴욕 주 주민이다.
2003년 9월에, 원고는 SLC와 코네티컷 주 중심에 3군데 매장을 개
설하는 지역 개발 계약과 코네티컷 주 New Haven에 Sona 레이저
제모 센터를 세울 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4년 4월에, Sona의 현 회장이자 전임 CEO였던 Jim Amos는
Carousel Capital 사와 더불어 Sona의 설립자였던 Dennis와 Cookie
Jones의 지분 전량을 인수한 후 사업 개념을 기존의 미용실이나 제
모점 중심에서 “의료용 온천 단지” (“Sona Med Spa 개념”) 중심
으로 변경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Rubin은 2004년 11월에 New Haven 지역에 최초의 레이저
센터를 개점했는데, 2개월 뒤인 2005년 1월에 SLC로부터 Sona Med
Spa 개념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Rubin은 2005년 3월 7일경에
기존의 Sona 레이저 센터를 Sona Med Spa로 변경하고 Sona Med
Spa 마크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SLC와 체결했다. 이 신규
계약서 제 29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당사와 귀하는, 마크나 비밀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관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아닌 다른 모든 분쟁이나 클레임이 양자나 양자의 계열사,
주주, 임직원, 대리점 및 직원 간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될
경우에, 이 모든 문제를 어느 일방이 미국 중재 협회에 요청하는 즉
시 중재에 의해 해결키로 합의한다.
- 귀하와 당사 사이에 체결된 본 계약이나 기타 계약
- 당사와 귀하와의 관계
- 귀하와 당사간에 체결된 본 계약이나 기타 계약의 유효성
- 일체의 시스템 표준
가맹점인 Rubin은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공개 문
서를 뉴욕 주의 해당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중재 규정 자체
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판시
Rubin은 프랜차이즈 제안 서류가 뉴욕 프랜차이즈 판매에 관한 법
(“NYFSA: New York Franchise Sales Act”)에서 요구하는 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
안서 자체도 "표지 내용이 부정확하고, 수수료 설명이 부족하며, 임
원들의 신상이 누락되었고, 감사를 받은 SLC의 재무제표가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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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미비점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 초안상의
오류와 현혹될만한 인용 자료 및 제안서 내용과의 모순점은 계약상
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ubin은 피고가 NYFSA를 위반했으므로 법원이 중재 조항이 집행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NYFSA란 사기성 프랜
차이즈 판매를 예방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종합 규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상 “가맹점 모집
안내서”를 뉴욕 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판매한
자들은 불법행위를 범한 자로서 처벌 받아야 한다. Rubin은 피고가
사업 제안서를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프랜차이즈의 판매
자체가 불법이고 따라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이고 중재 조항
도 집행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상기Buckeye Check Cashing 사건을 참고하면서, 법원이 아
니라 중재인이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 여부를 가리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중재 조항만이 아닌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중재인
이 결정할 문제라고 첨언했다. 결국 법원은 Rubin의 주장을 기각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적법성을 중재원에서 가리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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