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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관계를 개인하청(흔히
‘특고’로 불린다) 및 사내하청과 함께 하청노동의 한 유형인 ‘점포하
청’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가맹사
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정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
점주의 관계를 노동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맹점
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관계를 매개로
해서 가맹점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다.
가맹점주는 ‘사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근
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로 분류될 것이고,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사업자 간 거래관계만 있을 뿐, 노동관계라는 것
은 애당초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단호하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인격성에 근거한 노
동법의 대원칙이다.
문제는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방식, 즉 노동을 조직하
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법의 개념과 이론은 이를 따
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청노동의 속성은 노동법이 전통적
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종속노동과는 사뭇 다르다. 종속의 내용이 지
시종속에서 지배종속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장소가 업무공간
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상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
프랜차이즈 혹은 가맹사업관계는 김철식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업적 거래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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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배와 종속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
임을 알 수 있다. 상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을 전
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평등이 언제나 실현되는 것은 아니
다. 형식적 평등은 구체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경
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형식적 평
등과 구체적 불평등이 겪는 긴장관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맹사업관계의 본질적인 속성 중의 하나는, 가맹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지배종속관계가 어느 일방의 사실상의 힘의 우위에서
비롯되는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은정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
와 같이, 가맹사업관계의 법적 개념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법적 현
상이라는 점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 곧 가
맹점주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제1호)이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개성과 창의성은 곧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통일성을 유지한다
는 명목으로 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할 수 있다.
타인(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하기, 이는 곧 규범화/표
준화 그 자체이며, 점포라는 하나의 노동장소를 프랜차이즈의 공간
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지배
의 개념에 부합한다.
요컨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력이 관철될 것이고, 가맹점주는 통일성 및 가맹본
부의 명성에 종속될 것이다. 가맹관계는 법적으로 승인된 지배종속
관계라는 점에서 노동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아직 가맹관계의 지배종속성은 노동법의 관심권으로 들어
오고 있지 못하다. 노동법의 시야가 여전히 지시종속성에 머물러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노동관계도 처음부터 노동법의 관할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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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임노동관계를 개별적이고 평등한 민법상
쌍무계약관계로부터 위계와 종속이 인정되는 노동법적 관계로 재정
의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전까지 임노동관계는 순전히 민
법적인 노무임대차계약관계였을 뿐이다. 19세기 말 이후 임노동관계
는 노동법적 종속노동관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전환은 그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혁명적 변화, 즉 해롤드 버만이 말하
는 의미에서 ‘혁명적’ 과정이었다.
오늘날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순전히 상사계약관계로만 간주된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결코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다. 양자의 관계는 지배종속적 상사관계
이다. 마치 19세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임
대차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임노동관계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19세기
에 그러했듯이 지금은 기업과 기업 간의 지배종속적 상사관계를 사
회법적 관계로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19세기가 그러
했듯이 또다시 ‘혁명적’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맹관계를 지배종속적 상사관계로
분석하고, 이것이 지시종속적 노동관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배종속적 노동관계 개념 속
으로 포괄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가 비교 대상으
로 삼은 다섯 나라(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는 가맹관계의 규
율에 있어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처럼 가맹관계를 아예 입법적으로 임노동관계로 의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중국처럼 오로지 상사관계로만 규율하는 선에
서 머물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 사이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근로자 유사한 자’의 범주를 따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독일이나, 협회의 자발적인 규제 또는 판례를 통해 프랜차
이즈를 노동관계로 확대해석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 영국 또는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직접 다투어져서 지방노동위원회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 바 있는 일본이 있다. 이렇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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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상황이 어디쯤에 속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표준화/규범화’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
을 등장시켰다. 프랜차이즈에서는 해당 브랜드만의 표준화된 품질과
영업방식이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그것의 실행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통
제 구조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에게로 위
험과 모순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구조가
형성된다. 프랜차이즈 고유의 사업 전략에 이미 가맹점주에 대한 철
저한 통제,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종속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존재조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모든 것이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전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서 가맹점주가 자유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는 사업 운영
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자영계급의 해체 가능성
을 함의한다.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 사업자로서 자본주의적 노자관
계의 외곽에 남아 있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형태로 자
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자본-노동 관계로의 포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고 따라서 가맹점주는 비교적 쉽게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사업 운영 이후 수익은 공유되
지만 비용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관계 구조 속에
서 가맹점주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
는 가족 노동력을 동원하여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거나, 아
니면 직원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낮은 소득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로, 그리고 다시 가맹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표준화된 사업 모델은 가맹점 직원의 노동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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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화된 영업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의점에서 가맹점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맹점 직원의 노동은 숙련
이 불필요한 단순 노동이 된다. 따라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서
도 편의점은 유독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조건
을 특징으로 하며, 주먹구구식 노무 관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나아가 편의점 노동은 혼자만의 고립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집합 생활의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동료 간의 친밀성과 유대감이 약하여 집합적 문제 해결 가
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는 독립적 사업자
들 간의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지배와 종속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
적 관계에 가깝다. 이는 표준화된 사업 모델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비용과 모순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
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랜차이
즈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열악하고 종속적
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계약의 양 당사자 간에 인적 종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
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면 노동법전의 특정 직군에 대한 규정으
로 이를 보호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이다.
노동법전에서 정의하는 영업점장이란, 하나의 사업으로부터 독점적
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일체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업
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
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하나의 사업을 위
하여 주문을 받거나 처리, 취급, 운반할 상품을 접수하는 직업을 수
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
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
되는 영업점장은 임금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전의 전면적인 적용
을 받는다. 그리고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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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노동법전에서 정의하는 영업점장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휴가 혹은 해고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및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적
용된다. 요컨대 프랑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보장법전은 노동법전의 영업점장에 해당되는 사
람들에게는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자영업
자 사회보험제도보다 영업점장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영업점장의
정의에 포섭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또한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
험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요컨대 프랑스는 사회보장법상의 문제 또
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프랜차이즈는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의
하나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적 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기본적으로 가맹사업관계는 민상사거래라는 관점에서 독일 민법이
나 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례와 학설에 의해 그 공백이 메워지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주 간의 계약은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맹사업관계는 약관 규제를
통해서도 규율되고 있다. 한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설정한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에게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종
속적 프랜차이즈의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취업자의 형태가 근로자, 근로자 유사한
자, 자영업자 3분법에 따라 규율되는 독일에서는 가맹점주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이에 대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갖게 되는 경제적 종
속성 및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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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사한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한다. 현행 독일법에서는 가
맹점주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독일 입법자가 풀어야 할 법정책적 과제이다. 이와는
별개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영국에서 프랜차이즈는 개인사업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
인 사업 형태이고, 가맹본부가 우월한 법적, 사실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익 분배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관여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맹점주는 사실상 종속적 자영업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
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계약 자유의 전통이 강한 영국
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유롭
게 결정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가맹사업관계의 규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영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계약의 내용에 대
한 자가규제를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자가규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맹계약의 기간에 관한 최저 기
준 설정이다. 즉 가맹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최소
5년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갱신하는 경우에는 최소 15년이 되
어야 한다. 이는 잦은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발생
하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완
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협회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 연합체에서 그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보통법상의 계
약관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규
범력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편, 판례에서는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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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적 프랜차이즈를 위장 자영
업자로 보는 판례 및 영국 국세청의 지침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최근에는 점포형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을 노동관계
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장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
왔다. 이것이 단순한 위장 자영업자를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
이즈의 노동관계 포섭 가능성을 나타낸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맹사업계약이란 형식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향후 가맹사업관
계를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로는 규제에 있어서는 독점금지법
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으며, 계약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법률이 중
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가
맹사업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가맹
사업관계를 고용관계 또는 노동관계의 입장에서 다룬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990년대 후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다양한 고용 형태
가 나타나면서, 고용과 자영의 중간 위치에 대한 연구 등에서 프랜차
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그러다가 2014년 세븐일레븐 편의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을
거부한 가맹본부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툰 사건에서, 가맹점주를 노동
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
련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관계에 노동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
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인 탓에 학계에서 아직 많은 평석이 나오
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례 및 학계 주류의 견해를 담은
노사관계연구회 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관행
을 고려할 때 세븐일레븐만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노동관
계 인정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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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는 독립된 민사상 주체들 사이의 계약관계
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고 있다. 노동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의 규정
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노동
관계법상 노동 보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격 종속성과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의 획일성으로 인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전형 고용 형태의 근로
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노동관
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
동계약법은 비전형 노동관계 가운데 우선 파견 노동과 단시간 노동
에 한하여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가맹사업
관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
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 정부와 최고인민법원
이 전통적 노동관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업무 종속성과 인적 종
속성이 약한 택시기사나 지입차주기사에 대해서 노동관계를 인정하
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판단 요소를 다원화하여 가맹사업관계
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은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력을 전제하고 공정거래
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맹사업법이 있다. 이 법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를 제도
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
의 의무) 및 제6조(가맹점주의 의무)는 가맹사업관계에 고유한 ‘통일
성’ 개념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지배와 가맹점주의 종속을 가맹사
업관계의 필수적 내용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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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 사업자일 수 없음을, 가맹본부
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인 직영점주와 거의 유사한 법적 지위
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에 관한 현재의 법제와 판례만을 가지고 본다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된 존재로서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근로자성 논의가 설정하는 틀 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주의 관계를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간주하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관계에서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님은 단
순히 실태 차원만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가맹
사업법은 분명히 이 점을 인정하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종속적 상사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형식상의 사업자성으로 인해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에 포섭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가맹점주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가맹사업관계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배종속적 성격을 갖지만, 근로자성에 관한 현행
의 논의 구조 안에서는 사용종속적 노동관계로 인정되기가 힘들 것이
고, 그 결과 대책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고 할 때, 제도적 방안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근로조건에 대해 가맹본
부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가맹
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책임이 가맹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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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맹본부의 비용이 가맹점
주에게 전가되고, 다시 이 부담이 가맹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연쇄
적 비용 전가 구조에서는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노동법
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덕적으로’ 곤란해진다. 이는 약자와 약자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강자의 진정한 책임을 실종하게 만드는 결과
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에 체결된 개별 계약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는 단체협약에서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단체협
약이 모든 가맹점에 확장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가맹점주의
최저급여제를 정할 수 있다. 가맹점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직영점주의 임금 및 근로조
건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와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직영점주가 정규직이라면, 가맹점주는 비정규직이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제도를 원용하여 가맹점주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법상의 최저임금을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보장하는 방안이다. 가맹점
주의 노동시간은 곧 영업시간이므로, 만약 365일 24시간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면 5,210원(2014년 법정최저임금)에 24
시간을 곱하고 다시 365일을 곱한 다음,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을 월 단위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금액은 현재 가맹사업
관계에서 가맹점주에게 부과되는 제반 비용 부담을 제하고 남은 순
소득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방안에는 가맹점주의 장시간 야간노
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과 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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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추가적인 과제가 남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근로시
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수준을 정하는 방
안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셋째는 가맹점주의 자영업자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들과 가맹본
부 사이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소득 보장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소득 보장 수준은 해당 가맹사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율적인 교섭이
어느 정도는 공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의 사례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안이 되었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
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저소득과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알바’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둘째, 가맹점주를 노동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과로사가 문제이다. 365일 24시간 영업은 가맹본부의 이익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주의 부담이다. 24시간 영
업에 불가피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주가 장시간 노
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
강의 침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야
간노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를 산재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산재보험법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보험료 절반을 자비
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의 저소득으로 고통받
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위험 부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조
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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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
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는 말은 산재보험료를 일
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함
축한다.
나아가 기타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
회보험료 분담 비율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개인하청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는 사회보장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에서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셋째, 가맹점주의 노동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실적으로 그리고 법제도상으로도 가맹본부의 지배권에 종속되어 있
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검
토했던 여러 외국의 법제가 이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가
맹점주의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결정례도 나와 있다.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있으
며, 실제로 교섭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법의 외피를 좀 더 입
히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단
체교섭과 단체협약이 담당하는 역할은 고전적인 산업사회와 같을 수
없다. 특정한 직업 사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태계를 위한 공
통의 규칙을 작성하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산업에서
는 영화인들의 소득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조직
하고 교섭한 끝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2014년 10월 노동조
합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투자배급사와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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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즉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가맹본부
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가맹사업에 고유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 지원을 통해 산업의 표준협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가맹점 근로자들의 단체까
지 합류하여 삼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는 교섭위원회
를 구성하는 그림도 그려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는 결코 순수한 사적 관계로만 머
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는 ‘하청노동연구’라는 좀 더 장기적이
고 규모가 큰 연구의 일부이다. 이 연구는 종래 ‘다른 누구도 아닌 근
로자’라는 주체(혹은 그러한 근로자들의 단체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주체)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용자’라는 주체를 다른
한편으로 해서 양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만 인식되었던 노동법
의 구조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는 또
한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자는 또한 사용자가 아니다. 주체의 단일성
과 확실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주체가 타인과 형성하는
관계의 성질 및 그 관계를 덮어씌우는 구조의 성질에 따라서 변모를
거듭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은 자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령, 기업의 임
원)를 근로자로 포섭했다. 그러나 자본을 투여하는 자(가령, 가맹점
주)를 근로자로 포섭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는, 직업
수행의 재량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자(가령, 변호사)는 근
로자로 포섭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지배종속관계에서 직업을 수행하
는 자(가령,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
에서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노동법적 가치와 질서로부터 완전히 단
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좀 더 열어 더 나은 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요청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의
현대적 변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요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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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연구의 전망 속에서는, 가령 임금근로자에게는 사용종속
성을 할당하고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경제적 의존성을
할당하는 식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 모두 지배종속
관계에서 노동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제조
업이나 서비스업의 사내하청 근로자이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점포
하청 근로자이든, 독립 사업자 형식을 취하고 있는 개인하청 근로자
이든 마찬가지다. 나아가 협력업체나 납품업체의 기업하청 근로자까
지도 포괄될 수 있고, 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하청노동연
구는 ‘종속’ 노동법이 아니라 ‘일반’ 노동법을 지향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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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관계를 개인하청(흔히 ‘특고’
로 불린다) 및 사내하청과 함께 하청노동의 한 유형인 ‘점포하청’으로 분
석함으로써 이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
계로 정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노동관
계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관계를 매개로 해서 가맹점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가
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한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다.
가맹점주는 ‘사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로 분류될 것이고,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
이에는 사업자 간 거래관계만 있을 뿐, 노동관계라는 것은 애당초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단호하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노동의 인격성에 근거한 노동법의 대원칙이다.
문제는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방식, 즉 노동을 조직하는 방
식이 변하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법의 개념과 이론은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청노동의 속성은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종속노동과는 사뭇 다르다. 종속의 내용이 지시종속에서 지배종
속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장소가 업무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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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제2장에서 검토한다).
프랜차이즈 혹은 가맹사업관계는 김철식(제3장)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
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업적 거래관계이
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배와 종속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상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하지
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평등이 언제나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평
등은 구체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형식적 평등과 구체적 불평등
이 겪는 긴장관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맹사업관계의 본질적인 속성 중의 하나는, 가맹관계에서 나
타나는 이 지배종속관계가 어느 일방의 사실상의 힘의 우위에서 비롯되
는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은정(제9장)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관계의 법적 개념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법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 곧 가맹
점주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
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제1호)이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주
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개
성과 창의성은 곧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할 수 있다.
타인(가맹점주)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제한하기, 이는 곧 규범화/표준화
그 자체이며, 점포라는 하나의 노동장소를 프랜차이즈의 공간으로 재구
성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지배의 개념에 부합
한다(제2장 참조).
요컨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
본부의 지배력이 관철될 것이고, 가맹점주는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
에 종속될 것이다. 가맹관계는 법적으로 승인된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
서 노동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아직 가맹관계의 지배종속성은 노동법의 관심권으로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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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하다. 노동법의 시야가 여전히 지시종속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임노동관계도 처음부터 노동법의 관할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임노동관계를 개별적이고 평등한 민법상 쌍무계약관계로부터
위계와 종속이 인정되는 노동법적 관계로 재정의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
되었다. 그 전까지 임노동관계는 순전히 민법적인 노무임대차계약관계였
을 뿐이다. 19세기 말 이후 임노동관계는 노동법적 종속노동관계로 정의
된다. 이러한 전환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혁명적
변화, 즉 해롤드 버만이 말하는 의미에서 ‘혁명적’ 과정이었다.1)
오늘날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순전히 상사계약관계로만 간주된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결코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다. 양자의 관계는 지배종속적 상사관계이다. 마치 19세기에 사
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임
노동관계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19세기에 그러했듯이 지금은 기업과 기업
간의 지배종속적 상사관계를 사회법적 관계로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는 19세기가 그러했듯이 또다시 ‘혁명적’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맹관계를 지배종속적 상사관계로 분
석하고, 이것이 지시종속적 노동관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비교
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지배종속적 노동관계 개념 속으로 포괄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다섯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는 가맹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매우 큰 편
차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제4장/양승엽)처럼 가맹관계를 아예 입법적으로 임노동관계로
의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중국(제8장/황경진)처럼 오로지 상사관계
로만 규율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 사이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근로자 유사한 자’의 범주를 따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독일(제5장/김기선)이나, 협회의 자발적인 규제 또
는 판례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노동관계로 확대해석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 영국(제6장/김근주) 또는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직접 다
투어져서 지방노동위원회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 바 있는 일본
1) 해롤드 버만(2013), 법과 혁명, 한국학술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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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윤문희)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의 상황이 어디쯤에 속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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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시종속에서 지배종속으로1)

19세기 유럽에서 도입된 노동재해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제도
화하였고, 한국의 산재보험법도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2) 노동재해 발생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
관하게 재해 발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
시 민법론자들의 눈에는 이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들은 의사(意思) 자치의 원칙이 근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사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이성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
섭이나 규제가 필요 없다. 의사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자신
의 의사가 반영된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사람을 죽였다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1) 제1절의 글은 박제성(2014), ｢간접고용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월간 노
사저널 2014년 9월호, pp.8～15를 수정한 것이다.
2) 산업재해라는 말은 그릇된 말이다. 재해를 당한 것은 사람이지 산업이 아니기 때
문이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노동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을 산업에 약간 생
채기가 난 것 정도로 평가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 언어는 의식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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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또한 개인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
사를 기본 원리로 삼는 근대 형법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
하는 것은 의사 자치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이해되는 의사 자치는 그 자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증하는 제삼자의 존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그 효력을 온
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보증하는 제삼자, 가령 법원 같은
공적 권위, 즉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사 자치
가 아니라 ‘강자의 의사’ 자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치가 아니
라 지배와 종속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약은 본질적으로 삼자 관계이다.
자치의 두 변인 밑변과 수직변은 규제의 대각선에 의해 유지될 때에만 무
너지지 않는다. 유리수(합리적인 것, 1)는 무리수(비합리적인 것, 
 )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러므로 규제 없이는 자치도 없다.
국가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로 표상되는 제삼자 보증인의 규제
가 없으면 어떤 계약도, 어떤 시장도, 어떤 자치도 진정한 의미로는 존재
할 수 없다.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요컨대 실질적인 의
사 자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
다. 민법론자들이 강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의사 자치의 원칙을 수
사학으로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결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대의 대세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흐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다.
사회법론자들의 눈에 무과실책임이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회법은
추상적인 의사의 자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발생에 주목하기 때문
이다. 사실의 발생, 존재의 탈은폐는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거북의
등껍질이 갈라지는 틈을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
다는 사실, 평온한 일상에 불현듯 발생한 틈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다. 오늘날 일하다가 다치는 근로자의 상
당수는 하청근로자이다. 그런데 하청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가 없다. 노동과정 자체가 원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원청의 무과실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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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민법론자들의 눈에는 이 또한 과격하고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
라 제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재해보험에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청기업의 무과실책임
이지 원청의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
세기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사회법론자들에게는 이 또한 당연
하다. 그리고 시대의 대세는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역시 원청의 무과실
책임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
는 사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어떤 진리를 말하
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20세기 노동법이 직접고
용관계, 즉 종속노동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제도화했다면, 21세기 노동
법은 하청노동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프랜차이즈 혹은 가맹사업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원리가 적
용되는 노동관계, 즉 하청노동관계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고유한
원청(즉 가맹본부)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노동법상 사용자로 정의될 수 있는가? 우선 이 질문부터
검토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
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제대로 된 정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노동법학자
들도 없지 않다.3) 왜냐하면 이 규정에는 정의 규정에 필요한 개념적 속성
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定義)란 그 대상의 개념적 속성을 밝
힘으로써 그 대상과 가장 가까운 동류항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인간의 정의를 예로 든다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
다.”와 같이,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인 인간의 속성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3) 강성태(2008), ｢지금 왜 사용자인가?｣, 노동법연구 24, p.15; 조경배(2008), ｢사내
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법연구 25,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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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힘으로써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류항인 동물에 속하는 다른 대상과 어
떤 차이를 갖는지 드러내는 것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여기에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직업
의 종류를 불문하고 … 생활하는’ 부분이 개념적 속성에 해당하고, ‘자’는
법에서 말하는 인간(persona)으로서 가장 가까운 동류항 즉 최근류(最近
類)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인간이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의로
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다.” 이것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입법자가 바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현실에서
는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그 규정을 정의 규정이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정의 규정다운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밝혀내야 한다. 즉, 사용자의 정의 규정, 특히
‘사용자는 사업주를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개념적 속성과 최근류를 분석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사용자의 정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 규
정 속에 개념적 속성과 최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
자가 표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낱말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
이다. 사업주란 사업의 주인, 즉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업을 지배하는’이 개념적 속성에 해당하고, 최근류는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자(persona)’이다. 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 규정은 ‘사용자는 사업
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이다. 이는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여타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다.4)
4) 조경배, 위의 글은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우리의 시도
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범위로 축소시
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p.219 각주 9 참조).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정반대
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범위를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범위로 확대하여 양자
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은, 물론 우
리의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범위
를 확정적인 것으로 고정시킨 채 노조법상의 사용자 범위만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개념의 일치 주장을 확대지향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낯선 경험
에 속하고, 따라서 축소지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다는 배경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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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자의 정의 규정은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더 추상적이다. 이는 곧 해석의 공간이 그만큼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근로자라는
말을 정의하고 나면, 그 정의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게 되
고, 따라서 그 자의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의 규정은 그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는 ‘법
이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카프카의 메타포가 현실이 되는
법은폐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의 정의 규정이 상
대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 법적 탈은폐의 상황은 사용자의 표상 변화 및
그에 따른 집단적 노동관계의 변화 양상에 조응하여 사용자의 개념을 조
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법해석적 공간을 창출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사용자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사용자는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혹은 좀 더 일상적인 용
어로는 “기업”이라고 한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관점
이 대립한다. 첫째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이는 사업을 개별적 이해관계
들의 총합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사업 그 자체의 독자적인 실체는 고
려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어떤 하나의 노동
공동체 또는 이익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매매하는 두
계약 당사자를 구성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업관이 사용
자와 근로자를 대등한 양 당사자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대등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하나의
소여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적 사고는 형식적 평등 원칙과
친화성이 높다.5)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노동관계에서 계약 논리
를 매우 단호하게 비판하는 노동법학자들도 은연중에 계약 논리에 상당한 정도로
장악되어 있다는 점이다.
5) 그러므로 이를 좀 더 멀리까지 밀고 나가면, 사업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가령, 밀턴 프리드만은 1970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적 소유 시스템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 소유자의 피고용인
이다. 피고용인은 고용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고용인의 욕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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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점은 제도주의적 관점이다. 이는 사업을 노동과 자본 모두로부
터 독립되어 그 자체의 이해관계를 갖는 실체적 제도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본과 노동은 사업으로 표상되는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결합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근로자의 권리는 이 이
익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이른바 근로자의 충실의무나 사용자의 배려의무 같은 개념이 도출
된다. 현대 노동법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이 공리주의적
관점을 대체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표상되는 사업은 단일하고 위계적인 조직이다.
하나의 사용자와 그가 임금을 주고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현대 노동법은 바로 이 피라미드적 표상 위에서 발전
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업의 표상은 더 이상 그러한 피라미드 모델로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사업의 집중이 진행되고 있고(그룹
화), 또 한편에서는 사업의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하청화). 이 두 상황은
모두 사업의 구조를 피라미드에서 네트워크로 재편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누가 소유주고, 누가 생산자이며, 누가 경영자
인지 그리고 누가 근로자인지를 가르는 경계를 알아보기 어렵다.”6) 노동
법의 적용력이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노동
법의 역사가 근로자에게 보장해 온 권리의 목록은 계약의 독재가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록 오늘날 그러한 회귀의 흐름이 강력
하지만, 그것은 노동법의 역사에 대한 반동에 불과하다. 바로 이 지점에
서 사업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맞추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다.” 경영자는 주주의 피고용인으로서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해야 한
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프리드만은 법인은 허구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인이 허구적인 존재여야 주주와
경영자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진다. 기업은 의제된 인격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의제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은, 그러한 모호한 의미에서조차도, 책임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6) 마뉴엘 카스텔(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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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개별적 이해관계들의 결합으로 환원될 수도 없고, 이해관계 공
동체의 자연적 소여로 대체될 수도 없다. 노동법에 고유한 사업 개념은
자본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제적 구성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이 건축하는 법률적 구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란
개별적 차원에서 실패한 자유와 평등 원칙을 집단적 차원에서 복원하고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장소이다. 이는 선험적으로 사업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즉 자본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법적 형식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바로 그 곳에
서 사업의 표현 양식을 읽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사업은 상태(常
態)적 개념이 아니라 동태(動態)적 개념이다.
동태적 사업 개념은 새로운 조건 또는 좀 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조
정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업도 사업이 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사업들도 모두 모여 하나의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 사업
이라는 하나의 낱말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
는 우리는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업의 개념을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업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과 무관하게 언제나 ‘사업’이라는 동일한 기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이 언어
에서 사용되는 맥락이다. 자본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위계적 사업 구조
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으로 파악하고, 자본이 추상적이고 비
가시적인 그물망의 사업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그물망을 사업으
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사업이전 판례는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
다. 원청의 사업 일부(가령 청소나 경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종래의 영업양도 법리에서는 신구(新舊) 하
청업체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하청의 변경
은 원청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청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영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
나 유럽사법재판소는 2002년의 템코서비스 사건에서 이를 영업양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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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7) 법
원은 신구 하청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
망(the web of contractual relations)”의 일부를 구성하는 한 영업양도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사업이전’ 법리라고 한다. 계약관계
망이란 원청과 신구 하청 삼자 사이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이르는 것으
로서, 우리가 동태적 사업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과 문제 의식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실정법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의 ‘기업집단’ 개념이 대표적이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관계라는 경제적 기준 또는 ‘지배적인 영
향력의 행사’라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8)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기업집단이 바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또는 회사법에서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둘 이상의 회사
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9) 적자 회사와 흑자 회사의 회계를 통합함으로
써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지배종속의
관계’란 어떤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
사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를 말
한다.10) 우리의 관점에서는 연결재무제표로 묶이는 회사들이 모두 하나
의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기업과 결합할 수 있고 그것을 법
에서 인정한다면, 반대로 사회적 이익이나 법률적 이익을 위하여 그 기업
에, 즉 기업망을 지배하는 기업에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7) 2002년 1월 24일, 사건번호 51/00, 템코서비스실업(Temco Service Industries) 대
임질옌(Imsilyen) 외 신청인들의 사건. 한국경영자총협회(2003), ｢유럽법원(ECJ)
‘유럽연합사업양도지침’의 적용 관련 재검토 요청에 관한 유럽법원의 판례｣, 노
사포럼 20, p.63 이하 참조.
8) 동법 시행령 제3조.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10)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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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미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 분야에서는 그러한 착
상이 낯설지 않다. 가령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
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01조가 그러할 것이다. 여기서 연
대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범위에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또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
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
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포함된다.11) 이 규정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의 정
신은 상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노동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상법
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법도 할 수 있다.
물론 노동법에 그런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2는
더 나아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귀
책사유를 불문하고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발
생만을 이유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정신은 좀 더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이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다른 근로자를 결합시
켜 기업망을 형성할 때, 바로 이 기업망이 노동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
업이며, 이 사업을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이다. 곧 노동법상의 사용자이다.
그러므로 이 사용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사업,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망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자기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기업망으로서의 사업을 구성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
한 지위로서 가령 하청근로자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할 책임과 부당노동행
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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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배’의 의미를 좀 더 해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논의가 충분
할 것 같지 않다. 기업망이 하나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미
지배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지배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
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상법에서 이미 지배와 종속이
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겠지만, 원하청 관계처럼 상법상으로는
아무런 지배종속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다. 노동법론자들에게 익숙한 어휘와 착상들 속에서는 상법상 기
업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청 관계에서 지배종속의 속성을 읽어내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노동법에 고유한 지배의 개념을
탐구하는 작업은 우리의 전망 속에서는 노동법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산업사회의 노동법에서 임금노동은 종속노동과 동일시된다.12) 종속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의 판례는 이를 ‘사용종속
성’으로 정의한다.13)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노동관계, 즉 사용종속관계
란 근로자가 보수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곧 근로계약이다. 즉, 근로자가 사
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핵심적 징표이며, 사용자의 지
시에 따라 수행되는 노동이 곧 종속노동이다. 그러므로 사용종속이란 곧
‘지시종속’이다.14) 지시종속성은 노동을 매개로 경제적 이윤과 경제적 의
존을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경제적 종속성 개념과 달리, 사용자의 지시와
근로자의 복종이라는 대립항을 설정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약자의 보
호 필요성에 따라 기능적이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종속성을 정의하는 것
12) 가령 임종률(2014), 노동법 제12판, 박영사, p.3 참조.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14) 사실, “사용종속”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노동법이 근로자를 “취업의 종류를 불문
하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 규정에서 “사용”이라는 말을 쓰
고 있기 때문에 “사용종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근로자의 정의 규정
에서 사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아니한 한국의 법제에서는 ‘지시종속’이라는 표
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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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일방이 타방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한다는 사실로부터 연역적
으로 종속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계적 관
계가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계는 불평등과 다르다.15) 불평등은 법적으로 반가치화되는 사실적
상태를 가리킨다. 남녀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이 그러하다. 반면에 위계는
언제나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불평등한 상태가 아
니라 불평등한 관계이며, 법에 의하여 제도화되는 불평등이다. 친자관계
가 그러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노동관계가 그러하다. 그러나 친
자관계는 기존하는 세대 간의 위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노동관계는 형식상 평등한 당사자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된 불평등
원리 위에 정초한다. 바로 여기에 노동법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 다시 말
하면, 근로계약은 그 개념 속에 이미 종속 혹은 위계라는 불평등의 요소
를 탑재함으로써 평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종속관계를 만들어 내
는 역설을 극복한다.16) 근로계약 속에 내재된 위계 개념은 근로자의 노동
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권을 정초(定礎)한다.
지시권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채
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채무의
목적을 특정하는 다른 계약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사전에 특정한다면, 사용자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단지 채무의 이행이 완전한지 여
부만을 살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근
로계약은 특정한 채무를 하는 것, 주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15) Alain Supiot(1994), Critique du droit du travail, Paris, PUF, p.109 이하 참조.
16)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은 전통적인 계약법이 알고 있는 계약이 아
니다. 근로계약은 일종의 신분질서에 가깝다. 그러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법에서는 법률과 계약 외에 다른 법형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계약”이라
고 부를 뿐이다. 그러므로 마치 근로계약이 진짜로 계약인 양 착각하여 계약법의
이론들을 곧이곧대로 들이대는 것은 계약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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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상태에 임한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17)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의도하는 결과, 즉 상품의 생산은 근로자
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가운데 실현된다. 이는 곧 상품의 생산
과정, 즉 노동의 과정을 사용자가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된 노
동 과정을 거쳐 생산된 상품이 사용자가 애초에 원하던 것과 동일한지 여
부에 대한 책임 또한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근로자의 계약상 의
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그칠 뿐,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현하는 데 있지 않다. 지시종속노동에 대한 과학적 관
리 기법을 고안한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로자는 생각할 필요
가 없다. 생각은 관리자가 한다. 근로자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
기만 하면 된다.”
노동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은 노동의 질과 무관하게 노동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어진 노동시간에 원하는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의 질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관념의 근저에는 노동에 대한 고도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
다. 즉, 노동은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래서 완벽
하게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여기에는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부분,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 있지 않다. 홍길동의 노동과 갑돌이
의 노동은 치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의 질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양적인 것으로 환원하기, 즉 추상적 노동의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사용자의 지시는 노동시간에 집중되고, 노동시간을
벗어나면 근로자는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갖게 된다. 지시종속성은 공장
의 담벼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노동
에 대한 지시권을 획득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즉 근로시간
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권한을 정당화하면서도 동
시에 또한 제한하는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 노동에 관한 위계적 질서 안
17) Muriel Fabre-Magnan(1998), “Le contrat de travail défini par son objet”, Le
travail en perspectives, sous la direction de Alain Supiot, Paris, LGDJ,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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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종속과 권한을 매개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종속을 ‘계약적으
로’ 정당화하지만, 반대로 사용자의 권한을 계약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
도록 규제한다. 이는 곧 사용자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권한의 한 편에 근로
자의 종속이 있다면, 다른 한 편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시
종속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가 구체적인 만큼, 사용자의 책임
도 가시적이다.
이러한 대응은 ‘지배종속관계’에서는 희미해지거나 아예 사라진다. 지
시종속관계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노동
에 대해서 지시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반
대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가 지는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지시
권한과 결과 책임이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관계이다. 반면에, 지배종
속관계는 지시권의 구체성을 행위 제어와 개입의 자의성으로 대체함으로
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관계이다.
지배란 ‘사전적 행위 제어’와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결합된 개념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매개하지 않고서도 의도하는 행위
를 강제할 수 있고,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을 때, 지배가 존재한다. 노예는 주인이 구체적
인 행동 지시를 하지 않아도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 의도대로 행동한
다. 그리고 노예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한에서는 주인은 노예의 행
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노예가 자유롭게 행
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의 행동이 주인의 의도를 벗어
나는 순간, 주인의 개입이 시작된다. 지시종속이 뉴튼적이라면, 지배종속
은 아인슈타인적이다. 지시종속관계는 마치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
과 같다. 힘의 작용이 직접적이면서 단선적이다. 반면에, 지배종속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그물 위에 농구공을 올려 놓고 그 근처에 탁구
공을 굴리는 것과 같다. 탁구공은 제 스스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은 농구공이 있는 움푹 패인 곳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탁
구공의 운동은 이미 사전에 농구공에 의하여 제어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실적인 예를 들어 보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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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이하 간단히 “삼성”이라 한다)는 방문수리 업무를 하
청업체들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1만 명 정도의 방문수리기사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객이 수리를 요청하면, 삼성은 직접 기사에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고객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삼성에게 비용
을 지급한다. 삼성은 각 하청업체에 소속된 기사들이 수행한 서비스 전체
건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각 기사가
개인적으로 처리한 서비스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비스의 처
리 과정과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삼성은 세 가지 기법을 활용한다. 미
스터리 쇼핑, MOT 그리고 해피콜이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방문수리기사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보기 위
하여 삼성의 직원이 손님을 가장하여 기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MOT는 “Moment of Truth”의 약자로서, 원래는 투우에서 마타도르가
소를 죽이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현대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
에서는 고객과 만나는 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고객과 접촉하는 매 순간마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행
동을 해야 한다. 행동 수칙은 사전에 매뉴얼로 만들어져 교육된다. 마지
막으로 해피콜은 기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삼성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마케팅
기법의 결과는 그대로 업무 평가로 반영되어 임금 지급에 반영된다.
이 사례는 지배종속적 노동관계의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전통적인 지시
종속적 노동관계에서 종속의 정도는 거리에 반비례하지만(사장 책상에서
멀어질수록 종속이 약해지고 자유가 늘어난다), 지배종속적 노동관계에
서 종속의 정도는 거리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단선적 중력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행사되는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지
배력은 설정된 목표와 달성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발생하
는데, 이 시스템은 근로자의 인격 속에 내재화한다. 즉, 거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목표와 성과를 연계하는 평가 시스템이 근로
18) 이하의 사례는 ｢삼성에 청춘 바친 나, 알고 보니 불법파견｣, 프레시안 2013. 6.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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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내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종속도는 거리에 영향받지 않는다. 종속
도는 이 평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좌우될 뿐이다. 여기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근로자
에게 이양되지는 않는다. 통제권은 사용자의 손에 계속 남아 있다. 그러
나 그 통제권은 구체적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 과정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실현된다.
지시종속에서 사용자의 지시권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당화되지만, 반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의하여 제한된다. 반면에, 지배종속은 근
로계약의 매개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사용자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를
계약의 범위 밖으로까지 확장한다. 반대로 근로자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
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종속이 심화되는 예속으로
빠져든다.
지시종속과 대비해서 분석한 지배종속의 개념은 사업의 지배력이 근로
자에게 직접 작용되는 경우, 가령 이른바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 근로자들, 우리가 나중에 “개인하청”이라고 부르게 될 노동관계의
경우에 좀 더 적절해 보인다. 위에서 예로 든 삼성전자서비스의 방문수리
기사는 하청업체를 매개로 하지만 사실상 개인하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배종속의 유력한 논증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의 메커니즘은 자연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어떤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제 행위를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자신의 이윤 목적 실현에 이용
하고, 그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
보하고 있을 때, 두 법인 사이에는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던 사업의 개념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 행위 제어와 자의적 개
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본의 경제적 구조를 포착하는 노동법상의 개념
이 사업이다. 이 사업을 사업으로 존재하게 하는 자, 즉 사업을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이다. 이 사업주는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사업을 구성하는 근
로자들에 대해서 노동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개인하청이든 다른 유형의 하청이든 양자는 위계적인 노동장소(lieu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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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ail, place of work)가 유동적인 업무공간(espace de mission, space of
mission)으로 재편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노동장소의
구체성은 사용자의 지시권과 책임 또한 가시화한다. 반면에, 업무공간의
추상성은 사용자의 지배권과 책임 또한 비가시화한다. 이 비가시성은 구
체적 행위 시점 이전에 이미 사전적으로 행위가 제어되어 있기 때문에 발
생한다.

제2절 노동장소에서 업무공간으로

‘장소를 갖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며, ‘장소를 주는 것’은 사건을 만드는
것이다.19)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와 행위는 모두 장소와 관련이 있다. 그
러나 공간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철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개념으
로 다루어져 왔지만, 장소는 그렇지 않았다. 성(姓)에 장소성이 내재해 있
는 일본에서 장소에 관한 논의가 풍부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것인
데, ‘둥근 밭’을 성으로 쓰는 마루타 하지메(丸田一)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마루타는 공간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소는 인간 활동을 전
제로 한다. 사람이 활동하려면 반드시 어딘가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
다. 이처럼 장소는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곳, 인간이 있을 수 있는 말하자면
‘거처’나 ‘있는 곳’이다.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구별도 여기에서 생
겨난다. 공간은 일반적으로 균질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인간
이 관여를 함으로써 공간이 의미를 띠게 되고 방향성이 생겨나면서 서서
히 균질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관여하는 것으로 공간이
한정되고 특수한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장소이다.”20)
공간에 인간이 관여를 함으로써 장소가 생겨난다는 생각은 중국계 미
19) 프랑스어로 “avoir lieu”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장소를 갖
다’라는 의미가 된다. 또 “donner lieu”는 ‘어떤 일을 야기하다’라는 뜻인데, 직역
하면 ‘장소를 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의 명제는 이 프랑스어 용법에서 빌려
왔다.
20) 마루타 하지메(2011), 장소론, 심산,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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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지리학자인 이 푸 투안에게서도 발견된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
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
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21)
한국에서는 최근에 흥미로운 장소론이 제시된 바 있다. 철학자 이정우
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삶은 영토화를 기초로 한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나아가 다른 모든 생명체들의 행동도) 영토화에서 시작한다. 예
컨대 강의는 일정한 건물, 가구들, 도구들의 배치를 요구하며, 여러 전자
적 장치들의 세심한 연결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일정한 코드들(예컨대 강의 중에 학생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든
가, 강사가 잠을 자면 안 된다든가 하는 규칙들)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신체(와 사물)와 코드가 일정하게 배치되어야만 삶이 가능하
다. 수달은 수달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개미, 물고기 등등 역시 그들 나름
대로 영토화를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 다른 영토성들과 일정하게 분절되
는(물론 대개는 날카롭게 분절하기가 어렵지만) 영토성은 하나의 ‘장소
(場所)’를 형성한다. 모든 ‘삶’들은 반드시 어떤 장소들을 통해서 성립한
다.”22)
프랑스의 지리학자 오귀스탱 베르크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라는 존
재는 지리적이라는 사실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23)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소론은 노동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노동은 장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
가 지금의 노동법이 대상으로 삼는 산업노동은 농사짓는 장소를 모직산
업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운동, 즉 이른바 인클로우저 운동에 의해서 태
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섣부른 결론이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노동의 해방은 산업공간의 재장소화에 의해서만 가
능하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장소]은 사회적 생산물
21) 이 푸 투안(1995, 2011), 공간과 장소, 대윤, p.19.
22) 이정우(2012),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 인간사랑, p.140.
23) 오귀스탱 베르크(2007), 외쿠메네, 동문선,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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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4)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장소화는 장소에 대한 감각적
지각(장소의 실천)과 그 실천의 인지적 표상(장소의 표상) 그리고 다시
그 표상을 공간에 착상하는(표상의 장소) 연속 과정의 결과이다.25) 이에
대한 흥미로운 예가 바로 원근법의 발견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서 13세기와 14세기에 발견된 원근법은 무엇보다 일상 생활에서, 생산 현
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농촌은 변했다. 봉건 영지에서 반타작 소작
제로 바뀌었으며,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 길은 소작지에서
지주의 저택을 이어주었다.”26) 쭉 뻗은 가로수 길 끝에 시선이 한군데로
모아지는 경험, 즉 신작로라는 장소의 실천이 원근법이라는 이름으로 표
상된다. 원근법은 바로 소작지와 지주의 저택을 이어주는 가로수 길이라
는 장소를 인지적으로 표상한 것이다. 이 원근법은 회화나 도시 건축에
적용되어 새로운 표상의 장소를 만들어 낸다. “지평선, 멀어짐, 평행선의
무한한 만남 등은 지적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재현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일종의 ‘시각화의 논리’ 속으로 시선을 이끌었다. 여러 세기
에 걸쳐 가다듬어진 이러한 재현은 투시도, 코드 등의 형태로 건축적, 도
시공학적 실천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었다.”27) 도시 공간이라는 관념에 장
소의 실천을 통해서 길어낸 표상이 착상되면서 하나의 장소로 구체화되
고, 이 장소는 다시 원근법을 체험하게 하는 표상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서양의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사형 도로는 원근법의 표상이다. 동양
의 도시에는 그래서 방사형 도로가 없다.28)
이처럼 장소의 실천은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이념은 새로
운 장소를 만들어 낸다.29) 장소는 사회적 생산물인 것이다. 장소가 없는
24) 앙리 르페브르(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p.71.
25) 우리는 여기에서 전적으로 앙리 르페브르의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다만, 그 용어
만 공간을 장소로 수정하였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이기 때
문이다. 아마도 1960～70년대는 장소를 사고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였나 보다.
26)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30.
27) 위의 책, pp.90～91.
28)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북경의 자금성, 곡선으로 되어 있는 동경의 황궁, 그리고 직
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경복궁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각의 공간
적 실천/공간의 재현/재현 공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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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고해실, 제단, 성소, 설교단, 성막 등 그
종교가 토대로 삼는 장소가 없다면 종교적 이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
리가 이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장소와 그 장소의 생산에 개입할 경
우에만 존재감을 부여받으며 육화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장소]을 생산
하지 못하는 혁명은 애초의 의도를 끝까지 밀고가지 못한다. 요컨대 실패
한다는 말이다. 그런 혁명은 삶을 바꾸지 못하며, 오직 이념의 상부구조,
제도, 정치 기구만을 바꾸어 놓을 뿐이다. 혁명적 변화는 일상 생활, 언어,
공간 등에서 창조적 업적을 내놓는 역량에 의해 평가된다.”30)
로마 시대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건축은 똑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똑바로 서 있는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31) 기둥은 기능적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기둥은 스스로가 ‘똑바로 서 있음’의 아이콘
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서 있음의 뜻을 알려면 기둥을 보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축학적 착상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도 많은 영감을 준다. 국가를 의미하는 서양어(State, Staat)는 그 어원 자
체가 ‘세우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일단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아가 똑바로 서 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표상해야 한다. 기울어
져 침몰할 것 같은 불안감을 만들어 내는 국가는 그 상징적 차원에서 이
미 실패한 국가이다. 장소는 이처럼 인간의 상징적 차원을 규정하는 조건
으로서, ‘율칙(律則)’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장소에 의
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장소는 또한 주체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곳으로서, 인간의 실존 조건이
29)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논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익어가는 벼이삭이 고개
를 숙이고 있는 광경은 ‘겸손’이라는 이념으로 표상된다. 그리고 한국인이 살아가
는 다양한 장소에 착상된다. 한국의 옛 건물을 돌아본 미국의 어느 건축학자가
한 말을 환기해 보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겸손이다.”(변진경(2009), ｢한옥에 숨어 있는 ‘겸손’의 아름다움｣, 시사IN 2009.
8. 17.). 자기를 더 잘 보는 것은 타인이다. 익어도 빳빳하게 서 있는 밀밭의 광경
은 결코 그런 표상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자립’이라는 이념으로 표상될 것이다.
‘개인’의 관념이 밀밭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0)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p.108.
31) Pierre Legendre(2001), De la Société comme Texte, Paris, Fayard, p.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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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소로서의 시장’과
‘공간으로서의 시장’을 대조함으로써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
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샤론 주킨에 의하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시장(market)과 장소(place)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32) 벨기에
브뤼셀의 시청 앞 광장은 아직도 그 중세적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광장
의 이름은 “Marktplatz”인데, 영어로 하면 ‘Marketplace’이고 우리말로 하
면 ‘시-장’이다. 이 말들은 원래 한 낱말인 것이다. 시장이란 상인과 고객
이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행위로만 한정된 곳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
성된 공간이자 문화적으로 각인된 장소였다. 삼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
이 아우내 ‘장터’이고 노동절의 기원이 된 미국 근로자들의 투쟁이 전개
되었던 곳도 헤이마켓(Haymarket)이었다. 브뤼셀의 ‘시장’은 시청 건물과
동업조합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시청은 공권력으로서 규제를 의미
하고, 동업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신으로서 노동을 의미한다. 시장은 규제
와 노동의 한계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건축학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다. ‘시장’을 벗어나면 법원 건물과 의회 건물이 있다. 시장이 그 한계를
이탈하여 법과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면 법률가와 정치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도시는 부패하고 정직한 상인은 더 이상 시장
에서 살아남지 못한다.33)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은 장소
를 버렸다. 자본주의적 시장은 장소(place)와 분리된 순전히 경제학적이
고 추상적인 시장(market), 즉 사회적 관계나 도덕적 연대의 장소성이 소
거된 순전히 상품의 거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마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market)처럼 자본주의에 고유한 제도와 양식
을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제도와 양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개인과 집단 간의 물질
적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조절되고 결정된다. (…) 인류 역사
는 경제적인 면에서 끊임없는 성장의 역사였다.”34)라는 주장이 그렇다.
시장이 물질적 이해관계의 조절 기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
32) 전상인(2014), 편의점 사회학, 민음사, p.115 참조.
33) 알랭 쉬피오(2012), 필라델피아 정신, 한국노동연구원, p.61 참조.
34) 이종오․조흥식 외(2013), 어떤 복지국가인가?, 한울아카데미,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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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조건들하에서만 그렇다. 오히려 인류학자들이 보여준 바에 의하면,
비시장적 기제에 의해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먼저였다. 선
물경제는 시장경제에 앞선다. 시장이 이해관계의 기본적 조절 기제가 된
것은 자본주의 이후일 뿐이다.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는 성장은 겨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나 관찰되
는 모습일 뿐이다. 바빌론 제국(기원전 1880～1600년) 시기에 하루 임금
은 15리브르의 밀에 해당했다(1리브르는 약 500그램). 고대 그리스 아테
네 시대에 하루 임금은 26리브르의 밀에 해당했지만, 1780년 영국에서는
다시 13리브르의 밀로 떨어졌다.35) 로마 시대 노예의 생활 수준은 17세기
프랑스 랑그도크 지방의 농민이나 19세기 초 대기업의 근로자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그것은 현대 빈민의 생활 수준인 하루 1달러 정도와 유사하
다.36) 또 있다. 19세기 초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일 년
에 300일 이상 일했지만 최종 수입은 수렵채집인들과 동일했다.37)
19세기 중반 이후의 경제 성장도 또한 무슨 역사적 합법칙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발적 사건에 불과하다. “만일 영국에 막대한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의 광활한 토지와 아프리카의 노예
가 없었다면 ‘프로메테우스’의 기적은 단기간에 끝나버렸을 것이다.”38)
이 우연한 ‘삼각무역’에 의해서 비로소 성장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는 성장”이라니? 우주의 삼라만상 가운데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없는데, 어째서 유독 경제만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장소의 개념이 함축하는 ‘한
계’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장소(場所)는 햇빛이 드는 땅을 의미하는 장(場)과 집에서 도끼를 걸어
두는 곳을 의미하는 소(所)가 합쳐진 말이다. 여기에서 장소의 두 가지 속
성이 도출된다. 햇빛은 사물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장(場)은
가시성을 의미한다. 소(所)는 집에서 도끼를 걸어 두는 구체적인 용도에

35)
36)
37)
38)

다니엘 코엔(2010), 악의 번영, 글항아리, p.60.
위의 책, p.12.
위의 책, p.65.
위의 책,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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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곳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의미한다. 즉, 장소의 두 가지
속성은 구체성과 가시성이다. 반면에, 공간(空間)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
서 판 구멍을 의미하는 공(空)과 문 사이로 비치는 달빛 또는 햇빛을 의
미하는 간(間)이 합쳐진 말이다. 여기에서 역시 공간의 두 가지 속성이 도
출된다. 공(空)은 도구로 파낸 구멍, 즉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추
상성이다. 간(間)은 사이로서 비가시성을 함축한다. 즉, 공간의 두 가지
속성은 추상성과 비가시성이다.39)
장소의 구체성과 가시성은 그 한계/경계로부터 온다. ‘계(界)’라는 글자
는 원래 땅의 가장자리를 뜻하는데, 경계(境界)를 뜻하기도 하도 세계(世
界)를 뜻하기도 한다.40) 경계와 세계가 같은 말이라는 것은 경계 없이는
세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란 한계이므로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한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를 안다는 것은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일정한 규모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절한 규모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란 한계를
인정함으로써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는 경계 없는 세계, 무
한히 확장되는 시장을 꿈꾼다. 탈규제는 규제라는 경계를 벗어나고자 하
는 욕망이다. 상품의 경계를 넘어, 문화와 제도로 확장되고, 나아가 인간
과 자연으로 확장되는 시장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나 적절한 규모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태도 존재할 수 없다.
형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 없는 시장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향하여
닫힌 세계이다. 무한한 확장을 꿈꾸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향하여 매몰되
어 가는 세계이다. 그것은 블랙홀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
래서 결국은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
욕망의 무한성은 욕망을 제한하는 경계를 철폐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
서 장소가 공간으로 대체된다. 장소에 뿌리박혀 있으면 이리저리 쉽게 옮

39) 장소와 공간의 두 가지 대비되는 속성은 불어(lieu, espace)나 영어(place, space)에
서는 적어도 직관적으로는 도출되기 어렵다. 그것은 한자어만이 갖는 특징이다.
40) 니시타니 오사무(西谷 修)의 책 世界史の臨界(岩波書店, 2000)는 그 제목에서
이미 계(界)라는 글자의 이중적 의미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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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다닐 수 없다. 불편하다. 대신 안정된다. 공간은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한다. 편리하지만, 대신 불안하다. 불안(不安)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이고, 안정(安定)이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 또는 안정을 의미하는 sécurité(또는 security)는 장소
에 친한 개념이며, 유동성 또는 유연성을 의미하는 fléxibilité(또는
flexibility)는 공간에 친한 개념이다. 노동은 장소를 선호하며, 자본은 공
간을 선호한다. 네트워크의 사회학자 마뉴엘 카스텔이 말한 것처럼, “대
체로 노동은 지방적이다.”41)
장소성을 상실한 노동, 공간화된 노동은 노동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까
지도 공간화한다. 장소를 잃은 우리는 실향증(아토피아, atopia)을 앓는다.
아토피아(atopia)는 그리스어로서 부정의 접두어 a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ia(topos의 변형)를 결합하여 장소성의 상실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
것은 곧 정상이 아닌 상태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할 때 그 아토피
와 같은 말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피부염이라는 뜻
으로서 현재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본
질적으로 또 말 그대로 장소성의 상실에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의 노동 문제가 생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
에 있다. 생태 문제는 단순히 자연 보호 같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 그 자체이다. 이는 특히 장소
를 상실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과 삶에 의미를, 즉 하나의 이야기, 서사
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이다. 노마드적인 근로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근로자, 임시직, 파견직인 까닭에
일하는 곳을 매번 바꾸어야 하는 근로자 들은 자신의 노동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가 없다. 이야기는 장소의 견고함과 시간의 지속성이 결
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42)
우리는 좀 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
에서는 공간 조건이 근로자의 개성과 경험 사이에 갈등을 조성한다. 장소
41) 마뉴엘 카스텔, 앞의 책, p.612.
42) 리처드 세넷의 장인(21세기북스, 2010)은 노동의 서사성에 관한 아름다운 음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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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괴와 공간적 포섭이 각자의 개성을 하나의 서사로 만드는 능력을 위
협한다. 서사 없는 노동은 노동하는 자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서
사란 근로자가(인간이)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와 실존적 장소
를 의미하는 ‘코라’를 결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하
다.43) 하청 근로자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외쿠메네’가 없다. 공장이라는
물질적 장소는 원청 소속인가, 하청 소속인가에 따라 다르게 실천되고 기
억된다. 상이하게 표상되는 장소인 것이다. 원청과 하청은 각자의 기억을
각자의 방식으로 공장 안에서 상호 표상한다. 공장은 그런 식으로 각자에
게 표상의 장소가 된다.44) 그에 따라 근로자의 존재가 달라진다. 이는 현
대 경영 기술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기술 문명에서 자연과 인간은 계산 가능한 힘의 연관으로 표상된
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기술의 본질은 탈은폐, 드러내기, 즉 ‘끄집어
내어놓기’이지만, 현대 기술의 특징은 단순히 끄집어내어놓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도록 닦아세우는 데 있다. 즉 탈은폐를 닦아세우기,
이것이 현대 기술의 본질이다.45)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며 흐르
는 물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 물레방아는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가두
고 저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4대강 댐’은 강을 수력의
저장고로만 취급한다. 강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탈은폐하도록 닦달한다.
댐이 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댐에 의하여 갇히고 저장되고 채

43) 토포스와 코라의 구별은 플라톤에 기원을 둔다. “있는 모든 것은 어딘가 반드시
어떤 장소(topos) 안에 있으며 어떤 공간(chora)을 점유하는 게 필연적이다.”(플
라톤(2000), 티마이오스, 서광사, p.146). 오귀스탱 베르크는 이를 변주하여 물
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와 실존적 장소를 의미하는 코라로 구분한다. “연필
의 존재는 그것의 물질적 장소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의 실존적 환경(장소)
안에 있다.”(앞의 책, p.154). 베르크의 논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시작하여
타자와의 공존으로 귀결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타자를 배제하는 동
일성의 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타자성의 윤리학을 제시하는 엠마누엘 레비나스
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듯하다. 이는 곧 노동법에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고
민하는 연장선 위에 있다. 노동은 타자와 관계맺기이기 때문이다.
44) 데이비드 하비(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참조.
45) 하이데거(1993), 기술과 전향, 서광사. 맹자의 ‘조장(助長)’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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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된다. 물레방아는 강을 강으로 대접하지만, 4대강 댐은 강을 수자원의
공급처로만 취급한다. 현대 기술 문명이 자연을 닦달하는 이유는 최소 비
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46)
마찬가지로 현대 경영 기술은 최소 비용으로 노동력의 최대 착취를 가
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닦달한다. 현대 기술 문명이 자연의 존재를
왜곡하듯이, 현대 경영 기술은 근로자의 존재를 왜곡한다. 하청 근로자는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은폐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는 생산의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한, 한낱 부
품으로 탈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기술 문명의 성격은 일차 대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일차 대
전은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세
계 대전은 국가를 거대한 공장으로 변모시켰으며, 국민은 국가라는 공장
이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원으로 전락했다. 국가의 기
계는 인간의 피로 돌아간다.47) 총력 체제,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는 일차
대전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치즘으로, 공산주의로, 그리고 오늘날
에는 신자유주의로 계속 부활하고 있다. 이 모든 전체주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술적인 생산성의 기준으로 보는 기술 문명의 논리를 온몸으
로 체험한다.”48)
노동장소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업무공간은 추상적이고 비가시적
이다. 하청노동에서 노동장소의 지시종속성은 업무공간의 지배종속성으
로 대체된다. 하청노동을 지배하는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다. 노동
장소의 구체성과 가시성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권을 정당화하는 한편,
사용자의 책임 또한 가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반면에, 업무공간의 추상성
은 장소의 원격성을 넘어 노동과정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공간의 비가시성은 사용자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49)
46) 위의 책, p.41 참조.
′
47) Ernst Jünger, Der Weltstaat/Die totale Mobilmachung, trad. fr. L’Etat
universel/La mobilisation totale, Gallimard, 1962, 1990; Der Arbeiter, trad. fr.
Le travailleur, Christian Bourgois Editeur, 1989.
48) 박찬국(2013),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p.179.
49) 장소의 추상화는 노동의 추상화를 위한 물질적 조건이기도 하다. 산업 문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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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소를 업무공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즉 비가시적 지배의 실
현을 위해서는 행위 양식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표준화는 평가에 대한 척도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서 사전적 행위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곧
규범화 또는 정상화의 기능이다. ‘normalisation(또는 normalization)’은 모
두 규범화 또는 표준화 또는 정상화로 번역될 수 있다. 규범이란 곧 하나
의 표준이며, 그 표준을 따르는 것이 곧 정상이란 뜻을 함축한다. 푸코는
‘규율적 정상화’와 ‘치안적 정상화’를 구분한다.50)
규율적 정상화에서 정상적인 것은 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
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터와 삶터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공동체는 그렇게
분열된다. 부부 중 한 명만 직장에 나가는 경우, 나가는 자의 공동체는 바깥에 있
고, 남은 자의 공동체는 동네에 있다. 그 둘은 거의 겹치는 일이 없다. 맞벌이인
경우, 공동체는 둘 다 바깥에 있다. 동네에는 아무런 공동체도 없다. 이럴 때 집이
란 생존을 위한 필요에 복무하는 공간일 뿐이다. 집이 일과 공적 행위의 장소가
되기를 그치고 단순히 노동의 재생산 공간으로 전락할 때, 집은 노동의 재생산에
가장 효율적인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마당을 손질하고, 지붕을 고치는 일
따위는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할 근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그렇게 탄생한다. 아파트는 또한 젠더 부재의 공간이다. 이반 일리치에 의
하면, 그림자 노동이 생겨나게 된 것은 집안일이 아파트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
며, 그림자 노동이 어김없이 여성의 일이 되어버린 것은 남성의 일이 가정에서
공장이나 사무실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아파트는 차고가 고안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공간양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즉 젠더 부재의 시공
(space-time), 요컨대 ‘스파임(spime)’이라는 측정단위(module)로 건축되어 거주
자들에게 이유 없이 부과된 필요를 충족시켜 주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대
개 운송 시스템에 부수된다. 차고와 아파트는 모두 생산적 자원을 밤새 보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설된 것이다. 또한 둘 다 방인(防人 man-proof :
사람의 개입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벽은 범퍼 또는 아이들에
의한 손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와 아이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파트는 나약하고 위험천만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을 가둬두기 위해 마련된 저장소이다. 거주자들로서는 ‘가정을 꾸미는’ 것이 불가
능하다. 그 장소는 새도우 워크만을 위해 조성되고 설비되었다. 전화선과 차선,
우체부와 경찰관, 또한 신경안정제, 텔레비전, 슈퍼마켓이라는 제도 바깥에서 생
존하고 있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민들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은 주소이다. 그것은 젠더 부재의 인간들 사이의 교제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이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이 동일한 용기에다 소변을 볼 수 있는 유일
한 장소이다.”(이반 일리치(1996), 젠더, 따님, p.150).
50) 미셸 푸코(2011),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p.8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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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것은 무능력이다. 여기에서 우선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이 아
니라 규범이다. 규범에는 원래부터 명령적 속성이 존재하며, 수립된 규범
과 관련해 정상과 비정상이 결정되고 포착될 수 있다. 정상보다 규범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 곧 규율적 정상화이며, 이것은 규범을 출발점 삼아
최종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분할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에 규율 기술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상화라기보다는 ‘규범화(normation)’51)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치안적 정상화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그 자체를 포착하는데, 이
것은 서로 다른 정상들의 곡선을 포착하여 상호 비교한 다음 가장 부적합
하다고 여겨지는 정상곡선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즉 하나의 모
델로 간주되는 정상곡선에 근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상에서 출발해, 뭐랄까
다른 것보다 더 정상이라거나, 좌우간 다른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
는 특정한 분포가 사용된다. 이런 분포가 규범으로 사용된다. 규범이란
서로 다른 정상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것으로부터 규범이 연역된다. 혹은 규범은 정상성에 관한 이런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야 비로소 정착되고 조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규범화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상화가 문제이다.
하지만 양자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을 걸러내고
정상적인 것만 순환되도록 한다는 동일한 목적에 복무하는 보완적 관계
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ECD의 고용보호지수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기획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다양한 법제들 중에서 특정한 법제를 정상적인 것
으로 자리매김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법제들은 모두 비정상
으로 간주하여 걸러내고, 모델 법제를 벤치마킹하여 정상화된 법제들만
세계 규범 시장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기획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1
절에서 언급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에서도 MOT는 하나의 규범/표준
으로 작용한다. 이 규범/표준에 부합하는 행위들만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51) 이 용어는 불어로 ‘normalisation’이 규범화와 정상화를 둘 다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푸코가 임의로 만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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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되고, 그에 반하는 행위들은 불순물로서 걸러진다. 저절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어도 나쁜 것은 걸러지고 좋은 것만 순환되는 정화된 사회의
이미지가 거기에 있다. 푸코는 이것이야말로 공리주의 철학의 모태라고
정의한다.
오늘날의 노동관계는 이 정화된 시장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광인의 지위가 변해 온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광인의 모습은 이성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았다. 17세기의 합리주
의는 광기를 비이성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기 시작한다. 합리주의의 영토
에서 쫓겨난 광기는 이때 비로소 따로 떨어진 부정적인 형상으로 태어난
다. 침묵을 강요받고 감옥에 갇힌 광기는 그러나 아직은 특별히 취급되지
는 않고 거지와 함께 감금된다. 18세기에 광인만을 위한 기관, 수용소가
탄생하면서 광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제 광인은 돌보아야 할 환
자라는 생각이 생겨난다. 모든 새로운 지식이 의학에 동원된다. 의사는
신격화된다. 광기의 미분화에서 광기의 분리로, 다시 광기를 병으로 생각
하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 권력이 법적 권력을 대체했다
는 점이다. 법적 권력에 기초를 둔 사회로부터 개인들의 분류 기준이 된
정상 상태에 의거하는, 전혀 다른 담론 구조를 포함하는 체제로 이동한
것이다. 사회적인 것을 의학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화 과정,
다시 말해서 정상 상태와 병리적 상태 사이의 분할에 부합한다. 이제 의
사는 새로운 왕이 된다. 의사는 이 분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정상과 비정
상의 경계를 결정한다.
일하지 않는 자를 취급하는 방식이 변해 온 과정도 이와 같다. 자본주
의 발달 과정의 어느 순간에 일하지 않는 자는 거지와 같이 수용소에 감
금된다. 형법의 관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사회적
질병에 걸린 자, 즉 실업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질병에 걸린 환자로 재분
류된다. 실업은 20세기 초반에 발명된 개념이다.52) 여기에서 정상/표준/
규범과 비정상/비표준/비규범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경
52) Gautié Jérôme(2002), “De l’invention du chômage à sa déconstruction”, Genèses
1/2002 (n° 46), pp.60～76.
URL : www.cairn.info/revue-geneses-2002-1-page-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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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자다. 일하지 않는 자는 이제 형법의 관할이 아니라 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의 대상이 되었다. 실업자는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인적 자본을 개발하여) 정상 상태로 만들어(고용가
능성을 제고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돌려보내야 하는 자로 간주된다. 광기
의 사례에서 의학적 권력이 법적 권력을 대체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듯
이, 실업자의 사례에서는 경제학적 권력이 법적 권력을 대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법률의 합치 여부(합법성) 대신에 규범/표준의 합치 여부
(규범성)가 준거로 작용하는 새로운 권력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표준화/규범화는 언제나 장소의 토속성을 제거한다.53) ‘이모집’이 있던
자리에 맥도날드가 들어서거나 버거킹이 들어서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
세븐일레븐이든 CU든 아무 상관이 없다. 파리바게뜨든 뚜레쥬르든 상관
이 없다. 이모집은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의미를 가지는 장소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교환 가능한 비장소들이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간화된 장소성, 혹은 비장소성이라고 할 때, 가맹관계의
비장소성은 상품의 가격과 품질, 상품의 진열, 영업 시간 그리고 무엇보
다 가맹점의 장소적 표상 따위를 동질화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
다. 일본의 평론가 마루타 하지메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까지 근린형 상점가에서 소비해 왔던 일용품도 현재는 가격, 품질, 상품
진열, 개업시간이라는 네 박자를 고루 갖춘 자스코나 세븐일레븐에서 구
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근린형 상점가로 흘러가던 돈은 몽땅 도쿄 근방
의 세븐일레븐이나 자스코 본사로 들어가 버려, 돈이 지역에 머물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전되는 일이 없어져 버렸다.”54)
비장소화, 즉 각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말살시키는 것은 네트워크 사
회에 특유한 지배 논리의 공간적 현시이다.55) 생산과 노동이 삶의 터전과
53) 정수복은 마르크 오제를 인용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비장소성의 전형적인 예라
고 생각한다(정수복(2010), 파리의 장소들, 문학과지성사). 반면에 전상인은
의견이 다르다. “편의점이라는 거대 외래종이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문화적 차
이를 소멸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화 경관 혹은 이른바 ‘무장소성(nonplaceness)’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낮다. (…) 우리
시대의 유연적 자본 축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장소정체성(place-identity)을 오히
려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전상인, 앞의 책, p.104). 두고 볼 일이다.
54) 마루타 하지메, 앞의 책,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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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될 때, 삶은 단순히 소비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더욱이 프랜차이
즈와 패스트푸드가 지배하는 오늘날 소비는 점점 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획일적인 것이 되어 간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소비를
표준화하는 방식은 좀 독특하다.
프랜차이즈는 고도의 합리화 과정이다.56)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
는 맥도날드 모델의 특성으로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57) 이 네 가지 특징은 근대적 합리성의 속성과 다르
지 않다. 이 속성들은 고스란히 프랜차이즈의 속성이 된다. 왜냐하면 프
랜차이즈화되지 않은 맥도날드는 더 이상 하나의 모델로서의 ‘맥도날드’
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를 의미한다. 표준화란 다른 말
로 정상화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표준화할 수 없는 것, 즉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예측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은 효율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표
준화. 프랜차이즈에서는 생산만 표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도 표준화
된다. 생산의 표준화는 가맹점들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그리고 가맹점주도 마찬
가지로) 언제나 영업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서 가
맹점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다.
프랜차이즈는 소비도 표준화하는데, 소비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일 시
키기를 통해서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프랜차이즈는 고객의 무급노동에
의지한다. 그것은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라 은폐된 착취에 불과하다. 프
랜차이즈의 이윤은 단순히 상품의 판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객
이 직접 접시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울 때 업소는 종업원을 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자주 가는 손바닥만한 황태국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55) 마뉴엘 카스텔, 앞의 책, p.542 참조.
56)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와 ‘살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
다. 살처분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혹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
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즉, 가장 ‘합리적’이기 때
문에 하는 것이다.
57) 조지 리처(2004),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시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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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인데, 그 옆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에는 탁자 수가 두 배 이상
으로 많지만 일하는 종업원의 수는 세 명밖에 안 된다. 고객의 무급노동
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무급
노동을 수행한다. 고도합리화 사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표준이고 정상이
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팽창 전략이 기존의 가맹점들을 위협하면서
갈등을 초래한다. 그런데 팽창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속성이다. 팽창은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공간의 축소는 시간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이윤의 증대로 이어진다. 데이비드 하비에 의하면, 이 ‘시공간 압축’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주요 원동력이다.58)
중세 상인들은 공간 탐색 과정에서 시간의 가격이라는 근본 개념을 발
견하였다. 무역과 교환은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인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노동 시간에 가격을 매겼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장소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 노동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공간의 축소, 즉 장소의 공간화는 바로 이 목적에 복무한다. 하청
노동에서, 특히 흔히 ‘특고’라고 부르는 개인하청노동에서 장소 이동 시간
이 노동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과 같다. 공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지배해야 한다. “마케팅 네트워크와 마케팅 공간의 지배는 여전히
기업의 본질적 목표이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냉혹한 투쟁들이 마
치 영토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수없이 많이 벌
어진다.”59) 가맹관계의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라는 장소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58) 데이비드 하비(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59) 위의 책,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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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프랜차이즈 실태연구 개관

1.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반해 형성된
사업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
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가맹사업)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
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
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지칭한다(제2조 제1호).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 성격에 따라 크게 제품유
통(product distribution) 유형과 사업양식(business format)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이성호, 2008). 제품유통 유형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조업
체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형이다. 여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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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딜러의 관계이다. 가맹본부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되며, 가
맹점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된다.
한편, 사업양식 유형은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양식이 된다.
가맹본부는 취급하는 제품이나 공정, 운영, 정보 등에서 표준화된 고유한
사업운영 양식을 가지며, 그것이 해당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경쟁력이 된
다. 그에 기초하여 가맹점에 교육훈련, 마케팅, 점포운영 매뉴얼 등에 대
해 자신만의 고유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들이 통일되고 표준화된
양식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프랜차이즈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와 같은 사업양식 유형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처음에는 제품유통 유형으로 등장했다.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것
이다. 그것의 최초 형태는 1850년대 미국의 Singer 재봉틀 회사로 알려져
있다. 제품유통 유형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20세기 들어 본격화된다. 20세
기 들어 수직적 통합을 통해 등장한 미국의 기업들은 노동과정 및 관리구
조의 혁신을 통해 노동과정을 세분화, 표준화하고 미숙련노동력을 대량
으로 투입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기업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
었다. 실제로 생산기업들은 전문유통기업에 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자신만
의 독자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독자적
대리점 시스템을 고집했는데, 여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형식이 활용되
었다. 즉 제조업 생산품을 유통하는, 생산자본의 대리점 유형으로 프랜차
이즈 사업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 제품의 판매대리점 시스템으로 주로 활용되던 프
랜차이즈는 1950년대 이후 각종 서비스업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
체 하나의 새로운 사업양식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1) 한국의 경
우 제조업 대리점이 아닌 주요 사업양식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1977
년 치킨 업체인 림스치킨이 가맹점 1호를 개점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1) 1950년 밀크세이크 판매원인 Ray Kroc이 맥도날드 형제에 의해 운영되던 캘리포
니아 세베르다니오의 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리를 받
아 영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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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79년 커피 전문점 난다랑, 롯데리아, 1986년 파리바게뜨, 1987년 투
다리, 1988년 맥도날드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이 확장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인 1989년에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1호점이
개설되는 등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2. 프랜차이즈 사업 동향
이렇게 시작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특히 2000년대 들어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프랜
차이즈 사업은 2013년 기준 매출액 약 150조 원, 약 3,800개의 가맹본부,
약 50만 개 가맹점에 상시 근로자 140만여 명이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 1).2)
업종별로 보면 자본 및 기술 진입장벽이 낮고 가맹점 모집이 용이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프랜차이즈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체 프랜차이즈 중에서 도소매업
과 음식숙박업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맹점 수 기준 84.8%, 종
<표 3-1>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동향
2002
매출액(조 원)
업체수
(개)

2005

2008

2010

2013(예측)

41.7

61.3

77.3

114.4

148.9

가맹본부

1,600

2,211

2,456

3,186

3,794

가맹점

120,000

284,000

257,000

410,000

488,000

566

832

1,001

1,199

1,428

종사자수(천 명)

주 : 2008년까지는 지식경제부 조사 자료. 2010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정치. 2013
년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예측치.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 1).

2) 2009년 이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공식 조사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만, 2009년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는 2009년 가맹본부 1,505개, 가맹점 수 13만 2
천여 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가맹본부 2,973개, 가맹
점 수 19만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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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수 기준 85.6%, 매출액 기준 9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랜차
이즈의 압도적 다수가 이 두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상위 10위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을 보
면,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편의점, 여러 외식업체들, 그리고 학원업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3-2 참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편의
점 업체의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소매업 편의
점의 경우 유통 대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이들 소매
업 소수 브랜드에 소속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
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편중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국내 자영업
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최근의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도
소매업(28.6%)과 숙박음식업(21.5%)으로서 전체 자영업자들의 절반가량
이 이상의 2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국내
[그림 3-1] 업종별 프랜차이즈 비중(2012년)

주 : 기타 서비스업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 68～69산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
스업(90～91산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산업) 등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2012), ｢서비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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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내 상위 10위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2013년 가맹점 수 기준)
영업표지

대표업종

가맹점수(개)

매출액(십억 원)

지에스25

편의점

7,681

4,706

씨유

편의점

7,602

3,076

세븐일레븐

편의점

6,147

2,134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3,220

1,651

해법공부방

교육서비스

3,015

31

세븐콜

기타서비스

2,775

2

해법영어교실

교육서비스

2,689

31

크린토피아

기타서비스

2,032

26

미니스톱

편의점

1,813

792

투다리

주류

1,709

5

주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업체 기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그림 3-2] 자영업자의 업종 분포 현황

주 :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의미함.
자료 : 박종서 외(2012 : 120).

자영업자들이 과밀되어 있는 업종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주요 업종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자영업자들이 독립성을 상실
하고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국내 프랜차
이즈 사업의 성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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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로 편입해 온 과정이었던 것이다.

3.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과 기업 간 관계 변화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은 제조업과 구분되는 유통서비스 산업의 속성
을 반영하고 있다. 유통서비스 산업의 경우 고객, 소비자와 대면하는 업
종의 성격상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고객에 근접한 입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으로 산재해 있는 시장으로 분산 입지
하면서도 전국적, 세계적 규모의 운영과 시장 독과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 유통서비스 산업 대기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장해 왔
다. 즉 ① 지역 거점별 대형 사업 설비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집결시키거
나, ② (사업양식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골목으로 진출하는 사업
전략을 전개해 온 것이다. 이는 유통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관계,
유통서비스업 내의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특히 자영업주) 간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지역 거점별 대형 사업 설비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집결시킴으로
써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는 대형 쇼핑몰이나 할인업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거대 사업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이 요구
된다. 거대 유통자본이 등장하여 시장을 장악해나감에 따라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본과의 관계에서 거대 유통자본이 점차적인 우위를 획득
하게 된다. 제조업체가 자신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기를 요구하는 유통
서비스업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
통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려는 생산자본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제조업체와 공급자-딜러 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들, 즉 제품
유통 유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존재조건을 위협한다. 그 과정에서 생
산자본이 안게 되는 위험부담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는 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3).
3) 2013년 발생한 남양유업 대리점의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생산
자본과 유통자본 간의 관계 변화와 그로 인해 제품유통 유형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봉착한 한계와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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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통서비스 대기업의 둘째 전략, 즉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골
목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사업양식’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확장되어 왔다.
이는 대기업과 자영업주 간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기업 프
랜차이즈 브랜드가 등장하여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독과점을 확립함에 따
라 독립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으로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학공
업 제조업 대기업들이 1980년대 들어 독립 중소기업들을 자신의 하위로
편입하여 하청계열화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홍장표, 1993). 제조업 중화
학공업 하청계열화에 비견되는 유통서비스업의 하청계열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 성격은 어떻게 규정
할 수 있을까? 조직 내,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기업
간 관계를 ‘시장(market)’과 ‘위계(hierarchy)’라는 고전적 대립관계 속에
서 설명해 왔다(Coase, 1937; Williamson, 1985). 여기에서 ‘시장’이란 독
립적인 기업들, 사업자들 간의 대등한 교환관계, 시장으로 들어오거나 시
장에서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개방적 거래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위계’는 수많은 기능과 단위들을 하나의 조직 위계 내로 통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다양한 지사들을 포괄하는 거대 조직을 예로 들면, 조직 내 강
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 본부가 지사들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는 사실 수직적으로
통합된 단일조직 내에서 본부가 지사를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위계’도 아
니고, 그렇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로서 개방적
이고 대등한 거래를 맺고 있는 ‘시장’ 관계도 아니다. 오히려 양자 간의
관계는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관계
에 가깝다(Antonelli, 1988; Granovetter, 1985).
흔히 네트워크 관계의 장점은 기업 간 상호 호혜관계에 있다고 본다
(Powell, 1990).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조직은 신뢰와 협력으로 연계되
어 있으며, 따라서 상호 간 암묵적인 권력균형이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계가 반드시 “네트워크 내에서의 권력 격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Dicken, 1998: 234). 자원의존이라는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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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네트워크 관계에서 각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과 상호의존관계에 놓이
게 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그런데 상호의존관계에서 의존은 비
대칭적이다. 이 차이가 기업 간 불균등한 권력관계의 원천이 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관계이지
만, 그 의존의 정도는 비대칭적이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제품과 서비스
의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비대칭적 의존관계
의 특성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는 대등한 사업자
들 간의 협력적 관계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
계가 된다. 오늘날 사회적 관심이 되는 소위 ‘불공정거래’는 바로 이와 같
은 관계구조의 비대칭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품공급, 노동과정, 품질관리,
재고 및 유통 등등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와 매뉴얼화라는 기술적
요건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새
로운 사업 모델, 즉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모델’의 등장을 의미한다.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모델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표준화를 통한 통제’
라는 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식을 낳았다. 표준화된 사업 모델에서
는 시스템적 관리를 통한 사업 운영의 동질성이 요구된다. 가맹본부에게
는 가맹점의 활동을 관리하여 품질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특
히 이를 위하여 가맹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요구하는 표준화와 통일성은 역으로 가맹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표준화를 경쟁력으로 하는 프랜차
이즈 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들은 제품조달, 영업활동, 재고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서 가맹본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프랜
차이즈 가맹점주의 존재조건은 자율적인 독립 자영업자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 된다.
기본적으로 표준화와 통일성이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철될수록 가
맹본부의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맹점의 자유재량권은 축
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준화와 통일성이 요구되는 정도와 방식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이는 프랜차이즈 사업 내에서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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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표준화의 관철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통제 방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4. 연구대상 및 방법
본장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관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제 운영 및 노동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을 사례로
해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직원(주로 아르바이트)들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편의점은 소매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사례로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또한 편의점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
는 업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편의점은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종속된 자
영업자의 조건과 특성,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실태를 드러내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편의점은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표준화가 많이
진전된 사업이다. 전술했듯이 프랜차이즈는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운영
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져왔다. 표준화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경쟁력 자산일 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통한 통제라는 가맹점
에 대한 새로운 통제 양식을 등장시켰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양식인 표준화된 사업양식, 표준화된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관철되는지
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편의점의 운영 및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심층면접이라는 질
적 조사 방법을 활용했다. 2014년 6월～9월 약 4개월간 편의점주와 편의
점 본부 직원, 편의점주 협의회 관계자, 온라인 편의점주 카페 운영자, 편
의점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이력과 편의점 운영 동기, 편의점 운영의 구체적 실태와 본부와의 관계,
이들의 노동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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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특이사항

A 편의점 가맹점주

남

위탁가맹점 운영
40대 편의점 가맹본부 직원으로 장기간 근
무함

B 편의점 가맹점주

남

30대

C 편의점 가맹점주

남

50대

D 편의점 가맹점주

남

50대 가맹점주 협의회 임원

E 편의점주 카페 운영자

여

60대 전직 편의점 가맹점주

F 편의점 가맹본부 직원

남

40대 가맹점 슈퍼바이저 부서 지역책임자

G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사업자

남

40대 현재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점 운영

H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남

20대

I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남

20대

J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남

20대

여

오랜 기간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르바이트 경험(편의점 가맹점, 외식
20대
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 독립자
영점 등)

K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업가, 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타 프랜차이즈 및 독립 자영사업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 및 독립 자영업과의 비교를 통해 편의점의 사례를 보다 객관화하고
자 했다.

제2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편의점을 중심으로

편의점(ConVenience Store : CVS)이란 말 그대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소매점을 의미한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
면, 편의점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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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가맹형태별 편의점 구성비(2012년 12월 말 현재)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3 : 47).

등의 각종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4). 여기에서 편의란 기존의 소매업체에서는 제공할 수 없
는 편리함, 즉 영업시간 및 거리상의 편의성, 원스톱 편의성, 퀵 쇼핑, 상
품 구색의 편의성을 의미한다(한국편의점협회 홈페이지).
편의점은 가맹 형태에 따라 가맹본부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점, 가맹본
부가 점포에 투자(임대료와 권리금 지불)한 후 가맹점주에게 경영을 위탁
하는 운영 형태인 위탁가맹점, 그리고 가맹점주가 점포에 대한 투자와 경
영을 모두 책임지는 순수가맹점(완전가맹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편의점 산업의 초고속 성장
1989년 5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1호점이 개점한 이후 한국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초고속으로 성장해 왔다. 편의점 등장 4년이 지난 1993년
4) 편의점은 20세기 미국에서 태동했다. 미국편의점협회에서는 편의점을 “편리한 장
소에 위치함으로써 공중이 음식과 유류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와 서비스를 신속
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 전상인(2014 : 2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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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도별 편의점 점포 수 추이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3 : 3).

[그림 3-5] 연도별 편의점 매출액 추이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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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호점, 8년 만에 2,000호점, 12년 만인 2001년에 3,000호점을 돌파하게
된다.5) 2000년대 들어서는 양적 팽창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1호점 개점
17년 후인 2007년에 10,000호점을 돌파하고 다시 4년 후인 2011년에는
20,000호점을 돌파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 전
국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4,559개에 이르며, 편의점 1점포당 인구수는
2,075명이다(한국편의점협회, 2013).

2. 독과점의 형성과 독립 자영업자들의 하청계열화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성장 과정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통한
독과점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편의점협회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국내 편의점 최대 브랜드인 CU가 국내 전체 편의점 수의 32.3%
(7,94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GS25가 29.1%(7,138개), 세븐일레븐이 24.3%
(5,978개)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편의점협회, 2013 : 47). 3개 메이저 브랜
드가 국내 편의점 판매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가 형
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수 대기업이 소매업 시장을 장악하고 골목상권을 파고들어
자신의 규모를 확대해나감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소
위 ‘구멍가게’, ‘동네슈퍼’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자영업
자들이 독자적 사업을 포기하고,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형식으로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이후 4년 동안 전국의 구멍가게 1만 1,000곳이 문을 닫았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구멍가게 수가 5,500곳이나 줄었다고 한다. 나
아가 구멍가게의 편의점 가맹점으로의 전환 비율도 크게 늘어나 2010년
에는 8.1%, 2011년에는 9.8%에 이르렀다고 한다(NEWSis, 2012. 10. 22).
소매업에서 대기업 브랜드에 의한 독립 자영업자들의 하청계열화가 진행

5) 이와 같은 양적 팽창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각각 20년과 10년 먼저 프랜차이즈 편
의점이 생긴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도 매우 급속한 것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프
랜차이즈 편의점 사업이 시작된 후 1,000호점이 생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6년
과 10년이었다(전상인, 201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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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3.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전략
편의점의 급속한 성장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현상이긴 하지만, 한편
으로는 편의점 업체들의 양적 성장 위주 경쟁 전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보다 점포 수 확
대라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쟁 전략’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활용해 왔
다(신용보증기금 조사연구부, 2012).
편의점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한 브랜드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
황에서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수익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실제로 개별 편의점의 매출이나 수익은 점포가 입지한 권역의 상권
구조 특성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그런데 상권 구조의 변동은 가맹본부
나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나 가맹점
주가 개별 편의점의 매출이나 수익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시
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적 확대, 즉 개별 가맹점 점포 수의 확대는 가맹
본부의 매출액 및 영업 이익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의 확대는 가맹
본부의 주요 수입원인 로열티 수입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맹본부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하더라도 점포
수 확대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점포 수 확대는 메이저 브랜드
들 간의 시장 장악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6).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 가맹본부가 점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직영점보다는 가맹점, 특히 완전가맹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완전가맹점의 확대는 본부의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
서도 고정 로열티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6) 편의점 업계에서는 ‘방어 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쟁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서기 이전에 미리 자기 브랜드의 점포를 개설함으로써 경쟁 브랜드의 출점을
막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편의점 브랜드들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전략, 무
분별한 혹은 출혈적 출점경쟁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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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가맹유형별 신규 출점 구성비 추이
직영점

완전가맹점

위탁가맹점

전체

2008

3.9

74.6

21.5

100.0

2009

2.5

85.2

12.3

100.0

2010

0.7

81.8

17.5

100.0

2011

0.9

74.3

24.8

100.0

2012

0.7

81.6

17.7

100.0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3 : 45).

“프랜차이즈, 우리도, 편의점도 그렇지만 베이커리나 커피숍 다 이 프랜차이
즈 자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떨어져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대체로 완전가맹이 좀 낫죠. 완전가맹이 나으니까 모든 프랜
차이즈 회사들이 완전가맹을 늘릴려고 하는 거죠.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완전가맹은 회사가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완전가맹으로 유지하
는 게 훨씬 회사에서 유리한데….” (이상 F 편의점 가맹본부 직원 면담 정리)

4. 개별 가맹점의 영세화, 부실화
편의점 사업의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가맹점들은 영세화,
부실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별 점포의 수익보다는 점포 수 확대에 초점
을 둔 양적 성장 전략, ‘방어 출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무리한
출점 경쟁이 낳는 모순이 가맹점주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다수에 걸쳐 위험산업 리포트를 발간해 온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12년
리포트를 통해 편의점 업종의 부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신용보증기금 조사연구부, 2012).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종의 금액 및 업체 수 부실률이 상승하여 전체 부실률을 상회하
기 시작했으며, 부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보고서는 편의점 수 급증에 따른 과당경쟁, 박리다매형 영
업구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낮은 교섭력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사업의 전체 매출은 최근에도 여전히 급증하고 있지만,
가맹점 수가 확대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개별 가맹점의 매출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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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편의점 수, 전체매출액, 점포당평균매출액 추이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3).

<표 3-5> 일일 매출규모별 편의점 구성비 추이
(단위 : %)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전체

2009

18.7

14.7

16.0

13.9

11.0

9.2

16.5

100.0

2010

20.8

14.0

15.2

13.3

10.2

7.9

18.6

100.0

2011

25.8

14.1

13.2

12.2

8.7

6.4

19.6

100.0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2), ｢2012 편의점운영동향｣/신용보증기금 조사연구부(2012:
6)에서 재인용.

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실제 일 매출 120만 원 이
하인 가맹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가맹점의 지속적인 영세화가 진
행되고 있다. 오늘날 독립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흡수됨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조건은 오히려 주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가맹본부-가맹점주 관계 특성

급속한 편의점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맹점의 영세화가 진
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맹점의 부실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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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모델의 고유한 성격, 그
로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역할 분업 및 양자 간 관계 특성
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1.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모델：구상과 실행의 분리와 통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철저한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이다. [그림 3-7]은 한국편의점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
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업과 협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
부는 고유한 브랜드를 지니고 있으며, 독자적인 노하우와 경영 기술, 독
점적 상품 개발 및 공급, 품질 관리, 판촉 및 광고 등에 대해 자신만의 역
량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쟁 자산을 가지고 가맹
[그림 3-7]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업과 협력 구조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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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
주를 지원․지도하며, 나아가 가맹점주가 그것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한편, 가맹점주의 경우 본부로부터 브랜드, 제품공급 및 품질관
리, 판촉광고 및 경영지원 등 이른바 구상(concept) 기능을 제공받아 실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상품 판매 활동을 실행(execution)한다. 개별 가맹점
의 운영은 독자성이 최대한 배제된 채, 가맹본부의 구상에 따라 철저히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사업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철저한 구상과 실행
의 분리 원칙 속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가운데, 가맹점주의 구상 기능과
자유재량은 최소화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은 해당 브랜드 고유의 경쟁력 자산을 지닌 가
맹본부가 가맹점에 그것의 실행을 지원, 감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통제구조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고유
의 사업전략에 이미 통제와 종속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에게로 위험과 모순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구조가 형성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평등이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닌 고유한 사업
전략과 방식 그 자체에 프랜차이즈 고유의 가맹점 통제구조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7)

7)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통제, 그로 인한 가맹점주의 자율성
상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실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어떤 계
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영업이 가맹
본부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통제를 받거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정
도의 통제와 지원은 구속력 없이 제시되는 단순한 영업 방법의 제안(suggestion)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성이나
고유성이 저해되거나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수반될 정도로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를 미국에서는 통상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조치 또는 처방(prescrip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학회, 2010). 한국의 경우 가맹사업법 6조에서 가맹
점주가 지켜야 할 12가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맹점주가 가맹사
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는 한편 상품을 진열해야 하며, 가맹점주 사업
장의 설비와 외관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
는 등 전반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인적, 물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를
따를 것을 가맹점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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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화에 근거한 자원과 정보의 일방적 집중
가맹점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독점적인 상표와 브랜드를 사용하며, 본
부로부터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과 지도를 받고, 판매를 위한 물품
을 본부로부터만 제공받으며, 또한 각종 인테리어와 설비 등도 본부에게
서만 제공받는다. 본부 이외의 다른 독자적인 공급처를 마련하거나, 인테
리어나 장비 등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렇게 독자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형성된다.
“제일 큰 거는 그런 건데. 반품의 문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급업
체가 반품을 잘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꾸준히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
까. 안 그러면 ‘나 공급업체 바꿀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공급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사. 물론 업체는 많지만 그거는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업체고. 물류센터가 갖다 놓은 것을 나한테 갖다주는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사밖에 없어요.”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 구술자: 그럼 법으로 하게 되면 하루하루 물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
겠습니까? 그게 굉장한 요점이잖아요. 공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면담자: 예예. 자기 것이 없으니까.
- 구술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의.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을 대주는
프랜차이즈는 갑이 하늘이고 을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담에 물
건값도 쉽게 말해서 지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그러니까 쳇바퀴죠.
(G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사업자 면담 정리)

정보 또한 가맹본부로 일방적으로 집중된다. 편의점의 경우 본부로부
터 제공받아 판매하는 상품들은 모두 완제품 포장이 되어 있고 바코드가
찍혀 있는 완제품들이다. 이는 가령, 외식업 프랜차이즈와 같이 본부로부
터 제공받는 원재료들이 가맹점에서 재가공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대조된
다. 다시 말해 편의점의 경우 규격화와 수량화가 더욱 많이 진전되어 있
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편의점에서 포스기로 바코드를 찍는 순간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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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투명하게 본부로 집중된다.
그 결과 본부에서는 가맹점에서 언제 어떤 상품을 얼마나 판매했는지, 현
금 판매인지 카드 판매인지,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얼마인지, 가맹점
의 해당 제품의 재고 상황은 어떠한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본부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하
에서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거의 없다.
“고용노동부 쪽이 편의점 쪽하고 간담회 할 때 가장 문제제기 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편의점 업계는 굉장히 투명해요. 매출이 백 프로 노출입니다.
찍으면 바로 본부 전산망에서 국세청 전산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공정위 간담회 때 요
구하던 내용이 가맹본부 전산망하고의 전산망을 끊어 달라. 우리 데이터를
왜 걔들이 관리하느냐. 발주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전산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편의점은 백 프로거든요, 이게 안 연결되면 시스템이 안 돌
아가는데 걔들은 이것이 연결되어서 불이익이라고 끊어 달라는 거예요.”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나. 관료적 통제의 확장 : 표준화된 규칙의 정교한 적용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이 보다 용이하게 가맹점에 관철되고 운영되
기 위해 가맹본부는 더욱 정교한 규칙과 기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게 된
다. 조직 내 위계구조와 규칙에 근거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관료적 통
제(bureaucratical control)’가 세심하게 확장되는 것이다(Edwards, 1979).
이는 다소 정교한 룰과 기준,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규칙통제
(premise control)’로 지칭될 수도 있는데(Prechel, 2002), 그 속에서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이 설정되고 그것이 가맹점에 강제로 적용된다. 편
의점의 경우 365일 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영업시간 규칙의 강제적 적
용뿐만 아니라 재고관리와 청결유지 등의 운영에서의 세세한 규칙, 계약
해지와 폐점에 대한 규정까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영역들에서 세밀한 규
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까지 사전 결정함
과 동시에 변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당 책임자에게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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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데 활용된다.
그 결과 규칙통제는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의사결
정의 중앙집중을 강화한다. 나아가 그것은 가맹점주를 길들이거나 교묘
한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 구술자: 계약 기간 동안은 패널티를 못 줘요. 근데 만약 패널티를 주고
싶으면 계약서를 뒤지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계약 위반 사항이 뭐가 있
는가. 그랬을 때 계약 위반 사항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약서를 보면 계
약서가 책자거든요.
- 면담자: 주로 계약 위반 사항으로 많이 거는 게 어떤 건가요?
- 구술자: 주로 많이 거는 게 고객 클레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매장 관리
안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내용증명 보낼 수도 있고. 만약 이 사람이 본사
하고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생겨도 구두로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하
고 넘어가는데 만약 이게 누적이 되고 관계가 안 좋다 하면 와서 말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내용증명 서류로 보내는 거죠. 똑같은 사항을 3회 이상
보내면 해지 사유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 구술자: 근데 발주하는 거는 상품으로라도 남죠. 근데 위약금 장사하는
거는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요즘 자꾸 떠들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어
떤 식이냐면, “점주님 힘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본사로 보내세요, 힘들
다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죠. 점주가 못 하겠다고 보낸 거다. 내용증명
보냈지 않냐.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 면담자: 내용증명 보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구술자: 중도해지를 원했을 때, 점주가 점포에서 수익을 얻었는데 점주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해지를 원하면 당연히 뭔가 본사에 손실이 있
다면 물어줘야겠죠. 근데 이 점주는 본사에게 속고, 계약서에 속고, 본사
강제행위에 휘둘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주님들은 “이제 우
리 놔 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 보내라.
- 면담자: 그러면 점주의 책임으로, 점주의 의사로….
- 구술자: 점주가 먼저 못 하겠다고 했다….
- 면담자: 내용증명 보내는 게 오히려 족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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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자: 네. 내가 중도해지를 원하게 만든 거죠.
(E 편의점주 카페 운영자 면담 정리)

다. 표준화, 통일성 유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감시
프랜차이즈에서 표준화는 사업 영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맹점들 간의 변이
를 최소화하고 프랜차이즈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표준화된 사업양식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도와 감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맹점주
의 입장에서도 본부의 영업지도는 자영업자로 출발한 가맹점주들이 사업
의 노하우를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맹본부의 영업지도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점포 운영을 위한 자원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것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비용 및 모순전가 구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밀어내기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맹사업자는 본부의 영업지
도가 필수로 뒤따라줘야 하거든요. 그게 강점이고요. 제가 개인사업을 하
면 영업지도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업 노하우도 전수받고 활용해야
하는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매장을 활성화시
켜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업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점주들
이 밀어내기나 강압적인 판매로 보면 밀어내기가 되는 거고, 그걸 영업지
도로 판단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감시하는 것은 일단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슈퍼바이저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점포를 체크하는 역할이죠. 원래 역할은 점포를 도와주는 역
할인데 현장에서 보면 점포를 체크하고 관리한다는 느낌이 크게 가죠. 이
런 게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런 식이 아니라. 뭐가 안 됐네요? 매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런 식
으로 나오면 순간순간 반감이 들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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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맹점들에
대한 다양한 감시기제를 가동한다. 본부 슈퍼바이저들의 일상적인 영업
지도와 감시가 진행되며, 또 다른 형식의 현장감사, 소위 ‘미스테리 쇼핑’
이라고 불리는 외부평가제도, 그리고 고객불만 평가 등 다양한 평가시스
템이 운영되고 있다. 가맹점의 판매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전자감
시시스템과 더불어 이와 같은 다양한 평가제도로 인해 가맹점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가맹점이 자
율적으로 자신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 구술자: 점포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본사 직원이 아
니고 아르바이트 아줌마들이에요. 아르바이트 아줌마래서 모르죠. 고객
처럼 와서 3개월에 한 번씩 매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점포 평가를 해요. 매장 들어와서 하진 않고 매장 한 번 보고 나가서 평
가를 하죠. 점수를 매겨요…. 그 결과는 재계약할 때 영향이 있어요. 그래
서 재계약할 때 재계약 기안서에 평가점수가 몇 점인가 넣는 항목이 있
어요.
- 면담자: 고객 불만도 점수를 주나요?
- 구술자: 고객 불만도 평가항목에 있죠.
- 면담자: 다 들어가고? 그럼 직접 와서 복장을 지적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는 않나요?
- 구술자: 그렇게 하기는 하죠. 슈퍼바이저가 와서 “점주님, 자꾸 이러시면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 면담자: 알바생들한테도?
- 구술자: 아르바이트한텐 와라 그러고, 점주한텐 와서 말하죠. “저 아르바
이트 안 입고 있는데 문제가 됩니다. 교육 좀 시키셔야겠는데요.” 그렇게
하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라. 표준화 정도에 따른 통제의 차이
표준화의 정도와 방식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통제방식, 가맹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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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표준화
에 근거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보면 표준화 정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통제방식에서
업종별 차이를 만들어 낸다.
표준화가 극대화되어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제품과 절차가 사전결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주가 구상기능에 참여하여 자유재량을 발휘
할 여지가 최소화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현장 역량의 중요성이 낮을 수밖
에 없고, 따라서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주가 가질 수 있는 교섭력
의 토대가 심각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편의점의 사례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편의점의 경우 포장된 완제품이
그대로 규정된 정가로 바코드에 스캔되어 판매된다. 가격도 정가로 사전
결정되어 있어 변동이 불가능하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은 각각의 수
량과 종류, 유통기한, 가격 등이 세세하게 지정된 채 제공되며, 매출의 발
생과 재고상황에 대한 정보가 코드화되어 실시간으로 본부에 전달된다.
종업원의 복장과 서비스 태도가 규정되고 감시되며, 가맹점의 운영시간
과 운영규정도 이미 본부에 의해 세세하게 사전결정되어 있다.
구상과 실행의 극단적 분리 속에서 가맹점주가 구상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나아가 점포매출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맹점주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 또
한 거의 없다.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직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표준화된
규칙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뿐이다. 가맹점의 현장 역량이 별로 중
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코드화되어 본부에 집중되고,
가맹점의 현장 역량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며, 현장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되는 조건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가 어느 업종에서보다 강하게 관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하에
서는 비용과 모순의 일방적 전가와 소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베이커리 같은 경우 빵 원재료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매장 재량이 많더라
고요. 원재료 받아서 천 원씩에 일반적으로 팔다가 저녁 때 되면 떨이식으
로 한다든지 그래서 원가 이하로 처리하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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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을 자유롭게 해서 매장 수익구조를 자기가 맞춰 가는데, 이게 판매
데이터로는 정상가로 등록해서 전산망에 입력은 되더라도 이분들은 손실
되거나 플러스 되는 부분 같은 것을 숫자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은 매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편의점은 전문성이라는 게 없죠. 기술이라는 것도 없고요. 딱 하나죠, 이
사람이 점포관리 잘하는 사람이냐는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본사에서는.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 관리도 잘하고, 매장관리도 잘하고 고객한테도 잘하
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아쉽죠. 아쉬운 게 다인
거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본부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은 없는 것일까? 재미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가맹점주의 재량권이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한, 비표준화 영역이라는 점이다. 표준화와 통제의 긍정적 상
관관계를 역으로 입증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재계약을 들 수 있다. 가맹점주가 처음 편의점을 개
설할 때, 완전가맹점의 경우 5년의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
출이익을 본부와 65 대 35의 비율로 배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분의 가맹본부들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다. 그런데 5년 후
재계약 시점이 되면 매출이익의 분배율이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
는 재계약의 분배율, 그리고 본부의 여러 지원금 규모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
점에서 분배율 및 다양한 지원금을 획득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상에 나
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업체로 가맹
본부를 바꾸기도 한다.
- 구술자: 근데 5년이 지나면 마진 배분이 달라져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8 대 2거든요. 그리고 요즘 편의점 본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어떤 점
포가 매출이 좀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
리트를 줘요. 별도의 지원금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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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 8 대 2로 바뀌는 근거가….
- 구술자: 그건 나름인 거죠. 조정을 하는 거죠.
- 면담자: 8 대 2의 비율이 전체 매장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 구술자: 다 다르죠. 그때부턴 매장별로.
- 면담자: 5년 이후로는 다 다른 거네요. 표준화된 게 없고.
- 구술자: 그런 거 없어요.
- 면담자: 사장님 정도의 매출이면 보통 8 대 2 정도에서 다 가는 거예요?
- 구술자: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계약들이니까 제가 다 모르죠.
(C 편의점주 면담 정리)

마. 자영계급의 해체? : 자영업자의 자본 - 노동관계로의 포섭
모든 것이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전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자유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별로 없다. 특히 어느 프랜차이즈
보다 표준화 정도가 높은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의 자율성 여지는 매우
낮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독자적 사업체를 운영하기보
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가맹본부와 계약하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독립사업자들 간의 교환관
계에 기초한 대등한 사업계약을 맺는다. 동등한 당사자들 간 관계에서 핵
심은 각 당사자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을 자영업자라고 지칭하는 것의 핵심은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를 근거로 하는 프랜차
이즈 사업모델에서 가맹점주들이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극
도로 제한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핵심 특징인 자율성과 독자성이 심각하
게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독립 자영업자가 되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 사
회에서 자영계급이 해체되고 있다는 다소 과장된 선언도 어느 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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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인다. 좀 더 확실한 것은,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독립적 사업자로서
자본주의적 노자관계의 외곽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프랜차이
즈 가맹점주라는 형태로 자본-노동관계로 자영업자들이 포섭되고 있는
것이다.

2. 예산 통제
프랜차이즈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는 다시 가맹점의 재정운용 측면과
결합된다. 그 결과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소위 ‘예산통제(budgetary
control)’가 작동하게 된다(Prechel, 2002).
가. 투자 비용 통제
예산 통제의 한 가지 측면은 투자 요구와 관련된다. 표준화에 대한 요
구가 가맹점의 투자 요구와 결합되는 것이다. 그 투자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통제방식이 달라진다. 실제로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등의 타 프랜차이즈를 비교해 보면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중 누가 부담하는가에 차이
가 존재한다. 그에 따른 통제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이는 가맹점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가
맹점주가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요인이 된다. 반대
로 그것은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왜냐하
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위약금과 더불어 가맹본부가 투자
한 설비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점 프랜
차이즈의 경우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가맹본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더욱 깊이 예속된다.
반면,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음식점 등의 외식업 프랜차이즈들의 경
우 가맹점의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을 주로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이 경우
편의점과 비교해 볼 때, 중도해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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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재계약이 다가오면서 계약해지의 부담이 가중된다. 재계약
의 부담이 본부에 대한 종속을 가져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주로 재계약 시점에서 발생하는 본부의 인테리어 변경 요구가 가맹
점주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편의점에서와 같이 인테리어와 설비를 본부가 부담하는 경우 계약기간
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 중도계약해지의
어려움을 크게 호소한다. 반대로 인테리어와 설비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체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따라서 가맹점주
가 재계약 불발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커피나 이런 데와 제일 다른 게 초기에 오픈 할 때 본사에서 인테리
어하고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대신 내 마음대로 문을 닫을 권리
가 없어요. 완전가맹은 임차권이 나한테 있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문 닫으려면 회사에서 이미 투자한 인테리어 장비의 잔존가를 위약
금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잔존가로 위약금을 물거고. 플러스
영업 손실에 대한 위약금을. 해줬기 때문에 위약금만 몇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시다시피 간판 2년 지나면 또 바꿔, 인테
리어 바꿔, 2년 동안 죽어라고 벌었던 돈, 그거 본사에서 지원 안 해줘요.
안 하겠다 싶으면 주인 바뀌는 거죠. 점주가 바뀌어요…. 계약이 있잖아요.
연장계약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300, 400 버는 사람이 그 간판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모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간판이 바뀌면 간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표현할 때, 파사드라고 해서 전면 뷰가 있어요. 간판하고 몇 개 뷰
를 바꾸는 건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G 프랜차이즈 인테리
어 사업자 면담 정리)

나. 표준화에 근거한 일일송금제도
편의점의 경우 ‘일일송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즉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
출액 전액을 매일 가맹본부로 송금한 다음, 1개월 후 정산해서 본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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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맹점주의 수익분배몫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익분배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8)
이와 같은 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제품의 표준화가 극단적으로
진전되어 있어서 변이의 여지가 없으며 그로 인해 매출과 수익을 쉽게 수
량화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조건에 정보기술을 적용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순간 실제 발생 소득과 비용을 투명하게 비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모든 매출을 가맹본부로 집중한 다음 본부가 수익을 사후
제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익제공을 근거로 한 가맹점주에 대한 통제
가 가능해진다.
“아 (미)송금이요. 저야 아직 그런 적 없는데 본사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제일 큰 것은 매출이 너무 낮아서예요. 처음 오픈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은
미송금할 마음을 안 먹죠. 장사 잘해서 돈 벌 생각 하는데 장사를 하다 보
니까 아까 말한 완전가맹 같은 경우는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매달 꼬박꼬
박 월세는 내야 하고. 당장 현금이 없는데 월세 내는 날이 오늘이야. 근데
현금이 눈앞에 보여. 그러면 일단 집어서 건물주한테 먼저 주고서 건물주
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러다가 다음날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그거까지
보내야 하는데 돈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또 빼서 쓰고. 악순환이
되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사실 일일송금제도는 가맹점주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
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독립사업자로서 거래를 한다면, 가맹점주가
물품을 공급받아 스스로 판매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정산하는 방식이어
야 한다. 그와는 달리 실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발생
하는 매출을 무조건 다 입금하고 사후에 수익금을 정산받는 방식이 관철
되고 있다. 이는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라기보다는 단일조직 내 조직중앙
8) 매일 정해진 시간 내에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미송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는데
이는 편의점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이
에 대해서는 시사ON(2013. 4.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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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위 구성원 간의 수직적 위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건 점주 돈이거든요. 점주 상품을 팔아서 점주가 그 돈을 보관하든 이
용하든 어쨌든 본사하고의 월말 계산에서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송금을 하게 해놓고 하루 송금 안 하면 이자가 xxx입니다." (E
편의점주 카페 운영자 면담 정리)

3. 프랜차이즈 사업에 내재한 비용의 비대칭적 분담 구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제품과 서비스, 영업방
식 등을 지원, 지도, 감시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획득한다. 따라서 가맹
점이 개설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지속적으
로 로열티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맹본
부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독자적 사업을 가맹점주가 전개할 수 없기 때문
에, 가맹본부는 로열티 이외에도 가맹점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9) 또한 가맹점주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활용하
여 소소하지만 다양한 수익 획득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일단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면 가맹
본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가맹점의
영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된다.
<표 3-6>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일단 가맹점의 영업을 통
해 획득하는 수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일정한 비율로 공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완전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 35%, 가맹점주 65% 비율
로 매출이익이 분배된다). 한편 비용부담을 보면,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맹점 개설 시 투자되는 초기 판매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이 대부
분이며, 가맹점 운영이 시작된 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맹점주
9) 가령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독점하면서 공급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가맹
점주로부터 초과 이익을 획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가맹점 개설 시 가맹본부가 부
담하는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을 부풀린 후, 중도폐점 시 가맹점주에게 그 비용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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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형태 및 조건 예시(CU의 사례)
순수가맹(A타입)

위탁점(B타입)

점포임대보증금

가맹자부담

본부부담

판매설비․집기

본부 무상대여

본부 무상대여

점포 내․외장공사

본부부담

본부부담

전기․동력공사

본부부담

본부부담

700

700

-

-

-

-

-

-

상품보증금

1,400

1,400

예치보증금

-

1,500

비품보증금

-

-

100

100

2,200

3,700

개점교육

2명, 10일

2명, 10일

계약기간

5, 7, 10년

2년

본부 35%, 가맹점 65%

본부 60%, 가맹점 40%

광열비

월 50%

월 50%

점포보증금, 월세
본부 지원
장려금
(만 원)
총수입보장금

가맹자부담

본부부담

-

-

가맹비
개점준비수수료
점포개설
투자비 교육훈련비
(만 원)
광고․판촉비

소모품잔돈준비금
계

매출이익배분(매월)

연간 6,000(영업비제외전) 연간 4,200(영업비제외전)

폐기로스

간편식품 폐기로스 지원 20～50%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2013 : 139).

에 대한 지원 형식으로 부담하는 비용 일부(광열비 50%, 폐기로스 일부
지원, 저매출점포의 최저수입보장)에 그친다. 반면, 가맹점주의 경우 가맹
비, 상품보증금 등의 형태로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됨과 동시에 개점 이후
의 제반 비용, 즉 점포 임대료(완전가맹점), 직원 인건비, 점포운영비용,
재고 및 폐기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된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비용의 비대칭적 분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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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된다. 수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공유함에도 불
구하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초래되는 비용은 대부분 가맹점주에게 집중되
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본사와 저의 관계에서요? 어…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불만사항보다는,
딱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점주가
지는 거죠. 매출이 더 나오면 너는 더 가져갈 수 있어, 그렇다고 본사가 안
가져가진 않잖아요. 본사는 우리랑 계약을 할 때 몇 퍼센트를 무조건 가져
가는 거였어요. 내가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 가게가 폐점하기 전
까지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35프로를. 내가 매출 대비 순이익을 700만 원
을 남겼어요, 근데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800이에요, 월
세 400에 전기세, 집기대여료 100에 인건비가 300에서 330. 8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내가 수익을 700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700이 본사 거 다 빼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럼 저는 적자를 130 본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도
본사는 적자를 안 봐요. 고정 수익이 발생해요. 대신 네가 매출을 더 올리
면 네가 더 가져가는 거야. 열심히 해라,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죠.” (B 편
의점주 면담 정리)

비대칭적 비용분담이 발생하는 몇몇 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
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지점은 불확실성의 위험부담이 비대칭적
으로 분담된다는 것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별 편의점의 흥행
과 매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주변 상권의 동향이다. 그런데 주
변 상권의 특성이나 변동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
이 아니다10). 개별 편의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불확실성
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동반하는 위험은 가맹점주에게 집
중되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성의 위험부담을 가맹본부가 분담하지 않고
10) 사실 가맹점을 개설하기 전 가맹본부에서는 주변 상권을 사전 분석하여 그 결과
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개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주변상권분석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부실한 상권분석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상권분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히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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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상권이 수시로 변하니까. 처음에 6개월 만에 몇 군데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xxx 같은 게 들어와서 수익이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적정선에
서 유지되면서 올라갈 즈음 대로변에 다른 편의점이 우리 매장보다 서너
배 큰 게 치고 들어왔지. 주변 상권이 워낙 유동적이니까 그거에 따라 많
이 영향을 받아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상가 건물이 큰
게 있었는데,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주변에 장시간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크거든요…. 상가가 재건축을 하면서 헐어버렸죠.
그러면서 거의 2년 동안은 적자 나다가 그 건물이 대형 오피스텔로 되면서
입주자들이 생기면서 살아나고. 이런 식의 상권 변화가 되풀이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C 편의점주 면담 정리)
“영업사원이 월세 다 빼고도 3, 4백 번다고 뻥친 거예요. 그거 믿고 한 건
데 10개월간 안 나오니까 1년간 욕 달고 살았어요.”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
봐 가장 두려워요. 가맹 계약은 5년인데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거든요.
그 불안감…. 정말 터무니없이 부른대요. 내가 기껏 2년 동안 가게 키운 게
의미가 없는 거죠.” (B 편의점주 면담 정리)

24시간 영업체계 또한 비용의 비대칭적 분담이 발생하는 중요 지점 중
의 하나이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규정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들에게 표준적으로 요구하는 중요 규정 중의 하나이다. 24시간 영업규정
은 필연적으로 심야영업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심야영업 시간대에는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심야영업으로 인한 비용부담
은 다른 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다. 가령, 야간노동은 담당자에게 지급해
야 할 야간수당을 발생시킨다. 또한 야간노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한다11). 또한 심야시간대에는 특히 혼자만의 고립적 노동을 수행하
11) 야간노동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지
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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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의점의 경우 강도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심야영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수익은 다른 영업시간대와 동일한
비율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 반면, 심야영업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가맹점주에게 집중된다. 이는 다시 야간노동을 주
로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로 모순이 전가되는 연쇄적 비용전가구
조를 만들어 낸다12).
재고, 반품, 폐기 비용의 부담 또한 가맹점주들이 지적하는 비용부담의
주요 지점 중의 하나이다. 가맹본부에서 일부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료품
등에 대해 폐기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지원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하자가 있는 제품,
잘 팔리지 않는 제품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 사실
이다. 더욱이 이벤트 행사 등이 진행될 경우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고려하
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규모 제품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
판매분은 가맹점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벤트.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우리 매장이 이건 안 맞는 것 같
고….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이면 아시겠지만 매장 앞에 쌓아 놓고 팔
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쌓아 놓고 팔면 반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백 프로 반품이 되면 좋겠지만 반품이 안 되면 추석 시즌 지나고
나면 그거는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반품이 안 되니
까. 그럼 다음 설, 구정까지 기다렸다 팔거나 아니면 자체 처리를 해야 되
는데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해서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본사
에서 ‘이거는 작년에 이 정도 팔았으니까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
요. 그럼 이제 갈등 관계죠. 그럴 때 슈퍼바이저와 갈등이 발생하죠. 난 요
거만 하고 싶은데 슈퍼바이저는 더 하라고 하고…. 슈퍼바이저는 사정을
하죠. ‘이 정도 안 해주시면 본사에서 이 점포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내일 가서 본사에 가서 엄청 욕먹습니다.’ 하면 또 ‘알았어.’
12)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 직원으로의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에 대해서는 후술
하겠다.

70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라고 하면서 슈퍼바이저 말대로 해주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물론 발주의 권한은 점주에게 있는 건 맞는데…, 공식적으로는 맞고 발주
의 엔터키를 누르는 것도 점주가 맞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누르기가 쉽
지 않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역설적인 사실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거꾸로 가맹
점주들의 반품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
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유통대기업
의 공급업체로의 반품이 금지되었다. 이후 대규모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공
급업체로 반품을 못 하게 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로부터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기업인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혹은 가맹점
주와 분담해야 할) 반품의 비용이 전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 구술자: 반품 규정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에 관한 법
률하고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
모 유통업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연
매출 6,000억 이상이 되는 대기업이 반품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막아 놓
은 게 대규모 유통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런 법률에 편의점 가맹본부들
이 다 걸리게 되고 미니스톱만 안 걸려요.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
문에 자율반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파손된 상품이나 하자 있
는 제품들, 저회전 제품들은 빼서 업체로 자율반품이 들어가는데, 세븐,
씨유, 지에스 같은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의해 못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저희 같은 개인 점포들은 대기업이 아닌데 본부가 대기업이어서 저
희 매장에서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본부에서 받아서 제조업체에 반
품을 해줘야 하는데 본부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걸리니까 못 하는 거죠.
- 면담자: 그럼 그걸 가맹점주한테 부담을 시키는군요.
- 구술자: 그렇게 되는 거죠.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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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맹점주의 노동실태

1. 가맹점주의 노동시장 이력
어떤 사람들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되는 것일까? 가맹점주의 직업 이력
(노동시장 이력)은 어떠한가? 왜 이들은 가맹점주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
일까?
한국편의점협회(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
령 구성은 30대와 40대 연령의 가맹점주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30대 30.1%, 40대 32.9%). 그 외 50대가 17%, 60대 이상도 8.2%
에 이르러 고연령층의 비중도 상당하다. 한편, 20대의 가맹점주들도 전체
의 11.8%에 이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청년층부터 노년
층까지 가맹점주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여 비교적 평평한 연령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역시 같은 자료에 근거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되기 이전의 직업 분포를
보면 자영업 48.9%, 회사원 28.7%, 공무원 1.3%, 기타 21.1%를 차지해,
이미 자영업을 경영해 본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 2013). 물론 전직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그 이
전에 회사원, 공무원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보면 임금근로자였
다가 자영업주, 편의점주로 전환한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 이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동시장 이력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최근의 실태조사 및 연구들을 활용하여 오늘날 프랜차
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동시장 이력과 그것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의점 가맹점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
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8]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
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5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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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

주 :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의미함.
자료 : 박종서 외(2012 : 100)에서 재구성.

만 사업장 사업주)들 중에서 기존에 임금노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의점이 속해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54.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임금근로자로부터 전환된 것이며, 처음부터 자영업만을 영위해 온 경우
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금노동 경험 유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30대 이하에서 임
금노동 경험자의 비율이 69.6%, 40대에서도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떨어져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격차가 무
려 16.7%포인트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
자영업자보다 고령 자영업자들 중에서 임금노동 경험자 비중이 높은 것
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조사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
목할 만하다. 고연령층에 비해 청년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자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에게서 임금노동 경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
에 비해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들의 자영업자 전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영업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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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올수록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9]는 앞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연령
대별로 자영업 진입 시기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20대에 자영업에 진입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히 줄어든 반면, 40대와 50대 이
상에서 자영업에 진입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40대와 50대 이상에서 자영업에 진입
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장에서 정년퇴직 할 수 있었을 임금근로자들
의 상당수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중장년층의 자
영업 진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전에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40대 50대 이
런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대 청년들도 많이 하죠. 취직
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예전에 십몇 년쯤
전까지만 해도 가맹점주 자격 요건 막 이렇게 해서 나이 제한을 뒀는데 요
[그림 3-9] 자영업자의 자영업 진입 연령별 비중
(단위 : %)

주 :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의미함.
자료 : 박종서 외(2012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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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나이 제한이 아예 없어졌어요. 중간에 명퇴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구
조조정에 의해 나온 사람들이 많이 하고,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와서 아르
바이트 하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걔들도 많이 하고….” (F 가맹본부 직원
면담 정리)
- 구술자: 전 대학 졸업하고는 일반 회사, 수출업무 부서에서 3, 4년 하다
가 여행사도 3, 4년 근무하고, 유통업체도 3, 4년. 그러다가 ○○업체 대리
점을 차리게 됐는데 제가 유통업체 있으면서 ○○업체 매장을 좀 관리했
어요. 그러다 구조조정 당하면서 ○○업체에 연결했더니 수도권 지역에
자리가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인수받아 한 게 여기….
- 면담자: 편의점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 구술자: ○○업체 부도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거기다… 홈쇼핑에서도
같은 제품을 싸게 팔고 하니까 대리점을 유지할 상황이 안 돼서 업종 전
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편의점 영업사원들이 가끔 제 매장에
놀러 와서 편의점 하기 좋은 자리라면서 명함 주고 간 사람들이 몇 명 됐
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2. 낮은 진입장벽
전술했듯이 우리나라의 편의점 가맹점의 확산 속도는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급속한 것이었다. 한국편의점협회의 집계
에 따르면 2012년 신규 출점한 점포 수는 4,675개로 2010년 3,687개, 2011
년 5,085개에 이어 3년 연속 3,000개 이상의 높은 출점 수를 나타내고 있
다. 기존 점포의 폐점 수가 2012년 1,337개로 출점 수 대비 폐점 수 비율
이 28.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점포 수가
3,338개에 이르고 있다. 편의점 1개당 인구수는 2,075명으로,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한국편의점협회, 2013). 편의
점 수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편의점 가맹점 수는 어떻게 그렇게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을까? 특히
높은 폐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편의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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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이미 편의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
모로 신규 출점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편의점 가맹점으로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
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는 것에 비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되기 위한 초기투자비용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자본
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도 편의점 가맹점주가 될 수 있다. 또한 가
맹본부가 물류 및 공급을 책임져 주고, 점포개설부터 상품분류와 레이아
웃, 진열, 발주와 판매, 상품관리, 점포운영 및 시설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회계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입장
에서는 별다른 노하우가 없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맹점을 개설할 수
가 있다. 따라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교해서 상대
적으로 손쉽게 가맹점주로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의 용이성
은 가맹본부가 추구하는 점포 수 확대라는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전략과
결합하여,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출점이 대규모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 10년 정도 됐다 하면 퇴직금 받아서 나오면 보통 5,000만
원 내에요. 그 5,0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영업이 없어요. 돈을 끌어들
여야죠. 은행 대출을 받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굉장히 부담되는 건
데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가 추가로 해야 하는 부담은 없고,
또 말 그대로 망한다고 해도 없어지는 돈은 700만 원이고 보증금은 나중에
회수한다고 생각하면 위험부담 없고. 그냥 내 몸이 고생하자 각오하고. 근
데 실상 해보면 내 몸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는 정도니까. 거기
서 이제 힘들어지지.”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매달 정산 보고서가 나오고 매일 일 매출, 시간대별 매출. 실시간으로 떠
요.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가맹비를 냄으로 인해서 제공받는
서비스인 거죠. 이런 발주 시스템과 시간대별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 운영
하는 데 편리성이 있죠, 매일 물건이 들어오니까 신선하고. 유통 관련해서
점주가 추가로 내는 비용은 없거든요. 하루에 유제품, 도시락, 김밥 종류가
아침저녁으로 하루 두 번 센터 물건이 하루 한 번, 잡화 물건이 이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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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들어오니까 최소 하루 세 번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런 값을 본사에서 내
주니까. 운송업 분들에 대한 월급을 본사에서 대는 거니까. 개인슈퍼를 하는
분들은 그런 값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어찌 됐든.” (B 편의점주
면담 정리)

가맹점주들은 사실 치밀하고 신중하게 계산해서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다기보다는, 사업 시작에 대한 다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맹본부를 믿
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최저소득보
장제도’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사업 시작을 결정
하게 만드는 중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보장지원금액이라는 500만 원이 있는데, ‘매출이 500 못 됐을 때 채
워서 여기서 영업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점주님한테 얼마 남습니다’
라고 계산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최저보장 500만 원 지원하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다, 하시라’ 이런 식으로 소개하거든요.” (E 편의점주 카페
운영자 면담 정리)
“가맹본부에서 위기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최저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수익 이하가 되면 본부에서 메꿔주는…. 근데 최저보장제도가 사실 저희가
없애달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 이거 하나 믿
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안전장치로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과포
화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최저보장제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뛰어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3. 가맹점 직원의 저임금을 조장하는 가맹점주의 저소득
가. 저소득을 매개로 구조화된 연쇄적 비용전가
편의점 가맹점주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매일 가맹본부로 송
금한다. 가맹본부는 월 단위로 매출액을 계산한 후 재료비, 각종 영업 비
용을 공제한 후 남는 매출 이익을 약정된 비율(보통 65 : 35)로 분배하여
가맹점주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본부로부터 받은 매출 이익 분배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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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가맹점주는 점포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가맹점의 운영 경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가맹점
주의 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가맹점주의 소득은 실제
얼마나 될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 매출을 올
리는 가맹점주가 획득하는 월 소득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자.
한국편의점협회(2013)에 따르면, 2012년 점포당 일 평균 매출액은 1,449,000
원이다. 이를 1개월로 환산하면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44,073,750원이
된다. 매출 이익을 매출액의 25%로 계산하면13), 점포당 월 평균 매출 이
익은 11,018,438원이 된다. 완전가맹점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이익
배분율(65 : 35)을 적용하면 완전가맹점의 가맹점주가 수령하는 매출 이익
분배금은 월 7,161,984원이 된다.
본부로부터 받는 매출 이익 분배금을 가지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
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원 인건비와 점포 임대료이다. 먼저 직
원 인건비를 계산해 보자. 보통의 편의점은 주로 1인 근무 시스템이므로
모든 영업시간에 1인이 근무한다고 가정하자.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운
영되므로 편의점의 월 운영시간은 730시간에 이른다. 그 중에서 가맹점
주가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주의 월 노동시간은
173.8시간이 된다. 가맹점주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가맹점 직원들이 1
명씩 교대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 직원의 월 노동시간 총합은
556.2시간이 된다(22시～익일 6시까지의 야간근로 243.3시간 포함). 가맹
점 직원의 임금을 최저한도로 규정하여 2012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노동의 급여를 정상근무시
간의 1.5배로 적용한다면, 가맹점 직원의 월임금의 총합은 최소 3,104,553
원 이상이 된다. 한편, 점포 임대료를 일일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하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점포 임대료는 1,449,000원이 된다14). 따라
13) 매출액에서 제품원가, 각종 영업비용을 공제한 매출이익은 보통 매출액의 23～
25% 정도이다.
14) 점포 임대료는 월 100만 원 이하 수준에서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
이라 추정하기 가장 어려운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기준을 잡
는다면 일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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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직원 인건비와 점포 임대료는 월 4,553,553원
이 된다.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가맹점주의 월 소득은 2,608,431원이 된다.
평균매출 가맹점주의 월소득 261만 원은 생활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월소득 261만 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2년 도
시근로자가구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 5,017,805원의 52.0%에 불과하
다. 보건복지부 산정 2012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495,550원과 비교
하면 그것의 174.5% 수준이다. 아마 가장 비슷한 수준은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243,325원(4인 가족)일 것이다. 매출이 적은 하위
수준이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의 가맹점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가
구 4인 가족 월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정
4인 가족 최저생계비보다 불과 1.75배 높은 수준으로서, 개인회생 절차
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소득 수준에 불과한, 심각한 저소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낮은 소득 수준을 벌충하기 위해서
<표 3-7> 가맹점주의 월평균 소득 추정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A)  44,073,750원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 365일 ÷ 12개월)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익(B)  11,018,438원 (A × 25%)
⇒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분배금(C)  7,161,984원 (B × 65%)
∙가맹점의 월 운영시간(D)  730시간 (일 24시간 × 365일 ÷ 12개월)
: 월 심야영업시간(E)  243.3시간 (일 8시간 × 365일 ÷ 12개월)
∙가맹점주의 월 노동시간(F)  173.8시간
(일 8시간 × 주 5/7일 × 365일 ÷ 12개월)
∙가맹점 직원의 월 노동시간 총합(G)  556.2시간 (D  F)
: 가맹점 직원의 월 정상근무시간 총합(H)  312.9시간 (G  E)
⇒ 가맹점 직원의 월 최소임금 총합(I)  3,104,553원
(H × 법정 최저임금 4,580원  E × 4,580원 × 1.5배)
∙점포임대료(J)  1,449,000원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평균매출 가맹점주의 월 소득(K)  2,608,431원 (C  I  J)

제3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 편의점을 중심으로

79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직원 고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다. 그 결과 가맹점주와 가족들은 극단적인 장시
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 면담자: 알바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 구술자: 점주 재량인데요,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330만 원 정도. 인건비
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근무시간 늘리고 점주들이 하루에 12시간씩 하는
가게도 있죠. 어떤 점주는 너무 안 나오니까 가족이 매달려서 그만큼 뽑
아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사실상
가정을 꾸리긴 100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남편,
아들 셋이 붙어서 알바비 330 정도를 아끼면 430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 방법은 아니죠. 이분들의 노동력이 들
어간 거니까. 그래도 기분이라도. 정말 여러 가지 점주들이 많으셔서.
(B 편의점주 면담 정리)

가맹점주가 취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직원의 급여를 최대한 낮추는 전
략이다. 실제로 편의점 직원의 임금 수준은 법정최저임금에 고정되어 있
으며, 심지어 그것에 미달하는 경우도 단지 예외적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5). 또한 24시
간 영업으로 야간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야간노동수당이 지급되는 편의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가맹점주의 저소득의 모순이 다시 극단적 저임금의 형태로 가맹
점 직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맹본부로부
터 가맹점주로, 그리고 다시 가맹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3,500 매출이라고 치면 보통 일반 가맹점 초기 시작하면 마진 비율이 7
대 3이나 육오 대 삼오(65:35). 그대신 본사에서 모든 인테리어랑 장비를

15)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
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유니온, 2010). 그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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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는 걸로. 그럼 나오잖아요. 800 조금 넘죠. 그걸 갖고 7 대 3을 한다고
요. 800에 30프로가 빠져야죠. 그러면 240이 빠지고 월세가 200쯤, 인건비
가 150 나간다고 하면 얼마 안 남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거기서. 다른
건 고정비용이라 점주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점주가 아
르바이트 인건비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죠. 그게 구조적인 문제죠.” (C 편
의점주 면담 정리)
“(아르바이트 급여가) 점포마다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사실상 생각하기
나름인데 최저시급을 못 주는 점주는 꽤 많아요. 시급을 100원을 올려주
면 한 달에 10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시급을 한 명당 500원씩 올려
도 40만 원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점포 순이익이 다 제하면 제가 100에
서 150이 남거든요. 최저시급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죠.” (B 편의점주 면
담 정리)

나. 스트레스의 연쇄적 전가
가맹점주의 저소득이 가맹점 직원의 저임금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가맹점 직원
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 면담자: 다른 알바생 얘기 들어보니까 점장님 받는 스트레스가 알바생한
테도 다 전달된다고 하더라고. 사소한 걸로 짜증 내고 그런… 그런 측면
도 있어요?
- 구술자: 네. 나쁘게 굴고 그런 건 아닌데 쪼잔하게 구는 건 있어요…. 예
를 들어 편의점에 폐기 음식이 나오면 그게 원래 알바생들이 먹는 게 당
연한데 그 음식을 못 찍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폐기 직전 3분 전에 찍게
한다거나. 최대한 끝까지 팔려고….
(H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가맹이 더 쩨쩨한 게 있
어요. 시재 차이 나면 저희 같은 경우 1,000원 단위 아래로는 잘라주거든
요. 근데 걔네는 10원이 부족해도 채워야 되고. 걔네는 물건 검수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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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한대요. 그리고 물건 몇 개 없으면 알바생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 거
고. 근데 저는 의심 한 번도 안 받아 봤거든요.” (J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
원 면담 정리)

사실 이 정도의 스트레스 전가는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상대적으
로 양호한 수준이다. 가맹점 직원들에 대한 가맹점주의 통제와 감시 방식
은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다르다.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 변수는 업종별 표
준화 정도이다. 전술했듯이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종들 중에서도
표준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업종으로, 가맹점주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럴 경우 가맹점 직원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경
향이 있다. 반면, 표준화의 한계가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표준화된 영
역에서 가맹점주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업종에서는 가맹점
직원에 대한 가맹점주의 감시가 좀 더 철저해지고, 직접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스트레스가 가맹점 직원에게 여과
없이 전가되는 경향이 편의점에서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훨씬 비일비재
하게 나타난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르바이트 경험>
“정량이 있으면 직영은 정량보다 조금 많이 줘도 터치를 안 하는데, 여기
는 5g만 넘어도 막 뭐라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점주가 방에서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면서 너 아까, 심지어는 막 포장용기 이런 거, 쇼핑백
큰 걸로 나갔더라? 너 그거 원가가 얼만 줄 알아? 작은 데 꾸역꾸역 넣어
야지, 스푼은 왜 그리 많이 넣었어? 세 개만 넣어주지, 저 사람 두 명밖에
안 먹을 거 같던데. 그런 식으로 엄청 사람을 죄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에요. 아무리 환경이 편하고 사람이 덜 오고 손님이 적어도, 점주가 집에
가면서도 CCTV로 보고, 집에 가서도 보고, 매장에서도 보고 이러니까. 아
무래도 가맹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바뀌어요.” (K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여기에서 잠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례를 비가맹 독립 자영업자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
지만, 독립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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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대로 직원을 대하는 점주의 태도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 면담자: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개인이 하는 카페는 어때요?
- 구술자: 거긴 되려 더 좋아요. CCTV가 없어요, 일단. 밥도 되게 잘 챙겨
줘요. 되려 그런 분들이 더 착하신 거 같아요. 그냥 믿어줘요. 직원들이
뭘 먹어도, 아르바이튼데 애들이 밥도 못 챙겨 먹고 다니고. 샌드위치 먹
고 싶은 만큼 먹고, 커피도 먹으라고 막.
- 면담자: 개인업자 하는 데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요?
- 구술자: 자리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안 넣어서 구하기 힘들지, 구하면 잘
구하는데… 일단은 거기는 오래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좋으니까 잘
안 나와요.
- 면담자: 차이가 뭘까?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구술자: 일단은 압박하는 게 없다? 압박을 받는 게 없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위에서 억누르는 게 없잖아요. 매출 가지고나, 자
기가 감내하고 가면 되니까.
(K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다. 저수익의 모순을 가맹점 내부 모순으로 전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과 비용이 비대칭적으로 분담되고 가
맹점주의 저소득이 일상화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그 모순이 다시 가맹점
직원에게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미달이 일
상화되어 있는 현실은 이러한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비용 전가의 모순
은 현실에서는 가맹점 내부 관계, 즉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 간의 이해
대립으로 드러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 간의 상
충되는 이해대립과 갈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도 정말 많은데 뉴스 보면 ‘청소년 최저임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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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점이 사각지대다’ 이런 것만 나오고….” (B 편의점주 면담 정리)
“저희가 청년유니온, 알바연대랑 많이 부딪쳤어요. 편의점은 근무자 없이
는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형태지 않습니까. 다른 자영업들은 1인 자영업도
많은데 편의점은 꼭 알바들이나 근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근데 최저임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청년유니온이나 알바연대하고
많이 부딪치게 되더라고요.”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제가 국회 앞에서 시위할 때 알바연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어요. 시간당
만 원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어서 제가 편의점 협회 쪽에서 나온 사람
인데 점주들의 현실을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편
의점 점주들은 표준 시급 주는 것도 너무 벅차다. 편의점이 제일 짜고 문
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편의
점 현실이다. 알바비를 주기 위해서 빚을 내는 점주가 있는데 그 점주는
자기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빚만 느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만 원 주장하
는 게 제 앞에선 부끄러운 일이라며 참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E 편의
점주 카페 운영자)

4. 극단적 장시간 노동과 자율성 상실
가. 365일 24시간 쉼 없는 영업시스템
편의점은 365일 연중무휴로 매일 24시간 쉼 없이 운영되는 영업시스템
을 갖고 있다. 일단 한번 문을 열면 폐점하기 전까지는 문을 닫을 수가 없
다. 일상적인 주말과 국경일뿐만 아니라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쉼 없이 영
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가맹점주의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이
다. 극단적인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아르바이트가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간을 하는데 야
간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펑크를 냈다 하면 자신이 24시간을 해야 되는 거
예요. 하루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이틀, 삼 일 되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그만둔 사람들을 봤고 실제로.”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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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점이 많죠. 이거 하면서 사람들하고 여행 같은 거 제대로 가본 적
이 없죠. 쉬는 날이 없으니까. 오전에 시간이 비니까 어딜 가더라도 신경이
쓰여요. 가게를 맡겨 놓은 상태니까. 한 번은 몇 년 전에 친구들하고 모임
이 있어서 낮에 강화도에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저녁 때쯤 가게에 강도
가 들었다고 해서 모임 자체가 파했었죠.” (C 편의점주 면담 정리)

사실 편의점이 아닌 독립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위 ‘구멍가게’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영세한 수준의 개인사
업자들의 경우 밤낮없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점포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을 ‘구멍가
게’와 구분되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편의점 가맹점주를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독립 자영업자와 구분 짓는 더욱 중요한 측면은 가맹점주들의 경우 노동
시간의 자율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있다. 좀 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 ‘자발
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동원하는 ‘구멍가게’ 사장님과 달리 가맹점주들
은 가맹본부의 규정과 통제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
에 ‘타율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16)
“내가 급하게 오늘은 편의점 음식이 너무 먹기 싫어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려고 해도. 한 3, 40분 문은 닫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이
닫혔다고 인터넷으로 클레임을 걸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넘어가면 좋은
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게, 통상은 매출을 집에 가져가서 송금을 하
고 집사람한테 미리 얘기해서 동전 같은 잔돈을 은행에서 바꿔오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올 때 가져오곤 하는데 갑자기 잔돈이 떨어져서, 여기 근처

16) 편의점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24시간
운영에 관한 특례’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별 가맹점주들이 그것을 실제 적용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음의 면담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워낙 언론에서 맞고 그러니까 편의점업계에서 열아홉 시간 할 수 있다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말이 많으니까 이런 특약을 내놨어요. 네가 열아홉
시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피(fee)를 바꿔버려요. 이십사 시간 영업 기준으로 8
대 2인데 열아홉 시간 영업을 하면 지원을 줄이고 칠십오(75%)로 떨어뜨려요. 완
전가맹점은 육십오(65%)를 육십(60%)으로 떨어뜨리고 폐기나 전기세 지원금을
없애버려요. 그래도 하려면 해라.” (B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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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은행이 저기 **밖에 없어요. 급해서 문을 닫아놓고 은행에 뛰어갔다 왔
단 말이에요. 한 10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본사에 클레임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문이 닫혔더라.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가끔은 본사 노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끼리는 명절도 없다. 24시간
365일 점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가
게 처음 오픈 했을 때 3개월간은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못 쉬고, 30시간
씩 일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본사에서 아르바이트가 구멍 났다고 도와주
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점주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특히 명절 때는 일을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알바생들도 명절이면 고
향을 가야 하고 그 책임을 점주들이 다 져야 하면 명절이 반갑지 않은 거
죠. 걔들은 ‘점주님 저 못 나가요’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점주들은 차례고
뭐고 없어요. 첫 오픈 했을 때는 30시간씩 일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밤 8시에 들어간 거죠.” (B 편의점주 면담 정리)

나. 사업 포기의 자유 상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가
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영업이 잘 안 되고 매출 실적이 부진하여 실
질적으로 적자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중도에 가맹점 사
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점이다. 사업 포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가맹점주들의 자율성 상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
라고 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완전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내가 폐점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거. ‘그럼 폐점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붙일게’라고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 역시 본사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으면 본사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간판은 그대로고 주인이 계속 바뀌
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본사에서는 그걸 터치를 별로 안 해요…. 근데 편
의점은 사전 동의 없으면 안 되고, 또 까다롭게 굴어요…. (본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죠. 승인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있기는 한데 잘 안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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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가맹 가입비 700만 원을 또 내야 하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 면담자: 편의점주협의회에서는 퇴로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
겠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게 있어요?
- 구술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위약금이에요. 계약서보
면 영업위약금인데 문제가 심각해서 작년에 가맹사업법 통과시키면서
연차별로 줄였어요. 걔네들은 영업 손실액을 1년 일했으면 남은 계약기
간 4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을 계산해서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거거든
요. 법적으로는 계약 불이행에 관련한 손실금이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
다고 하는데, 예상이익금에 대해 점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문제가 심각하다, 불합리하다고 요구했더니 기간을 줄여줬어요. 1년 이
내에 폐점했을 땐 예상이익금 몇 개월 치, 3년 이내는 몇 개월 치, 3년 이
상은 몇 개월 치, 이렇게 가맹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매출 점포는 수
익이 적기 때문에 3년만 하더라도 영업위약금은 금액이 적어요. 문제는
시설 잔존가입니다. 인테리어나 장비를 가맹본부에서 무상으로 세팅해주
고 들어가다 보니 계약기간 5년에 대한 잔존가, 감가상각의 잔존가를 물
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인테리어 비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뽑아 와 달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제출이 돼서 거기에 대
한 부담이 가장 크죠. 시설할 때 애초에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시설이
얼마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위약금 뽑아 와
달라고 하면 시설 8천이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뽑아 와 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서 같은 데에 내용 기재를 해 달라고 했
어요. 평당 얼마 정도, 대략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잔존가가 얼마 남았는
지 알 수 있는데.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전술했듯이, 개별 가맹점의 흥행 여부는 주변 상권 동향 등과 같이 가
맹본부나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폐
점을 고민한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 있는 불확실성의 위험
부담을 가맹본부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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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전까지 편의점 매출을 아무리 전문가를 동원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개점 후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잘
되다가도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안 될 수 있는 거고. 장사가 잘 되더라도
월세가 높거나 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 점주가 판
단했을 때 더 이 가게를 끌고 갈 수 없겠다 싶을 때 쉽게 해지하고 다른 업
종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족쇄로 작용하는 게
문제죠.” (C 편의점주 면담 정리)
“지금은 워낙 과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신규 점포를 개설해서
정착시키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 못 견디고 작년엔 자살한 분들이
네다섯 분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한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계약서 보면 퇴로가 없어요. 왜냐면 위약금에 관
련된 내용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1년 하고 위약금 뽑아
오라고 했더니 거의 8, 9천만 원. 오픈 할 때 든 비용이 4, 5천이었는데 위
약금이 8, 9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퇴로가 없는 거예요.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자살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D 편의점주 면담 정리)

제5절 가맹점 직원의 노동실태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편의점 가맹점의 평균 종업원
수는 가맹점주 및 가족 종사원을 포함하여 6.6명이고, 그 중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가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편의점협회, 2013).
가맹점 직원이라고 한다면 주로 아르바이트생인 것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편의점 영업의 특성상 가맹점 직원 없이
가맹점주만으로 편의점을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맹점 직원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
맹점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이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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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직원 관리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중요 애로사항이다.
그렇다면 가맹점 직원들은 왜 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일까? 왜 갑작
스런 이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편의점 가맹점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타 프랜차이즈와 비
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직원들의 자신의 일자리
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한편, 편의점은 표준화
된 영업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
가 거의 없고, 따라서 직원이 갖추어야 할 숙련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가맹점 직원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맹점을 그만둔다고 하더
라도 언제든지 비교적 수월하게 다른 편의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
런 요인들이 가맹점 직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의 빈번한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노동
<표 3-8>은 가맹점 직원이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가 가맹점 직원이 해야 할 일 목록을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표의 형태로 옮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직원은 주로 청소,
제품진열, 인사,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업무, 혹은 경력이나 숙련이 필요한 업무들이라고 하
기 어렵다. 편의점 가맹점 직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별다른 숙련이 필요치
않은 단순노동인 것이다.
커피전문점의 사례를 편의점과 비교해 보자. 커피전문점의 경우 아르
바이트생이 오게 되면 일정한 교육을 받는다. 음료의 레시피를 외우고,
단계적으로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나가면서 일정한 숙련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 면담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육을 받아요? 커피전문점에 들어갔을 때.
- 구술자: 네, 레시피를 받아요. 그게 전부인 거에요, 처음에는 일단은. 상
세하게 이건 이거다가 아니라, 니가 일단 이걸 외우면 내가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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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가맹점 직원 업무 체크리스트 사례
1) 테이블 닦기
2) 상품 보충 진열
3) 상품 앞으로 당기기
4) 쓰레기통 자주 비우기
→ 쓰레기통이 넘치면 다른 사람이 치우기 힘들어요!
5) 폐기 20～30분 전에 빼기
6) 쓰레기 언제가는지?!
★ 7) 인사잘하기

★ 매장 정리
(바닥청소/유리닦기)

8) 잔돈 부족한 거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9) 다른 A/T 사원에게 인수할 때
★시재점검! (정산×)
10) 티슈채우기
11) 박스/우유상자 → 밖에 두기
12) (2  1) (1  1) 상품 부족할 때, 인수인계

이런 거, 그냥 그러니 달달달달 외우는 거에요. 외워 왔을 때, 메뉴가 또
어마어마한테, 다 외워 가면 조금씩 알려줘요. 잘 안 외워져요.
- 면담자: 집에 가져가서 펴놓고 공부해요?
- 구술자: 공부해요. ***에 있을 땐 ****맛을 다 펴놓고.
- 면담자: 그거 다 외우는 데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 구술자: 한 일주일?
- 면담자: 다 외우고 나면 뭐 해요?
- 구술자: 다 외우고 나면 스무디, 허브티, 그런 거 알려주고 커피는 맨 마
지막에.
- 면담자: 그 단계를 마스터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 구술자: 빠른 친구들은 3개월, 느린 친구들은 6개월, 7개월?
- 면담자: 한 3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면 커피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스무디, 간단한 빙수, 그 다음엔 뭐에요?
- 구술자: 핫초코나 녹차라떼, 커피가 안 들어가는 애들. 생과일 주스.
- 면담자: 커피가 안 들어가는 주스류? 그 다음이 커피에요?
- 구술자: 맨 마지막이 커피.
- 면담자: 커피도 라떼 이런 건 어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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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자: 그것도 또 나뉘어요, 우유 스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템핑하는 거.
- 면담자: 그것도 단계 좀 알려줘요.
- 구술자: 우유 스팀을 배워요. 우유 데우는 걸 배우는데, 그걸 또 거품을
스티밍이라고 거품을 잘 내는 걸 배워요. 그 다음 샷 템핑, 샷을 몇 그램
을 하는지, 그램을 14그램 정도로 맞추고, 누르는 거, 그걸 얼마나 누르는
지. 탬핑을 해서 샷을 딱 뽑았을 때. 그게 어려워요. 손에 힘을 잘 못 줘
서 그게 어려워요.
- 면담자: 근데 이런 걸 알바들이 다 한다구요? 직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K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커피전문점의 경
우와 다르게 편의점은 업무 자체가 표준화되고 전산화되어 있어 가맹점
직원이 장기간 훈련해야 할 업무가 별로 없다. 가령, 레시피를 외워야 하
는 커피전문점의 경우와 다르게 편의점은 취급하는 품목명세들도 외울
필요가 없다.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어 포스기로 바코드를 스캔하기만 하
면 가격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음료 맛을 내
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편의점에서는 불필요하다. 미묘한 재량을 요구하
는 직무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계산만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인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잘한다는 게, 정말로 얘가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손님하고 별 클레임
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많이 한다
거나, 저기가 좀 더럽네, 진열이 잘못 돼 있네 하면 가서 막 하는 게, 손님
없을 때만 나가서 하고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만 잘 해
주면, 별 문제 없이.”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이 일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길어야 2, 3주 해보면 누구로 갈아치우든
상관없는? 더 배울 것도 늘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J 편의점 아르
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이런 조건에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인 가맹점 직원이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직원으
로서의 경력을 인정받는다거나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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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더욱이 단순하고 쉬운 업무라는 인식이
구직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어,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
공급풀이 형성되어 있다.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이 지적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 노동의 탈숙련화에 따른 노동의 ‘가치저하(degradation)’ 현
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구술자: 네. 커피전문점은 경력이 제일 중요하죠. 경력에 따라 급여가 달
라지니까.
- 면담자: 커피 만들려면 경력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 구술자: 최소 6개월.
- 면담자: 그런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점주도 스트레스 받겠네.
- 구술자: 네. 못 그만두게 붙잡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H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 면담자: 다른 알바보다 편의점이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뭘까요?
- 구술자: 당연히, 알바생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 면담자: 쉬워요, 편의점이?
- 구술자: 네. 정말 쉬워요.
- 면담자: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그런가?
- 구술자: 네. 하루면, 세 시간이면 다 배우니까.
- 면담자: 하려는 사람도 많아요?
- 구술자: 정말 많아요.
(H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2. 주먹구구식 노무관리
편의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프랜차이
즈와 비교해 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편의점에서 유독 많이 발
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주휴수당이나 야간노동수당, 초과노동수
당, 식비, 휴식시간 부여 등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규정
들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이 전국 약 427개 편의점 44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92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표 3-9>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현황
시 급
3,000원 미만

3,000～3,999원 4,000～4,110원

4,110원 이상

전체

서울

0% / 0

18% / 41

30% / 69

53% / 122

232

경기

1% / 1

54% / 56

23% / 24

22% / 23

104

광주

6% / 2

82% / 27

3% /

1

9% /

3

33

부산

9% / 4

69% / 31

18% /

8

4% /

2

45

전주

38% / 5

62% /

8

0% /

0

0% /

0

13

대전

0% / 0

100% /

8

0% /

0

0% /

0

8

기타

11% / 1

44% /

4

22% /

2

22% /

2

9

전체

3% / 13

34% / 152

444

39% / 175

23% / 104

자료 : 청년 유니온(2010).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인
4,11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려 66%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청년유니온, 2010).
“제 친구들 다 편의점 하는데, 직영은 무조건 최저시급을 줘요. 가맹은 거
의 안 준다고 보면 돼요.” (H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 면담자: 그런 거 많이 떼이나요? 보통 한 달도 안 하고, 한 2주 하고 그
만둔다거나, 한 1주일도 안 돼서 그만둔다거나. 그러면 그런 건 보통 다
받나요?
- 구술자: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탓으
로 돌리죠. 내가 끈기가 없어 나왔지, 그런 식으로 돌려요. 에이 그냥 액
땜한 셈 치지, 이렇게 친구들도.
- 면담자: 그러고 회사에서도 점주나 이런 거 체계적으로 생각 안 하고. 퇴
직금은 당연히 없겠죠?
- 구술자: 직영은 있어요. 가맹은 없고. 아니면 강제해고 시켜요, 퇴직금
주기 싫어서.
(K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체계
적인 노무관리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가령 야간노동의 경우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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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다 시급을 높게 책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얼마나 높게 책
정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성향에 따라서 자의적이고 주먹구
구식의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은 점주를 잘 만나면 대우를 잘 받는데, 점주를 못 만나면 대우를
못 받고, 알바생이 허다하게 바뀌어요. 편의점의 가장 큰 문제는 야간수당
이 안 지켜져요. 보니까 야간수당만 해도 지금 기준으로 7,000원이 넘어가
야 되는데, 저도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5,500원? 6,000원? 하는 일도 없는데
시급 많이 줘서 뭐하냐, 그런 문제. 저는 아침에 했었는데 점주님을 잘 만
나서 최저시급보다 200원 덜 받았는데도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끼니
해결이 많이 어려워요. 팩 음식 먹거나 시켜 먹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K 아르바이트 직원)
“제가 알기로 편의점마다 다른데. 가맹이 있고 직영이 있는데, 본사 직영
같은 경우 5,210원인데 수습 기간 3개월을 둬요. 그럼 그동안은 4,900원을
줘요. 주휴수당이 있어서 안 빠지고 매주 나가면 시급이 6,000원 정도? 근
데 그것도 직영점 나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하면 1.5배로 수당이
더 붙어서 본사 직영 야간은 엄청 힘들긴 한데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
어요. 근데 가맹 같은 경우는 밤에 해도 2, 3백 원 더 주나?” (I 편의점 아
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는 급여일이 언제인가 하
는 것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는 점이다. 급여일이 늦어지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편의점을 그만두었
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가맹점주에게 예
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구술자: …15일이라는 날짜가 제일 악덕 점주들이 많이 월급 주는 날짜
라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 면담자: (웃음) 15일이 왜요?
- 구술자: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전월 달까지 일을 해요, 30일까지 그러면
15일까지 기간이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안 구해지면, 그리고 또 15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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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돈 주기 애매한 날짜라고 해야 되나?
- 면담자: 뭐 그런 건 있겠네요. 그만두겠다 해도 그만두면 언제까지 하고 그
만두고, 돈이 15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 구술자: 그러니까 아싸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일 날에 그냥 현찰로
줘요. 되게 좋게 주는데. 15일까지 계속 부려먹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월급날이라는 게. 그걸로 해서 계속 예속이 되고.
(K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 면담자: 지금 편의점에서 급여는 언제 받아요?
- 구술자: 15일 날 받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8월 1일
부터 한 달 일한 거를 다음 달 15일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45일 뒤에
월급을 받는 거라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웬만한 알바들이 1일부터 말
일까지 일한 거를 다음 달 1일에 주는 알바가 드물 거예요. 10일이나 7일이
나 15일? 한 달 조금 넘어서 줘가지고. 근데 15일은 너무 길어서. 저는 싫더
라고요.
(I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3. 고립적 노동
편의점은 보통 규모가 크지 않아 1인 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 많다. 가맹점주와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 놓고 1인씩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고립적 노동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구분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다시 편의점만의 고유한 노동의 특성들을 만들어 낸다.
가. 집합생활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동
편의점 근무는 다른 사람의 감시 없이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
니 집합적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집합생활의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이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편의점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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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자: 커피전문점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편의점만의 특징이 뭘
까요?
- 구술자: 혼자 일한다는 메리트가 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
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 구술자: (커피전문점에서 일했을 때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줬고. 아무래도 같이 일하니까 쏘아붙인다거나, 혼내고
그런 걸 많이 했고, 상사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H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1인의 고립적 노동이 아닌 경우 고객이 몰리는 피크타임이 아닐 때는
임의로 근무인원을 줄이기도 한다. 가맹점주가 원래 예정된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강제로 퇴근시킴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
는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아무리 고객이 없는 시간대라고 하더라
도 항상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외식업 아르바이트의 경험>
“일주일에 이틀, 삼 일 일하기로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두세 시간 하고
가라 그래요. 옷 갈아입고 가라 그래요. 너무 황당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요. 일곱 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세 시간 일하고 가라 그래요.” (K 아르바
이트 직원 면담 정리)

또한 1인의 고립적 노동 시스템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직접적 감시에 노출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감시구조가 느
슨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느슨한 감시구조는 CCTV를 통한 일상적 감시
로 보완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맹점주가 함께 근무하는 타 프랜차이즈
의 경우 CCTV를 활용한 밀착감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가맹점 직원에게 피드백된다. 따라서 공동작업을 하는 타 프랜
차이즈의 가맹점 직원이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는 주로 고립적 노동을 수
행하는 편의점 직원의 그것보다 더 크다.
“처음에 가맹점이랑 본사 직영이랑 다른 게 가맹점은 비교적 더 업무가 자
유로와요. 핸드폰도 만질 수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직영점 같은
경우 앉는 거는 상상도 못 해요. 핸드폰도 거의 못 해요. 앉거나 핸드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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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고장이 날아오는데, 그게 세 개가 되면 잘리거든요.” (I 편의점 아르
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씨씨티비(CCTV)가 실상은 외부 사람한테는 고객들 물건 가져갈까 봐
감시하는 것 같지만 점주 입장에서 제일 큰 목적은 아르바이트 감시하는
거. 씨씨티비가 어느 매장 들어가든 카운터 쪽에 항상 있어요. 카운터를 비
추고 있고. 얘가 카운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항상
볼 수 있고,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녹화가 되니까 다음 날 매장 가
서 볼 수도 있고.” (A 편의점주 면담 정리)
“(외식업 프랜차이즈 근무하면서) CCTV 감시가 제일 힘들었어요. 살짝
기대고만 있어도 뭐라 그래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출퇴근시간 자기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었고, 청소를 너무 많이 시켜요. 노는 걸 못 보고, 거울 30분 전에 닦았는
데 또 닦아라, 쓸어라.” (K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나. 휴게시간의 부재
혼자만의 고립적 노동에서는 업무시간 내내 업무로부터 벗어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편의점의 1인 근무 시스템에서는 근로
기준법이 규정하는 별도의 휴게시간, 식사시간 부여가 불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 면담자: 쉬는 시간이 있어요?
- 구술자: 아니요. 편의점은 혼자 일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 면담자: 화장실은 어떡해요
- 구술자: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새벽에 계신 분 얘기 들어보면 제
친구도 그렇고 손님 없을 때 문 잠가놓고 잠깐 갔다 와요.
- 면담자: 밤에 손님 없을 땐 그렇다 치더라도 낮에는.
- 구술자: 네. 낮에는 좀 힘들죠. 웬만하면 참아야겠죠.
(J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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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 간 친밀성, 연대감 부재
고립적 노동이라는 편의점 노동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
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료들 간의 유대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다르고 만날 일이 없
기 때문에 동료가 누구인지, 원래 있던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아
니면 그만뒀는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고립적 노동에서는 동료들 간의 연대를 통해 집합적으
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 면담자: (여기 온 이후) 알바생이 바뀐 적도 있어요?
- 구술자: 근데 저랑 시간대가 안 겹치는 분들은 알 수가 없는데, 점장님이
랑 알바생 단톡방이 있는데 한 번도 인원이 안 바뀐 거 보면….
- 면담자: 잘 모르나 보네요. 다른 알바생들 처지는….
- 구술자: 네. 워낙 혼자 하는 일이니까.
- 면담자: 본인이 여기 알바생이긴 하지만 소속감을 느낄 만한 대우를 느
낀 적은 없어요?
- 구술자: 딱히. 워낙 편의점이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레스토랑 퇴사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잘 가라고 문자도 보내주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는 워낙 개인적이다 보니까….
(J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정리)

제6절 요약과 결론

프랜차이즈는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등장시
켰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해당 브랜드만의 표준화된 품질과 영업방
식이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그것의 실행을 지원, 감시하는 과정에
서 가맹점주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통제구조가 존재한다. 그
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에게로 위험과 모순이 전가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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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구조가 형성된다. 프랜차이즈 고유의 사
업전략에 이미 가맹점주에 대한 철저한 통제,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
맹점주의 종속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존재조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모든
것이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전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주가 자유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자영계급의 해체 가능성을 함의한다. 자율
성을 지닌 독립적 사업자로서 자본주의적 노자관계의 외곽에 남아 있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형태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영
업자들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고 따라서 가맹점주는 비교적 쉽게 편의
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사업 운영 이후 수익은 공유되지만 비
용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관계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족 노동력을
동원하여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직원 인건비를 절
감함으로써 낮은 소득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
점주로, 그리고 다시 가맹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
조가 형성되고 있다.
표준화된 사업 모델은 가맹점 직원의 노동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준화된 영업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의점에서 가맹점이 재량을 발
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맹점 직원의 노동은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노동이 된다. 따라서 타 프랜차이즈에 비교해서도 편의점은 유독 근
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특징으로 하며, 주먹구
구식 노무관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나아가 편의점 노동은 혼자만의 고립
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집합생활의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동료 간의 친밀성과 유대감이 약하여 집
합적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는 독립적 사업자들 간
의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지배와 종속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 이는 표준화된 사업 모델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재적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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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비용과 모순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미
래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맹
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열악하고 종속적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비용 및 위험 부담을 가맹
본부가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맹본부
나 가맹점주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 부담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자본-노동관계로 포섭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
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최소소득보장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맹점주의 저소득과 심각한 장시간 노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17).
마지막으로 가맹점주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가 있다. 표준화된 사업 모델에서 자유재량을 가질 수 없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17) 편의점의 경우 현재 가맹점주의 최저소득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최소소득보장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보장되는 금액이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완전가맹점의 경우 월 450만～500만 원의 소득을 가맹본부가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점포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가맹점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소소득보장이 전(全) 계약기간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 적용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최소소득보장 제도는
최소소득보장이라는 공식적 기능보다는 오히려 전술했듯이 예비 가맹점주들이
신중한 고려 없이 쉽게 가맹점 사업에 진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개별 가맹점들의
부실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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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
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소 선정적이고
현상기술적인 보도나 리포트를 제외하면, 그러한 현상을 낳는 기저의 근
본 원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의 기초가 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구조
와 작동방식은 무엇인지, 프랜차이즈 사업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사회
적 관계 특성은 무엇인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
한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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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노동법은 당사자가 맺은 계약의 형식을 묻지 않는다. 계약에 도급 또는
파견이라는 이름이 붙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면 해당 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프랜차이즈 계약 역시 마찬가지
로, 계약의 명칭이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반드시 상법 내지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이 노동관계 내로
포섭된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즉 이름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내용이 이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잘 반영한 것이 프랑스 노동법전으로 프랑스는 계약의 형식을 묻
지 않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노동관계에 포섭된다면 노동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은 ｢특정 직종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언론인, 공연예술인, 가사근로자와 위탁판매외근사원 등 계약의 형
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노동관계에 포섭되는 사람들에게 노동법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따라서 만일 프랜차이즈 계약도 그 내용이 노동관계
에 포섭된다면 당연히 노동법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프랜차이즈는 일견 통일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
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와 힘의 우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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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프랑스는 법령에서 프랜차이즈의 정
의를 내리고 있지만 같은 기업의 체인망이더라도 가맹점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하는 구속력이 다르다. 이러한 구속력의 차이는 프랜차
이즈 계약의 노동법전 적용을 긍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실관계
를 판단하게 한다.

제2절 프랜차이즈의 정의와 현황

1. 프랜차이즈의 정의
프랜차이즈는 소매상인, 서비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고유한 교육과
상표 등의 특징을 소유한 자, 즉 기술 또는 상업적인 노하우를 가진 자와
노하우를 전수받을 것, 기술 또는 상업적인 보조를 받을 것, 그리고 앞서
의 고유한 특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다.
초기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조품을 영업망을 통하
여 점포에서 유통시키는 형태였으나,1) 미국으로 그 형식이 건너가 다양
한 변종을 이룬 다음 프랑스로 건너왔다. 그리하여 명확한 정리가 필요
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1973년 11월 29일 경제 및 재정 용어에 대한 행정
명령으로서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내렸다. 먼저, 프랑스어로 프랜차이즈를
‘franchisage’로 가맹본부를 ‘franchiseur’, 가맹점주를 ‘franchisé’로 정리
한 후2)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사업자가 다른 독립된 사업자들에게 사용
료를 대가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명과 상표를 표
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계약에
는 기술적인 조력이 동반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1) 그 시초는 1937년 양모를 판매하는 조직적 유통망이었다고 한다.
2) 이해를 위해 프랑스의 원어보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프랜차이즈’를 계속 통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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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랜차이즈를 좀 더 자세히 정의 내리는데, 프랜차
이즈란 “유통업자로서 시장에 진입을 한 사업자와 영업 방식 일체를 조
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보수를 조건으로 독립적인 상인에게 사업자의 회
사명과 사업자가 성공을 거둔 영업 방식을 다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또한 프랜차이즈는 유통의 방식
이라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일체의 지식을 자신의 자본 없이 경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체제는 한편으로는 회사가 오랜 노력과 실험 끝
에 얻은 호평을 획득할 수 없는 상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식이라 설명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판매대행계약이나 제한적인 유통 범위
내에서 재판매하기로 한 계약과는 차이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들은 동일
한 회사명을 사용하거나 경영기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의 대가로 지
급하는 사용료가 없다.3)
프랑스는 다시 1987년 직업윤리법전에서 상기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를 참고하여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제공자로서의 사업자와 프랜
차이즈 수혜자로서 유일 또는 다수의 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협업의 방
식”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제공자인 사업자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지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여야 한
다. 그 표지란 물품, 가게, 또는 서비스의 상표나 교육, 회사명, 가게 이름,
상징과 징표, 로고를 말한다.
둘째,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일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요소의 결합으로 프랜차이즈는 이루어지며, 이 세 요소는 프
랜차이즈 계약의 필수요소라고 한다. 즉 가맹점주는 공동으로 상호 또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가맹본
부의 경영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프랜차이즈 계약과
다른 유통계약의 차이점이다.

3) CJCE, 28 janv. 1986, aff. no° 1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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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프랜차이즈 현황
프랑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와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형식 또는 그와
비슷한 형식의 영업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총 약 43
만 개의 상점 중 대략 12만 개의 점포가 영업망으로 연결되어 한 곳의 영
업본부에서 납품을 받고 공동의 상호를 내걸고 있다. 2005년 기준 전체
소매점의 매출액에서 영업망으로 묶인 점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이른다. 영업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가 영
업점(succursale)4)이고, 둘째가 입점업체(point de vente adhérent à un
groupement)5)이며, 셋째가 프랜차이즈(franchis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
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체 영업망 중 절반은 복합적인 양태를 띠고
있으며, 같은 영업망에 속하는 점포라도 그 계약 형식은 늘 동일하지는
않다.
세 가지 유형의 영업망 중에서 입점업체 유형이 가장 대규모로서, 평균
하나의 영업망이 200개 정도의 입점업체를 조직한다. 영업점 유형이 가장
규모가 작은데, 평균 60개 정도의 영업점이 하나의 영업망으로 조직되고
있다. 입점업체 유형은 대형할인매장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 많고, 영업점
형태는 주로 의류나 신발 소매업에 많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식료품이
나 수공업 소매점에 많다.
2005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는 전체 영업망 점포의 약 15%를 차지
하고 있다(표 4-1 참조).6)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영업점과 입점업체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언제나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
나의 표준약관계약으로 체결되기보다는 영업본부와 점주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어느 형태에 소속될지는 매우 유동적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점과 입점업체 역시 일부분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4) 특정 브랜드의 의류나 신발 따위를 파는 점포를 말한다.
5)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 입점해 있는 점포를 말한다.
6) 출처 : 프랑스 통계청(INSEE),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insee.fr/fr/
themes/document.asp?ref_id=ip1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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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영업망의 형태에 따른 점포의 수와 매출액
(단위 : 백만 유로)
영업망의 유형

영업점의 수(2005년)

매출액(2005년)

영업점

44,700

149,500

입점업체

21,600

78,100

프랜차이즈

18,400

25,700

기타

33,410

19,900

118,100

273,200

전체

지니고 있기에 후술할 프랑스 판례 역시 가맹점주에 대해서 영업점장에
게 적용하는 노동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3절 가맹점주에 적용되는 프랑스의 노동법령

1. 프랑스 노동법의 특정 직종 종사자의 보호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외연을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은 ｢특정 직종과 활동에 관한 규정｣ 편으
로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이 강하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 노동법의 부분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직종으로 제1권은 언론인, 공연예술인, 광
고업계 및 의류업계 종사자, 제2권은 주거관리인, 가사근로자 및 개인서
비스 종사자, 제3권은 위탁판매외근사원 및 영업점의 영업점장, 제4권은
재택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 노동법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노동법의 보호 영역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록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은 희박하지만 경제
적인 의존성을 법률이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간주
하여 노동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으로 바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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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힘든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서의 요건과 효력을 적
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위탁판매외근사원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영업점장을 들 수 있다.7)
프랜차이즈 계약은 형식상 상인 간의 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방식은 상법전
L.330-3조의 규정을 받는다.8)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
점주 사이의 계약에서 파생되는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 중 영업점장에게 적용되는 보호 규정을 가맹점주들에게도 적용하
여 가맹점주들을 노동법 내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사실상 영업점장
과 가맹점주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배경이 전제되어 있다.

2.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가. 총 칙
영업점장과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프랑스 노동법의 규정은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제2장이다. 제2장은 다시 제1절 총칙(L.7321-1조∼L.7321-5
조)과 제2절 식료소매점의 비급여 영업점장(L.7322-1조∼L.7322-6조)으
로 나누어진다.9)

7) Gilles Auzero et Emmanuel Dockès(2013), Droit du travail(28e ed.), Dalloz, n°216
∼218.
8) 그러나 상법 L.330-3조에 명시적으로 ‘프랜차이즈’란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인에게 상호명과 상표 또는 상징을 배타적으로 또는 그
에 준하게 요구하여 타인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자는 사전에 양 당사자 간
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성실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
하여 타 당사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프랑스 노동법전은 2008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영업점장에 대한 노동법
전 규정을 가맹점주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구(舊)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도 그러하였
고 판례도 당연히 구 법전을 인용한다. 구 노동법전 L.781-1조의 제2호는 “산업과
상업을 운용하는 사업자를 전속적으로 대신하여 처리ㆍ취급ㆍ운반해야 할 물건을
접수하거나 그에 관한 명령을 받는 것이 활동의 주된 내용이 되는 사람들”에게 노
동법전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다. 이를 현 법제에서는 L.7321-1조와 L.7321-2조
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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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전은 영업점장이 노동법전의 원칙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L.7322-1조), 영업점장의 정의(L.7322-2조)에 대해서
는 나중에 규정하고 있다. 이해를 위해서 먼저 영업점장의 정의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업점장의 정의와 가맹점주의 포섭
L.7321-2조는 다음과 같이 영업점장을 정의하고 있다.10)

L.7321-2조 영업점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1° 사업주에 의해 또는 사업주의 동의하에, 고객의 의복이나 기타 물건
을 맡아 두거나 또는 고객에게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의 장소 또는 영업점에 고객이 머무르는 동안 고객의 요구에 응대할
책임을 맡은 자로서,
2°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하나의 사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일체의 상품
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
b)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처리ㆍ취급ㆍ운반할 상품을 접
수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
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

10) Article L.7321-2. Est gérant de succursale toute personne :
1° Chargée, par le chef d’entreprise ou avec son accord, de se mettre à la
disposition des clients durant le séjour de ceux-ci dans les locaux ou dépendances de l’entreprise, en vue de recevoir d’eux des dépôts de vêtements ou d’autres objets ou de leur rendre des services de toute nature;
2° Dont la profession consiste essentiellement :
a) Soit à vendre des marchandises de toute nature qui leur sont fournies
exclusivement ou presque exclusivement par une seule entreprise, lorsque
ces personnes exercent leur profession dans un local fourni ou agréé par
cette entreprise et aux conditions et prix imposés par cette entreprise ;

b) Soit à recueillir les commandes ou à recevoir des marchandises à traiter, manutentionner ou transporter, pour le compte d’une seule entreprise, lorsque ces personnes exercent leur profession dans un local
fourni ou agréé par cette entreprise et aux conditions et prix imposés
par cette entre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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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의 요건에 부합되고 2°의 a) 또는 b)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영
업점장에 해당된다.
이러한 영업점장의 특징은 사업주가 지정한 조건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법전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계약의 명
칭과 노동법상의 종속관계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점장에게도 노동
법전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입법자들이 법률로서 근로
자의 외연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사실 노동법의 새로운 영역이라
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11)
영업점장은 그 계약의 성격으로 인해 복합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노동
법전의 일반 규정들과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들을 중복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독립적 성격과 종속적 성격의 혼합적 성격을 “종속성의 새로운
얼굴”이라 부른다.12) 즉 양자는 이러한 종속성의 새로운 측면에서 노동
관계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도
영업점장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한다.13)
2) 영업점장에 대한 노동법전의 적용 원칙
L.7321-1조는 영업점장에 대해서 노동법전의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것
을 명시하고 있다.

L.7321-1조 노동법전의 규정들은 본장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영업점
장에게도 적용된다.

11) Antoine Jeammaud(2002b), “L’assimilation de franchisés aux salariés”, Droit
social, 2002 n°2, p.158 이하. 위 논문은 비교하여 위탁판매외근사원(VRP)은 노동력
의 제공, 보수, 그리고 종속성이라는 근로자의 표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이 그대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위탁판매외근사원 및 영업점장에 관한 규
정은 1941년과 1944년에 입법화되어 그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12) Alain Supiot(2000), “Les nouveaux visages de la subordination”, Droit social,
2000 spéc., p.142. Jeammaud, 앞의 글, p.158 이하에서 재인용.
13) Cass. soc. 18 janv. 2012, n° 1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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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영업점장은 노동법전의 적용 대상이며, 특히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법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사
용자와의 단체협약 규정들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보장도 포
함된다.14)
3) 영업점장의 재량 여부와 노동법전의 적용
L.7321-1조와 L.7321-2조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L.7321-3조 내지
L.7321-5조의 내용은 영업점장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라기보다는 영업
점장의 자영업자와 근로자로서의 중간영역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L.732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L.7321-3조 ①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주 또는 특정 사업주를 위하여 주
문을 받거나 처리ㆍ취급ㆍ운반할 상품을 접수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적용될 근로조건과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제
정하였거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3편 제1권의 근
로시간ㆍ휴게ㆍ휴가 규정들과 제4편의 보건ㆍ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영
업점장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반대의 경우, 영업점장은 사업장의 장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아래의
규정들은 사업장의 장, 관리자 또는 근로자인 지배인에게 적용되는 범
위에서 영업점장에게도 적용된다.
1°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들
2° 제2편 제2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들
3° 제3편 제1권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에 관한 규정들
4° 제3편 제2권 임금에 관한 규정들
5° 제4편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들

즉 L.7321-3조의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영업점) 내 근로조건과 보
건ㆍ안전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
의한 경우에만, 영업점주에게 노동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사
업주의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는 영업점장에 대하여 사업주와의 일
14) Cass. soc. 26 oct. 2011, n° 10-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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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유사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및 보건ㆍ안전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
약으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점장과 가맹
점주들은 근로시간ㆍ휴게ㆍ휴가 규정과 보건ㆍ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적
용받는다. 다만,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된다.
동조 제2항은 반대의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영업점장은 중간관리자의 개념인 사업장의 장으로 간주되어
위 노동법전 규정들의 보호와 의무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L.7321-4조는 영업점장이 사업주로부터 어느 정도 재량권을 획득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가질 때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L.7321-4조 영업점장이 영업점의 근로자들의 채용, 해고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완전한 재량을 갖는 경우에는, L.7321-3조의 제1호 내
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점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영업점장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는 입장이지만 영업점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는 입장이다. 만일 영업점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권한을 갖고 있다면 영업점 내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L.7321-5조는 위 규정들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임을 밝혀
영업점장에 관한 위 규정들이 강행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대법원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 노동법전
L.7321-1조 내지 L.7321-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규정들은 영업점장이 계약의 만료 후 다른 보상
을 받는 대가로 그 적용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제4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프랑스 111

다.15) 영업점장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식료소매점의 비급여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
제1절의 총칙에 이어 제2절(L.7322-1조 이하)은 표제를 ｢식료소매점의
비급여 영업점장｣으로 하고 있다. 제1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점장들
이 최저이익 보장을 위해 보수 규정 등을 약정하여 사용자와의 노동관계
를 인정받기 쉬웠다면, 영업점장이 보수를 받지 않고 운영상의 이익에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이러한 영업점장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제2절이다. 다만 그 영업점
과 가맹점의 품종은 식료소매점이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이지만 그 계약의 내용이 L.7321-2조에 포섭되어 사
업주와 영업점장 간에 일정한 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제1절의 적
용을 받는다는 점이다.16)
먼저 L.7322-1조 제1항은 앞서 설명한 제1절 총칙의 규정들이 제2절에
서도 일정한 유보 아래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L.7322-1조 ① 제1절의 규정들은 본절의 규정의 유보 아래 L.7322-2조
가 정의하는 비급여 영업점장에게도 적용된다.
② 영업점의 소유자인 사업은, 그 영업점의 근로조건과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직접 정하거나 그 적용에 동의한 경우, 제3편 제1권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가에 관한 규정과 제4편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
정을 비급여 영업점장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어떠한 경우라도, 비급여 영업점장은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임금근로
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혜택을 향유한다.

15) Cass. soc., 17 avr. 1985, n°82-42785.
16) Marianne Deniau et al.(2014), Lamy Prud’hommes 2014– n°104-13 Présomption
de salariat des gérants de fonds de commerce ou des succursales de maisons
d'alimentation de détail ou de coopératives de consommation, Wolter Kluwer
Fr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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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급휴가에 관한 L.3141-1조 이하의 규정17)에 대한 예외로서, 양 당
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의 부여에 갈음하여 기준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은 영업점의 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속한다.

이어 동조 제2항은 L.7321-3조 제1항과 같이 사업주와 영업점장 간의
근로조건과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사업주가 설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더
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만은 비급여 영업점장에
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동조 제4항은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 지
급으로 유급휴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5항
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위치가 바로 영업점의 소유
자인 사업주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식료소매점 비급여 영업점장의 정의 또한 영업점장의 정의처럼 적용
규정 뒤에 나와 있다. L.7322-2조는 비급여 영업점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18)

L.7322-2조 ① 비급여 영업점장이란 식료소매점 또는 소비협동조합 소
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자로
서, 소매점 운영 계약에서 그 근로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신의 비

17) “모든 근로자들은 본장이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매년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휴
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18) Article L.7322-2. Est gérant non salarié toute personne qui exploite, moyennant
des remises proportionnelles au montant des ventes, les succursales des
commerces de détail alimentaire ou des coopératives de consommation lorsque
le contrat intervenu ne fixe pas les conditions de son travail et lui laisse toute
latitude d’embaucher des salariés ou de se faire remplacer à ses frais et sous
son entière responsabi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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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책임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영업을 맡길 수 있는 일체의 재량
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배타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조
항은 일종의 영업방식으로서 계약의 성질을 수정하지 않는다.

즉 비급여 영업점장은 고용상의 재량권을 더 가지고 있으며, 경영적인
면에서도 수익 배분을 하는 등 제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점장보다
영업점 경영상의 독립성을 좀 더 갖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경영상의 수익
배분에서 비급여 영업점장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불경기 등으로 수입이
하락한다면 비급여 영업점장의 생계는 불안해지고 이에 대한 방안이 필
요하다.

L.7322-3조 ① 비급여 영업점장과 그 사업주 간에 체결된 개별 계약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유효기간, 해지, 적
용범위, 효력 및 제재는 제2편 제2권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단체협약은 특히, 영업점의 중요성과 영업방식을 고려하여, 비급
여 영업점장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해야 한다.

프랑스 노동법전 제2편 제2권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으
로, 위와 같은 경우 비급여 영업점장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L.7322-3조는 비급여 영업점장에게 집단적 노사관계를 적용시켜 최소한
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 한다.
그런데 프랑스 대법원은 이러한 비급여 영업점장에게도 근로자에게 적
용되는 L.1231-1조19)를 적용하여, L.7322-3조와 L.2251-1조에 따라 단체
협약의 내용으로 영업점장에게 유리한 계약해지권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20) 즉 단체협약 안에서도 비급여 영업점장을 근로자에 준하
19) 무기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본
절의 요건 아래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의 요청이나 양자의 합의로 해지될 수
있다. 본 규정들은 시용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Cass. soc., 4 fév. 1993, n°89-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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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취급하여 노동법전상의 명문이 정하는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적용한 것
이다.
이어 L.7322-4조에서는 단체협약에서마저 배제되는 비급여 영업점장
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L.7322-4조 ① 행정관청은 관련 직업단체들과 협의한 후, L.7322-3조상
의 단체협약 규정을 그 적용범위 내에 포함되는 모든 식료소매점과 소
비협동조합 소매점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② 그러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행정관청은 관련 직업단체들과 협의
한 후, 특정한 지역 또는 영토 전체에 대해서, 비급여 영업점장과 그 사
업주 사이에 체결되는 개별 계약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 특히 최저급
여제를 정할 수 있다.

만일 단체협약에서 배제된 비급여 영업점장이 있다면 행정관청의 권한
에 의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들에게 적용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일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관련 직업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근로조건,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수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와 비급여 영업점장 간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그 관할이
상사법원인지 노동법원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L.7322-5조가
규정하고 있다.

L.7322-5조 ① 비급여 영업점장과 그 사업주 사이의 소송은 영업점의
영업방식에 관한 것일 때는 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② 그 소송이 비급여 영업점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일 때는 노동법원
의 관할에 속한다.

즉 영업에 대한 재량이 있기에 영업에 대해서는 상사법원의 관할이지
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법원의 관할임을 규정하고 있다. 계속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소송 관할은 노동법원이라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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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노동관계에 상사법의 이론이 적용되어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감
안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L.7322-6조는 L.7322-5조가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즉 사
업주와 비급여 영업점장 간에 체결된 계약에 포함된 소송관할조항은 무
효이다.

3.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법
가. 일반근로자로서 사회보장법의 적용
프랑스 사회보장법은 영업점장 및 가맹점주가 노동법 L.7321-2조에 따
라 근로자와 유사한 신분으로 간주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직종별 분류
중 ‘민간임금근로자제도(régime général)’의 적용을 받게 한다. 그 근거
규정은 사회보장법전 L.311-3조의 제26호 규정이다.21)
L.311-3조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들은 L.311-2조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부과되는 자에 속한다. 이때,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고
용되어 있는지, 근로의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하고
있는지,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에서 얻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26° 노동법전 L.781-1조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들

L.311-3조는 사용자로부터의 종속관계가 희박하거나, 자신의 도구(생
산수단)를 갖고 있다든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지 않는 등 근로
21) 이하의 논의는 Alain Dupays et al.(2014), “Franchisé libres de stations-service,”
Lamy Social 2014, n° 5551, Wolter Kluwer France 및 Thymoté Guyot-Petyt et
al.(2013), “Franchisé,” Lamy Protection Sociale 2013, n° 206, Wolter Kluwer
France 참조.
22) 나이를 따지지 않고, 설령 연금수급자라고 해도, 국적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고,
일하는 곳을 따지지 않고, 사용자가 몇 명인지 따지지 않고, 급여의 크기와 성질
을 따지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성질과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임금을 받거나 어
떠한 자격으로든 노동하고 있는 자는 모두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제도에 의
무적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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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을 인정받기 힘든 자들 중 일정 직군의 사람들을 민간임금근로자 영
역의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법전 L.781-1조
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란 현행 노동법전 L.7321-2조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말한다.23) 곧 하나의 사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
점적으로 일체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
을 수행하는 자 또는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처리ㆍ취급ㆍ
운반할 상품을 접수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
미한다.
따라서 L.7321-2조의 영업점장이나 영업점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
맹점주는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영업점장이나 가맹점주가 노동법전 L.7321-2조의 정의 규정에 포섭되지
못한다면 사회보장법전 L.311-3조의 제26호의 규정의 보호도 받지 못한
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판례를 다수 판시하였다.
영업점장 또는 가맹점주가 가입하는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신분별 구분을 이해해야
한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로 나누어
질 수 있지만 사회보험제도는 연혁상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24) 초기
형태의 개별 직종별 보험조합 및 공제회들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운영상의 독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신분에 따라 사
회보험을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그 신분에 따라 민간임금근로자, 농
업근로자, 공공부문, 자영업자 제도로 나누어진다. 민간임금근로자제도는
가입 대상이 민간 상공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및 그와 유사한 특정

23) 본문은 “노동법전 L.781-1조의 제2호”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구 노동법전의 조문
으로서 아직 사회보장법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ain Dupays et al.의 주석서에는 현행법에 따라 L.7321-2조로 설명되어 있다.
24)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를 ‘모자이크(mosaïqe)’와 같다고도 한다. 이하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은 Jean-Pierre Chauchard, Jean-Yves
Kerbourc’h et Christophe William(2013),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6e éditon,
LGDJ, n°137∼n°14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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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농업근로자제도는 가입 대상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에 유사한 자들이며 자영농에게까지 적용이 확
대된다. 공공부문제도는 매우 특정한 직종의 근로자들로서 철도공사 직
원, 파리교통공사 직원이나 광부 등 이른바 공기업 근로자들이 그 대상이
다. 자영업자제도는 업무 수행에 독립성을 가진 직종의 종사자로서 수공
업자나 자유직업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의 ｢직업자격의 인
정에 관한 지침｣25) (43)을 보면, 자유직업에 대한 정의로 “자신의 전적인
책임 아래 자신의 직위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고객 또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지적이면서 개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노동법전 L.7321-2조가 규정하는 영업점장 또는 가맹점주는 일면 업무
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유직업종
사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L.311-3조의 제26
호는 명문으로 노동법전 L.7321-2조가 규정하는 영업점장 또는 가맹점주
를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고 있다. 즉 근로자 내지 근
로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나. 민간임금근로자제도의 적용 이유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과 보수를 받으며, 생산도구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주요한 표지이
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26)
먼저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부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적 측면이다. 사회보장은 개인의 보수나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을 위험이 불러오는 경제적 곤궁을 대비하는 것이
다.27) 이는 다른 말로 대상자가 상대방에 지는 경제적 의존이 사회보장제
25) Directive européenne relative à la reconnaissance des qualifications professionnelles, n° 2005/36/CE.
26) 이하의 내용은 Chauchard et al., 앞의 책, n°240∼n°246에서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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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편입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적 측면이다. 프랑스의 법원은 사회보장법을 매우 포괄적으
로 해석하는데, 사회보장법전의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실 영
업점장 또는 가맹점주들은 민간임금근로자제도에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사건을 법률상의 쟁점으로 파악한 후 노동의
현실적 측면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배려하여 사용자와 영업점장 사이의
난관을 제거하여 버렸다. 만일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지정, 타방에 대한
보고 업무, 타방의 업무 수행의 지시 등이 존재한다면 사회보장법전
L.311-3조는 더욱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지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
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
다. 보수의 고정성과 정기성은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주요 징표이기는 하
지만 보수의 종류나 형태, 명칭, 그리고 지불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약 상대
방의 지휘 아래 그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는 것이다.

제4절 가맹점주의 노동관계에 대한 프랑스의 판례

1.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법원의 관할
프랑스 노동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점장의 자율적이면서도 사용자
와 관련된 노동관계는 그 지위의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이는 소송관
할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사업주와 영업점장 간의 보수, 유급휴가수당, 훈
련교육비,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시의 보상,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배상 문제 등은 노동법원의 관할이다. 프랑스 대법원은 정유회사와 임대
및 판매대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의 영업점장에 대해 위
27) 근로자가 내는 기여금에서 사용자의 부담금이 큰 민간근로자 영역이 자영업자 영
역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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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근로조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노동법원의 관할임을
밝혔다.28) 이러한 쟁점은 가맹점주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가맹점주
도 영업점장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맹점주의 근로조건에 대한 소송도
노동법원이 제1심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만일 영업점장이 재량으로 종업원을 채용
하고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고등법원이 노
동법전 L.7321-2조를 적용하여 바로 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된
다.29)
하지만 가맹본부와 영업점장 간의 소송은 언제든지 노동법원에 제소될
수 있고 사업주와 영업점장 간에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
에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소는 제기될 수
있다.30)
프랑스 대법원은 사안의 쟁점이 같은 최근의 두 판결에서 프랜차이즈 계
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을 지니며 보충적으로는 가맹점주의 지위에 L.7321-1
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31)
첫 번째 사건은,32) 가맹점주가 영업점의 경영에 있어서 가맹본부로부
터 세세한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
약을 해지하자 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주장하면서 배상
을 요구한 사안이었다.

28) Cass. soc., 13 janv. 1972, Bull. civ. V, n° 28 등 다수; Jeammaud, 앞의 논문, p.
158 이하 및 Christophe Radé et Caroline Dechristé(2014), Code du travail 2014,
Dalloz, L.7321-2조 주해 참조. 위 논문은 이에 대한 학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
음을 밝히고 있다.
29) Cass. soc., 27 oct. 1978: Bull. civ. V, n°730; Christophe Radé et al.(2014), Code
du travail 2014, L.7321-2조 주해.
30) Cass. soc., 9 mars 2011, n°09-42901; Christophe Radé et al.(2014), Code du
travail 2014, L.7321-2조 주해.
31) 두 사건에 대한 소개는 프랑스의 소송법무 포털사이트인 http://www.le-droit
-des-affaires.com의 판례 기사에서 발췌.
32) Cass. soc. 18 janv. 2012, n°10-16342.

120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맹점주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세세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가맹점주는 어떤 자율권이 없는 단순한 업
무 수행의 대행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는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해야 하고 사업주는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의
해고수당에 준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 범위에는 소급
임금과 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입점권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규정된
교육비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사건33) 역시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영
업점장에 관한 노동법 L.7321-2조를 적용한 것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였다.
고등법원은 가맹점주가 엄격한 계약 조건으로 사업주에 의해 독점적으
로 지배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매일 점주에게 지침서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고, 만일 점주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지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맹점주는 그 담
당하고 있는 화장품 매장에 대해 어떤 경영상의 여지도 없었고 판매 가격
조차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고등법원은 위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영업점
장에 관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가맹본부에게 해고수당과 해고34)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사안들을 요약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 상사계약이 아
니라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특징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35)
33) Cass. soc. 18 janv. 2012, n°10-23921.
34) 프랑스 대법원이 본 사안에서 계약의 ‘해지(résiliation)’가 아닌 고용의 ‘해고
(licenciement)’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법의 포
섭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35) 아래의 특징들은 중소기업(PME :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PME의 홍보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홍보자료에는 사업
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의 근로계약 간주를 피하기 위해 판례가 제시한 위의
내용들을 회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http://www.netpme.fr/info-conseil-1/creer-entreprise/parcours-createur/actual
ite/40131-requalification-contrat-franchise-contrat-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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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맹점주가 영업점 설치에 관한 선택권이 없을 경우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활동에 대해 영업시간의 결정 등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을 경우
셋째, 가맹점주의 역할이 가맹본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판
매하는 데 한정되는 경우
넷째,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가맹본부가 유일하게 결정할
경우

2. 가맹점주의 노동관계에 대한 판례
프랑스 대법원이 영업점장과 가맹점주에게 노동법전 L.7321-1조와
L.7322-1조, 즉 노동법전의 원칙적 적용을 긍정하며 내린 판시를 주요한
개별적 근로관계인 근로시간, 임금, 해고 사안과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누
어 보면 다음과 같다.36)
가. 근로시간
가맹점주 및 영업점장은 외견상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근로시간을 자유
롭게 조정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를 부정한 판례의37) 사안을 보면
영업점 계약의 형식은 임차점주 계약이었는데, 계약 내용에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 당사자인 주유소의 임차점주
에게 영업점장에 관한 노동법전 L.7321-1조 내지 L.7321-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먼저 고등법원은 이러한 업무시간 자유의 원칙은 망
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
지 않기 위해서 점주에게 끊임없이 상품을 판매하기를 명령하기 때문이
다. 프랑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시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
법원은 임차점주로서 주유소 점주의 노동법전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만
36) 이하의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Christophe Radé et al.(2014), Code
du travail 2014, Dalloz의 주해를 출처로 한다.
37) Cass. soc., 12 janv. n°80-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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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하였으나 이와 연결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제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 임 금
영업점장에 대한 노동법전의 규정에서 특이한 점은, 만일 계약 내용에
보수 규정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준한 그 이상의 보
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안을38) 보면, 비록 적자가 난 이유가 임금을 받는 영업점장
의 경영 실패 탓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점장은 노동법전 L.7321-1조 내지
L.7321-5조와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법전 L.3242-3조와 L.3242-4조에 의
해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고 한다.
두 번째 사안을39) 보면, 임금을 받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보수를 받
는 영업점장에게 사업주가 보장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면 사업
주가 유사시 제공한 매장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다.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기차역에서 사업주인 어느 한 출판사의 영업점을 하고
있던 여성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여 서점이 적자가 나자 출판사는 그
에 대한 손해배상과 영업점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프랑스 대법원은 경
영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영업점장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지급하기로 한 최저임금을 지불한 이상 민법 제
1134조에 따라 매장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세 번째 사안에서는,40) 계약 체결의 양 당사자가 노동법전 L.7321-1조
내지 L.7321-5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영업점장이
사업주에게 대차대조표상의 적자를 보존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최저
임금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영업점장 또는 가맹점주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8) Cass. soc., 5 mars 1981, n°79-41119.
39) Cass. soc., 24 mai 1978 n°76-40489.
40) Cass. soc., 20 janv. 1993 n°89-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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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즉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노동법전 L.7321-1조 내지 L.7321-5조의 적용을 받는
주유소 점주는 경영수당이나 주식의 환매를 요구할 수 없다.41)
그러나 영업점장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노동법원에 소를 제
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그는 임차점주로서 민법 제1134조에 의해 계약
종료수당과 적자액을 상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2) 일종의 일방적 효
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임금의 일종으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가 있다.
영업점장과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도 있지만 계약상의 세부적인 약정으로 개점과 종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당연히 영업점장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
급된다. 그러나 판례 중에는 만일 사업주가 부여한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을 검토하지 않고 실제 영업점장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
요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영업점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었다.43)
원칙적으로는 식료소매점의 비급여 점장은 급여가 없기에 연장근로수
당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비급여 영업점장이 사
업주가 지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령하였다.44)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비급여 영업점장에게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하였더라도, 영업점장은 사회보장법전 L.283조와 L.289조에 의해 직업병
으로 인한 사회보험의 휴업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45)
다. 해 고
영업점장이 L.7321-2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L.7321-1조에 따라 노동법
41)
42)
43)
44)
45)

Cass.
Cass.
Cass.
Cass.
Cass.

soc.,
soc.,
soc.,
soc.,
soc.,

fév. 1992, n°88-41533.
8 avr. 1992, n°89-13956.
15 nov. 1989, n°86-42971.
15 nov. 1989, n°86-42971.
29 mars 1990, n°87-1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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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규정하는 해고수당 규정도 적용된다. 프랑스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파기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해고수당은 영업점장이 그동안
영업점에서 취득한 이익이 얼마든지 간에 영업점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46)
그리고 L.7322-2조가 규정하는 소매식료점의 비급여 영업점장이 사업
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할 때, 즉 해고가 될 때에는 비급여 영업
점장이 사업주와 대차대조표상 적자가 발생할 시 계약종료와 그 적자액
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점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해고예고 및 귀책의 중과실 여부 등)를 받게
된다.47)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해서도 노동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영업점
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48)
라. 집단적 노사관계 규정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근로조건과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넘어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일반규정인 L.7321-2조의 정의에 포섭되는 영업
점장에게 집단적 노사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L.7322-2조의 소
매식료점 비급여 영업점장에게도 단결권과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프랑스 대법원은 긍정하고 있다.
먼저 단결권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은 비급여 영업점장들도 근로자들이
가지는 것과 동등한 단결권을 가진다고 한다.49)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위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노동법전 L.7321-1
조의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 아니므로 비급여 영업점장 역시 노사
협의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50)

46)
47)
48)
49)
50)

Cass.
Cass.
Cass.
Cass.
Cass.

soc., 11 déc. 1985, n°81-41635.
soc., 28 oct. 1997, n°94-45257.
soc., 8 déc. 2009, n°08-42090.
crim., 11 oct 2011, n°10-86944.
soc., 9 jan. 1975, n°74-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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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점장과 가맹점주의 사회보장에 대한 판례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L.311-3조의 제26호에 근거하여 프랑스 대법원은
프랑스 노동법전 L.7321-2조가 적용되는 주유소의 임차점주에게 민간임
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을 인정하였다.51)
사안을 보면, 피나프랑스(Fina France)라는 회사와 주유소 임차점주 계
약을 한 점주가 계약을 해지하자 프랑스 상사법원은 점주에게 약 50만 프
랑의 해약금을 본사에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 후 점주는 상사법원에
제소를 하여 영업점 계약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내었다. 그 후 주유소
는 법률상의 청산에 들어갔고 청산인은 노동법원에 소급임금과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미지급 수당, 그리고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
에 가입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인
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부정하였다.
프랑스 대법원은 점주의 소급임금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
음을 들어 이를 부정하였고,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는 점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재량으로 채용하고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역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보충 설명하자면, 이는
현 노동법전 L.7321-3조와 L.7321-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점
주는 사업장의 장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프랑스 대법원은 사회
보장법전 L.311-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점주의 종속관계나 근로자
로서의 지위를 반드시 가지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했지만 원심
은 그러하지 않았고, 판단하건대 점주의 활동은 노동법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서는 가맹점주를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프랜
차이즈 계약이라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의 성

51) Cass. soc., 6 fév. 2008, n°06-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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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노동법전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판례의52) 사실관계를 보면, 프랑스 아슈민망(France Acheminement)
이라는 택배회사는 소포의 운송과 배달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
면서 가맹점주의 신분을 독립된 근로자로 한정지었다. 그러나 사회보험
료 통합징수기관(URSSAF)53)은 가맹점주를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
도 가입자로 분류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하였다. 이에 택배회사는 사회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인 고등법원은 가맹점주의
활동을 근거로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 가입이 부당하다고 판결하
였다. 이에 피고 측은 가맹점주가 소포를 배달하는 대상은 자신의 고객이
아니라 택배회사의 고객이며 운송료를 가맹점주가 결정하지 않는 점, 그
리고 영업시간과 이동경로 등이 정해져 있는 점을 근거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소포를 배달하는 가맹점주는 고객을 찾아 접
촉하고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는 서명을 받을 의무가 있어 이에 관
하여 고객들과 소포를 전달할 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간섭을 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 또한 가맹점주가 정해진 거리와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물품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가맹점주의 사회보장법전 L.311-3조 제26호의 적용을 부
정하였다.

제5절 프랑스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프랑스 대법원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노
동법전(제7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관계에도 합리적
인 해석을 가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노동법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특수고용근로자’라 불리는 근로자들54)에 대한 보호 규정이 ｢산업재
52) Cass. soc., 10 oct. 2002, n°00-20326.
53)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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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상보험법｣을 제외하고는 없으며,55) 우리 대법원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56)하여 사업주와의 계약 조건에서 비롯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예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
는 특정 직군을 열거하여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특례 조항
으로 신설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한다면 프랑스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사안에 대한 해석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에 대
한 해당 법률의 개별적 특례 조항 신설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
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그 업종에 따라 계약 형태가 매우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
한 것은 매장의 영업시간 결정과 최저이익의 보장, 그리고 해약 시의 위
약금 약정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영업시간의 결정에 관해서는 프랑스 대법원의 설시와 같이 형식적인 영
업시간의 약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계산하여 근로기
준법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도
한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이익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프랑스 대법원의 설시와 유사하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이나
본사에 대한 일일 송금액 등을 제외하여 일일의 최저임금을 규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 본사는 예정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을 적용
54) 대표적인 직군으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운송트럭 운전수, 골프장 캐디
등을 들 수 있다.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조항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56) 최근의 대표적인 판례로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2014. 2. 13. 2011다78804 판결 참조. 단,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의 노
조법상 근로자성은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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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제로 본사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제외한 위약금 예정은 금지시
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근로관계 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집단적 노사관
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법원은 많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동삼권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긍정하는 대법원
의 전향적인 해석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계약 내용에 근로
계약에 준하는 성격이 드러날 경우 그들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긍정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사회보장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법
제적으로 사회보장법전의 규정을 통해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들을 근로자
로 간주하여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포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영업점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가맹점주를 민간임
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가입시키면 사용자인 가맹본부의 사회보험 부
담금이 증액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도 만일 가맹점주를 개별 법률의 특례 조항으로서 근로자성 내지
사용자와의 특정한 노동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
담금 증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일반 근로자
는 부담하지 않는 산재보험료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일정 부분 부
담하게 한다. 이와 같이 가맹점주의 사회보험료도 가맹본부의 부담을 감
액해 주는 방식을 통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현행 법제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결 론

프랑스는 계약의 양 당사자 간에 종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관계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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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될 여지가 있다면 노동법전의 특정 직군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보호한
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노동법
전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
져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가맹점주가 노동법전이 정의하
는 영업점장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그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프랑스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나오는
노동관계적 쟁점들을 입법적으로 미리 해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은 총칙이 모두 5개 조항이며, 특칙인
식료소매점의 비급여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은 모두 6개이나 대부분 일반
원칙과 정의, 그리고 영업점장의 영업점 내 사용자적인 위치와 소송관할
에 대한 내용이 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절에 해당되면 다른 규
정의 설시 없이 바로 노동법전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점장과 이 정의에 해당되는 가맹점주는 노동법전상의 근로시간과 임
금, 해고수당과 같은 주요한 근로조건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보장법은 노동법전 L.7321-2조의 영업점장에 해당되
는 사람들에게는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자영업
자 사회보험제도보다 기여금 면에서 영업점장들에게 유리하다.
우리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나 이는
노동관계적 시각이 아니라 경제법적인 공정거래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그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관
계적 보호 규정들이 개별 노동법 내지는 가맹사업법의 특칙으로서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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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독일

제1절 서 론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새로운 판매 형태이다. 프랜차이
즈는 시장 내에서 판매 시스템을 통일화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독립적인 기업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태 시스템으로의 연결은 경제적, 조
직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상승을 일으킨
다. 대규모의 제공, 경쟁 통일체의 형성은 전체 하나로서의 협력 파트너
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상의 안정성
을 가지면서도 조직상의 유연성을 갖춘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
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는 변화된 시장 상황에 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 전략을 조정하고 시스템을 협력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가진 통일적인 ‘이미지’는 판매 시스템의 즉각적인 식별을
가능케 하고,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표시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프랜
차이즈 는 시장 내의 경쟁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과의 유대를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Franchisegeber)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가 주는 장점
은 개별 판매 대리점에 대한 투자 비용 및 투자 위험이 온전히 또는 부분
적으로 가맹점주(Franchisenehmer)에 의해 부담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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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맹본부에는 대리점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를 통한 ‘독자적인’ 판매루
트 및 직접적인 시장 접근을 가능케 한다.
한편,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맹점주에게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일정 구역에 대한 독점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 구역이 보장되고,
가맹점주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자 모두의
이득을 위한 파트너십이 갖추어진 최적화된 형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지점과 같이 통일적으로 나
타나는 시스템 본부의 지휘하에 있는 간결한 경영 조직 및 공격적 시장
지향성을 가진 판매 방식으로 이해되지만,1) 전통적인 판매 방식과 비교
하여 프랜차이즈는 강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
며, 프랜차이즈에서의 판매 조직은 판매 업무의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
시 구속하에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수직적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가맹
점주가 가맹본부의 지시를 받는 이익대변자로서 가맹본부에 완전히 구속
되어 ‘가맹본부의 예속자 또는 노예’2)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하에서는 우선 독일 내 프랜차이즈의 개념, 법
적 성질 및 현황 등에 관해 살펴본 후,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맺게 되는 종
속적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의 가맹점
주의 문제, 가맹점주 및 이에 고용된 근로자의 이익 대변 문제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1) Martinek(1987), Franchising, S. 68.
2) Martinek(1997), “Vom Handelsvertreterrecht zum Recht der Vertriebssysteme,” ZHR,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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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에서의 프랜차이즈

1. 프랜차이즈의 개념
가. 프랜차이즈의 정의
독일의 경우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
례와 학설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이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3)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경제 용어 및 프랜차이즈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의 실무에
서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독일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의 경
영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장기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한 법률상 독립적인 기업이 수직
적, 협력적으로 조직된 판매 시스템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시장에 통
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시스템 파트너의 분업적인 이행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적합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감독 시스템에 특징이 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랜차이즈 패키지이다; 가맹본
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조달전략, 판매전략, 경영전략, 보호받는 권리
에 대한 사용권,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및 가맹점주를 적극적,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그 전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가맹본부의 의무로 구성된
다. 가맹점주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계산으로 활동한다. 가맹점주는 가
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맹점주는 노동, 자본 및 정보를 대가로 지급한다.”

3) EU 차원에서 프랜차이즈의 정의에 대하여는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20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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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판매중계계약과의 구별
가맹점주는 법적으로는 전통적인 대리상, 위탁판매인, 수수료 대리점
및 계약소매상의 전통에 서 있는 판매 중계자의 현대적 형태이다. 가맹점
주의 경우, 프랜차이즈 관계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경제 단계에 있는 독립적인 기업과 비교하여 그 정도에 있어 강한 협력적
형태를 의미한다.4)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계산을 위해 업무
를 수행한다.5) 이는 가맹점주를 대리상과 구별되게 하는 점이다. 대리상
은 다른 기업을 위해 고객 계약을 중개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로 고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독립적인 영업자이다(독일
상법 제84조 제1항 제1문).6) 대리상 계약은 사무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노
무제공계약이다. 대리상 계약에 대하여는 독일 상법상의 규정 이외에 독
일 민법 제611조 이하(노무제공계약에 관한 규정), 제675조 이하(사무처
리계약에 관한 규정), 제665조 이하(위임과 관련된 규정)가 적용된다. 업
무가 종료되면, 고객과 대리상이 아닌 기업과 고객 사이에만 직접적인 법
률관계가 발생한다.
독립적이지 않은 대리상은 독일 상법 제84조 제2항7)에 따라 사무직 근
로자로 간주된다. 사무직인 대리상에 대하여는 독일 상법 제85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사무직은 상인의 노무를
제공하는 독일 상법 제59조8)상의 상업사용인이 된다. 사무직인 대리상에
4) Kreuder, in: Simon/Weiss(Hrsg.)(2000), Zur Autonomie des Individumms, S. 174
ff.
5) BGH v. 2. 2. 1999 - KZR 11/97 (“Sixt”) - DB 1999, 842 ff., 844.
6) 독일 상법 제84조(대리상의 정의)
① 대리상이란, 자영업자로서 다른 자(“기업주”)를 위해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그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자영업자란, 상당 부분 그 업무 및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독일 상법 제84조(대리상의 정의)
② 제1항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자를 위해 거래를 중개하거나
또는 그의 이름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자는, 사무직근로자로 본다.
8) 독일 상법 제59조(상업사용인) : 상업에서 보수를 받고 상인의 노무를 제공하기 위
해 고용된 자(“상업사용인”)는, 노무제공의 형태와 범위 또는 그가 받을 보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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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독일 상법 제59조 이하의 규정과 별도로, 일반적인 노동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9)
위탁판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
며, 지속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한다(독일 상법
제383조 제1항). 이러한 점에서 위탁판매인과 대리상은 가맹점주와는 달
리 독자적인 영업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 않은 (상사 또는 수수료) 대리점도 이와 마
찬가지이다. 대리점은 대리점 시스템 내에서 대리점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또한 대리상
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수수료 대리점은 기업의
간접적인 대리인이다. 외부 관계에서 수수료 대리점은 구매자에 대하여
스스로 계약을 보증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하자담보위험 및 보증기간
위험은 기업에게 있다. 수수료 대리점은 독일 민법 제675조 이하, 제611
조 이하, 제665조 이하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즉 판매 중개 및 판매 촉진
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이다. 수수료 대리점과 기업 간의 내부 관
계에는 대리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10)
상사중개인(독일 상법 제93조 이하)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상사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을 중개(주선)한다. 그렇지만 상사중개인은 가
맹점주와는 달리 그 업무를 계약상 장기간 수행하지 않으며 판매 촉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은 유형적으로는 계약소매상과 가장 유사하다.
계약소매상은 생산자와의 계약에 의해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계약분야 내에 계약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를 촉진한다. 계
약소매상도 물품 생산자의 판매 조직에 통합되기는 하지만, 계약소매상

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역의 관습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관습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지역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황
에 따른 적정한 급부가 합의된 것으로 본다.
9) v. Hoyningen-Huene, in: Schmidt(Hrsg.)(2009),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 Bd. 1, § 84 Rn. 121.
10) Martinek, in: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 675 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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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프랜차이즈보다 판매 시스템의 집단 이미지 및 모든 유무형적
요소(상표, 상호, 표식, 심볼 등)와의 동일성은 대부분의 경우 강하게 나
타나지 않는 편이며, 경영 전략에 대한 구속도 강하지 않고, 시스템 본부
의 지시감독권도 엄격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소매상 계약의 대상
은 통상적으로 생산품이며 서비스를 대상으로만 하지는 않는다. 계약소
매상 계약에 의해 판매된 제품에 대한 매출과 신용 위험은 계약소매상이
부담한다. 계약소매상 계약은 사무처리계약으로, 지시구속적인 판매촉진
의무 요소가 강한 혼합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소매상 계약에 대하여는 상
법상의 보호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11)

2. 프랜차이즈의 법적 성격
판매 중개 시스템 중 가장 최근에 발전된 형태인 프랜차이즈는 그 형
태에 있어 실제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의 법적 정의 및 법 유형론적 분류에 대한 견해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
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의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적
인 법적인 분모(分母)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모든 법적, 경영
학적 정의에서 보이는 프랜차이즈의 유일한 공통적 표지로는 가맹점주의
기업적 독립성이 강조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점이 개별 사안에 있어서 계약상으로는 프랜차이
즈 계약이 맺어져 있으나 그 실제 이루어진 계약 이행의 모습에 따라 법
률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가맹점주를
독립적인 자영업자 또는 가맹본부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아
야 할 것인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이루어진 실제 법률관계의 모
습에 따라 결정된다.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
라 계약 당사자에게는 여러 가지의 법적 효과가 달라지고, 특히 가맹본부
에게는 중대한 법적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는 특히 해지, 책임 및 사회보
험과 관련한 영역에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성이 있는 취업자와
11) Martinek, in: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 675 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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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복합적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는 일반적으로 비전형적
인(sui generis) 장기채권관계로 이해된다.12) 프랜차이즈에서 보이는 특
징 중의 하나인 노하우의 이전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관계는 쌍무적,
무형적 라이선스 계약13)으로 이해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계에는 판매
중개 및 타인의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사적 사무처리계약
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14) 그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관계는, 예컨대 매매, 임대차, 노무제공, 도급, 소비대차, 사무
처리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여러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15) 이 때
문에 프랜차이즈 관계는 ‘유형결합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16)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와 같은 요소 중 어떠한 요소가 중심에 있는지,
따라서 어떠한 요소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지에 관
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17)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심적인 특징을 시스
템에 특화된 노하우의 개발 및 전수로 보는 견해18)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라이센스 계약적 요소가 중심에 있게 된다.19)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계약은 독일 민법 제581조상의 ‘권리용익대차’의 특수
한 형태가 된다.20)
프랜차이즈가 서비스, 상업, 수공업 및 숙박업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의 발견에 힘
입은 바 크다. 프랜차이즈는 ‘본래 표준화될 수 없었던 것을 표준화’하고
12) BGH v. 13. 1. 2000, NJW-RR 2000, 1159 f.
13) BGH v. 2. 2. 1999 - KZR 11/97 - DB 1999, 842 ff.; Waßer(1999), Franchising
zwischen Arbeitsrecht und Handelsrecht, S. 85 ff.; Haunhorst(2000), Franchisenehmer zwischen neuer Selbständigkeit und Arbeitnehmerqualifikation, S.
225.
14) Martinek(1987), Franchising, S. 296 ff.; Reimann, Thomas/Wagner, Achim
(1998), Münchener Vertragshandbuch, S. 514 ff.
15) Ekkenga(1990), Die Inhaltskontrolle von Franchiseverträgen, S. 68 ff.
16) OLG Frankfurt/M. v. 27. 9. 1994 11 U (Kart) 30/94.
17) Emmerich(1995), “Franchising”, JuS, S. 761 ff.
18)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42.
19) BGH v. 2. 2. 1999 - KZR 11/97 - DB 1999, 842 ff.
20) Emmerich(1995), “Franchising”, JuS, S. 76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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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허가 될 수 없었던 것을 특허화’한 것이다. 시스템에 특수한 다양
한 인식 요소의 결합, 디자인과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것의 다양한 혼합, 법
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노하우의 다양한 혼합에 의해 비로
소 프랜차이즈가 생겨났고, 이를 통해 비로소 상업화될 수 있는 경제적
재화가 되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법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
어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개별 사안에서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형태 및 기타 다양한 요소의 결합
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의 본질로부터
포괄적으로 그 법적 효과가 도출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구체적인 계약 내
용의 해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개별 합의로부터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
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21)

3. 프랜차이즈의 현황
프랜차이즈 전략은 미국에서 계약에 의한 판매상 네트워크(General
Motors), 동일한 회사명으로 발현된 독립적인 개별 상점의 연쇄 사슬
(Woolworth)의 발전으로부터 생겨났다. 유럽 내에서 가장 오래된 프랜차
이즈 시스템은 1960년대에 설립된 OBI Bau-und Hemewerkermärkte
GmbH & Co. KG이다.
프랜차이즈는 1908년 초반 이후 독일과 서유럽 국가에서 급속도로 발
전하였다. 독일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1982년 200개에 불
과하였던 프랜차이즈는 2000년대 초 720개로 성장하였고, 2012년에는 985
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에 따르면, 2012년 프랜차이즈에는 72,700명의
가맹점주와 총 546,200명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
즈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의 하나로 급속도로 팽창하였고 중요한 경
제 활동 영역으로 성장하였다.
프랜차이즈가 발전하던 초반, 생산자에 의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

21) BGH v. 13. 1. 2000, NJW-RR 2000, 1159,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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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대량 생산된 재화의 판매를 최적화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었다. 이
로 인해 생산자에 의한 엄격하고 전제적 제어가 있는 전통적인,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배적인 종속적 프랜차이즈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예
컨대 식료품 분야에서는 단순상점형 프랜차이즈가 구축되었고, 이 시스
템은 가맹본부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는 시장의 힘이
산업에서 유통으로 이동된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 기준 독일프
랜차이즈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프랜차이즈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서비스 분야가 48%로 가장 많고, 상업이 27%로 그 다음을 차지
하고 있고, 그 밖에 요식업이 17%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가맹점주가 투자하는 비용 규모를 보면, 가맹
점주의 첫해 투자 금액은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55%에서 5만 유로
이하, 4분의 1가량에서는 5만 유로에서 10만 유로 사이로 나타났고, 약
15%의 가맹점주의 투자 금액은 10만 유로에서 20만 유로였으며, 약 5%
가량의 가맹점주가 2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한편, 2000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23) 가맹점주의 만족도는 업무에
대하여 70%, 사업적 성공에 대하여 70%, 시스템의 시장 진입 형태에 대
해 60%, 가맹본부와의 관계 및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81%로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자
신의 업무가 변화가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시간 차원에서의 업무 부담은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주당 57시간 정도이고, 연차
휴가는 대략 17일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맹점주의 거의 절반
가량인 48.2%가 다른 업무에서 동일한 정도의 노력을 하였다면 좀 더 높
은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54.8%만이 가
맹점주로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안정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높거나 상
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2) http://www.fuer-gruender.de/wissen/geschaeftsidee-finden/franchise/franchisedeutschland/.
23) Schülter(2000), Die Zufriedenheit von Franchisenehmer - Erste Ergebnisse
eines Forschungsprojekts des Internationalen Centrums für Franchising und
Cooperatkon an der Universität Mü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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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학설에는 프랜차이즈 관계를 기업적 결합의 강도, 목적 추구의 공통성
정도, 가맹본부가 가진 지시 권한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 견해가
주장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관계는 종속적 프랜차이즈와 파트너형
프랜차이즈로 구분되며, 파트너형 프랜차이즈는 다시 병렬형 프랜차이즈,
동맹형 프랜차이즈, 연합형 프랜차이즈로 구분된다는 견해가 있다.24) 이
에 따르면, 동맹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존
재하는 판매 최적화라는 공동 목적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조합이 존재하
며, 연합형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상호 간에도 민법상의 조합
이 존재하게 되는 반면, 병렬형 프랜차이즈와 종속적 프랜차이즈에서는
교환계약적인 목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합적 결합을 긍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분류, 그리고 이러한 유형 분류로부터 공동 목
적 추구를 근거로 하여 그 법률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견해는 학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25)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전형적으로 타
인의 이익을 위한 판매촉진의무 및 감독지시권한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구조적인 이익 대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26)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대부분 지배적인 형태는 종속적 프랜차이즈이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유형을 중심으로 그 법률관계를 논하기로 한다.

24) Buschbeck-Bülow(1989),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 Vertretung in FranchiseSystemen”, BB, S. 352.
25) Martinek(1997), “Vom Handelsvertreterrecht zum Recht der Vertriebssysteme,”
ZHR, S. 69.
26) Skauppy(1990), “Franchise-Systeme und Betriebsräte,” BB, 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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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가. 가맹본부의 계약체결 전 설명의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상황에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의
경제적인 상황, 시스템의 현황 및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얻을 수 있게 되는
수익에 대한 전망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존재하는 계약 체결 이전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가맹본부는 시스템의 수익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정확성 및 완
전성에 대해 계약체결 전 설명의무를 진다.27)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의무
에 위반한 경우, 학설의 다수적 견해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
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독일 민법 제311
조 제2항, 제241조 제2항, 제28조 제1항).
계약체결 전 설명의무의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
맹점주가 프랜차이즈의 장래 수익성 및 자영업자로서의 가능성을 현실적
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료
가 사실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케팅 전략의 성공 가능성(수익성에 대한
전망), 파일럿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 기업에서의 이전의 경험, 해
당 콘셉트를 실제 적용한 기간 및 범위, 경쟁 상황 및 시장 상황, 프랜차
이즈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판로에 관한 사항, 가입금뿐만 아니라 모
든 비용을 포함한 필요한 노동 및 자본 투입, 프랜차이즈 점포에 실제 기
대되는 매상 및 수익, 예상되는 고객 또는 계약체결건수, 초기 단계에서
초기 손실의 예상 금액 및 기간 등. 그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는 향후 자신
이 부담하는 매상 및 시스템 촉진의무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네트
워크 관계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가맹본부의 능력 및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이전에 사전 설명되어야 할 사
항의 대부분이 가맹본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계약체
27) OLG München v. 13. 11. 1987, BB 1988, 865 ff.; OLG München v. 16. 9. 1993,
NJW-RR 1994, 66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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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전 설명의무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형태가 된다.28) 이에 따라 가맹본
부가 가맹점주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수익 상황
에 대해 설명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몫이 된다. 또한 회사
에 대한 책자, 프랜차이즈 팸플릿 또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으
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투자에 있어 정보제
공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률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29)
계약체결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 된다. 사전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을 면제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
다. 약관 형태의 책임면제조항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
기 때문에 무효이다(독일 민법 제307조 제2항 제1호).
나. 약관으로서 프랜차이즈 계약
비전형 계약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하여는 독일 민법 제126조에 따른
서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수직 결합
의 형태로 가맹본부와 하위 판매 단계에 위치하는 가맹점주 간에 경업 제
한(예컨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재화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조
건, 라이선스 형태의 노하우 등의 사용 제한)에 대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계약은 반경쟁제한법(GWB)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계약 전체가 반경쟁제한법 및 독일 민법 제125조에 따라 서
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원칙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 1997년 1월 14일 판결에 의하면,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은 여러 장
의 문서가 외관상(특히 문서의 형태, 페이지 번호 및 내용적 관련성 등)
하나의 계약 문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도 서면 형식은 준수한 것으
로 인정된다.30)
28) OLG München v. 13. 11. 1987, BB 1988, 865 ff.; Martinek, in : Martinek
/Semler(1996), Handbuch des Vertriebsrecht, § 19 Rn. 3.
29) Flohr(1998), Franchise-Vertrag, S. 9.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Blanke
(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54 f.
30) BGHZ 136, 361; 142, 16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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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은 당사자 간의
개별적 교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독일 민
법 제30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한다.31) 이는 가맹점주
에 대한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도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한 독일 민법 제
242조 등에 의해서도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다른
약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 민법 제305조 이하에 따른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상인이었던 경우에
는, 독일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독일 민법 제305조 이하의 규정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간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기간을 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리고 대부분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
로서 허용된다.32) 그러나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에 의해 비로소 상인이 되
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장기채권관
계에 있어 최대 기간 초과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 제309조 제9호 a-c33)에
따른 제한이 있게 된다(예컨대 최대 2년의 기간, 최대 1년의 묵시적 갱신,
31) Martinek(1987), Franchising, S. 305.
32)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81.
33) 독일 민법 제309조(평가유보 없는 금지조항) 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9.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 약관사용자가 물건의 정기적 인도 또는 노무 또
는 일의 완성의 정기적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
a) 타방 당사자를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구속하는 계약존속기간,
b) 타방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관계의 묵시적 연장에 있어 그 기간이 각 1년
을 넘는 경우, 또는
c) 타방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최초에 정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보다 더 길게 정한 해지기간;
이는, 일체로 매도된 물건의 인도에 관한 계약, 보험계약, 저작권법상의 권리, 청
구권자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저작권 이용 회사 간의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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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3개월 이상 장기의 해지 기간의 불허).34)
한편, 프랜차이즈 계약이 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반조
항35)은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36)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단기 또는 장기의 계약 기간으로 인해 부당하
게 불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37)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약관
의 형태로 합의된 최소최대기간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것
이어야 한다. 가맹점주 측에서는 시스템에 필요한 또는 이로 인한 투자
회수를 위한 충분한 장기의 초기 기간 및 사업의 계속적 보장이 문제되
고, 가맹본부 측에서는 한편으로는 가맹점주를 위한 설비, 시설, 재정지원
형태의 자본 회수,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변화된 판매 환경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가능성이 문제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정한 기간
으로 인해 상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과도하
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설에서는, 연장 규정이 있
는 2년에서 5년, 최대 10년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합의에서 정한 초기 기
간은 허용되지만, 20년 또는 그 이상의 계약 기간은 예외적으로 가맹본부
의 상당한 물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견해
34) Martinek(1987), Franchising, S. 306.
35) 독일 민법 제307조(내용통제)
①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 그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이해
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도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될 수 있다.
② 약관조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하게 불리
함이 인정될 수 있다.
1. 약관조항이 법률상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상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2. 계약의 성질에 의해 발생하는 본질적 권리의무를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제308조와 제309조는, 법률에 정해진 것과는 다른 내용 또는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기타의 약관조항은,
제1항 제1문 및 제1항 제2문에 의해 무효일 수 있다.
36) KG Berlin v. 21. 11. 1997 - 5 U 5398/97 (Burger King) - BB 1998, 607.
37) 학설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독일 민법 제242조를 드는 견해가 있다(Martinek
(1987), Franchising, S. 33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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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38)
한편,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연장조항을 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양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
된다.

2.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당 기간의 거래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장기채권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향후 협력관계의 형태 및 범위, 상호 간에
대한 충실의무가 규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은 다양한 계약적 요소가 포
함되어 있는 혼합계약이고, 그 형태 또한 실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법률
에 규정된 어느 계약 형태에 맞춰 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독일
내 대부분의 견해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하여는 독일 상법 제84
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며, 프랜차이즈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약관의 형
태를 띠고 있다는 점, 가맹본부와 개별 가맹점주 간에는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일 민법 제305조 이하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규
정이 적용된다.39)
이하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가맹본부와 가
맹점주의 핵심적 의무를 중심으로 권리의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맹본부의 의무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주된 의무로는 우선 가맹점주에게 프랜차
이즈 패키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격리스트, 고객서비스안내서, 광고물, 거래조건 등), 프랜차이즈의
컨셉트와 관련한 노하우, 가맹본부가 보유한 특허, 상표 기타 표지 등에
38) Ekkenga(1990), Die Inhaltskontrolle von Franchiseverträgen, S. 166.
39)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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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용허가 등과 같이 가맹사업을 개업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40)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또 하나의 주된 의무는 가맹점주의 사업
을 촉진할 의무이다. 사업촉진의무는 정보제공, 상담, 지시 및 교육, 광고
등에 의해 가맹점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
다.41)
가맹본부의 부수적 의무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촉진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촉진의무는 양질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권한을 행사하고,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 및 판매 전략을 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
다.42)
나. 가맹점주의 의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주된 의무로는 수수료 납부 의무
및 판매 촉진 의무를 들 수 있다.
수수료는 가맹사업의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금과 영업수수료로 구분된다.43)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적용할 의무 등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촉진의무에 포함되고, 가맹점주는 판매중개인으로서
독일 상법 제86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통상적인 상인의 주의의무에
따라 판매를 촉진할 의무를 부담한다.44)
또한 가맹점주는 시스템에 특수한 영업 현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
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독일 상법 제86조 제2항의 유추적용).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주는 특히 매출의 변화, 해당 지역의 경쟁 상황, 매출 촉
40)
41)
42)
43)
44)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67.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68.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70.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72.
Martinek, in: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 675 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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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관련한 경험(광고, 고객 서비스, 소비자 반응 등)에 대해 보고할 의
무를 진다.45)
한편, 가맹점주는 판매촉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기능을 본인 스스로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46)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주를 대신하여 영업
을 수행할 자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본부는 협의권을 가진다.47)
한편,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흔히 정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비밀유지의
무, 부업 및 경업 금지의무 등은 가맹점주의 부수적 의무인 충실의무에
해당한다.

3.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
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해지가 제한되는 초기기간 이후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 기간 및 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 측에 의한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맹점주 측에 의한 해지를 규정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48)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둔 경우, 가맹본부 측에 의한 해지기간이
가맹점주의 해지기간보다 단기의 해지기간이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렇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해지기간에 대하여도 가맹본부의 해지
기간만큼의 해지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독일 상법 제89조 제2
항의 유추적용).49)
45)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73.
46) 이에 관해서는 Martinek, in: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 675 D 36.
47)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75.
48)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86.
49) 독일 상법 제89조(계약의 해지)
②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해지기간은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기업주
의 해지기간이 대리상의 해지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기업에 대해 더 짧은
기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대리상에 대해 합의된 해지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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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외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
은 경우에도, 장기채권관계인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임대차,
고용, 조합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통상해지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이 경우 최소해지기간에 대하여는 독일 상법 제89조 제1항이 적
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50) 이에 따라, 해지는 역월의 말에 대하여만 허
용되며, 해지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내에는 1개월, 2년 내에서는 2개월, 3
년 내지 5년 내에서는 3개월, 5년 이상에서는 6개월이 된다(독일 상법 제
89조 제1항). 합의에 의해 해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지만, 법
에 규정된 것보다 긴 해지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독일 상법 제89조
제2항 1문).
독일 상법 제89조 제1항은 대리상계약에 대하여 법률로 최소해지기간
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해지기간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밀접한 시스
템적 결합 및 이로 인한 분리상의 어려움 및 다른 독자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종종 이에 적당하지 못한 짧은 기간으로 지
적된다. 이에 학설에서는, 판매중개인에 대한 조달자의 강화된 충실의무
를 인정하고, 판매중개인의 투자 보호를 위해 협력의 초기 단계 동안 통
상해지를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설에서는 최소 1년의 해지기간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51) 이와는 달리 해지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해지기간의 적
정성은 개별 사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2)
이에 따르면 초기 사업 보호 및 투자 보호에 관한 원칙에 따라 가맹본부
의 통상해지에 대하여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해지가 가맹
본부에 의해 권유되었고 가맹점주가 협력관계의 계속을 신뢰하여 이루어
진 투자가 회수되기 전에 유효하게 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242조에 따
라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점주의 투자가 회수
될 때까지 계약관계를 지속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해지를
50)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87; Martinek(1987),
Franchising, S. 324 f.
51) Ekkenga(1990), Die Inhaltskontrolle von Franchiseverträgen, S. 167.
52) Martinek, in :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 675 Rn. D.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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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로 할 것인지 선택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53)
한편,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
기채권계약인 프랜차이즈 계약은 독일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의 유추 적용
에 의해 언제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
석된다.54) 중대한 사유는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쌍방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할 때 해지자에게 해지기간의 경과 시 또는 고용관
계에 약정된 종료 시까지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
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즉시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초기 투자 기간에 대
하여도 적용된다.55) 개별 사안에서의 사정, 특히 기존 계약관계의 기간에
따라 즉시 해지 이전에 경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즉시 해지에 대하
여는 독일 상법 제89조의a56)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대리상, 수수료 대리점, 계약소매상, 그리고 가맹점주와의 판매중개계
약에 관한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즉시
해지 사유로 인정된 바 있다.57)
- 판매촉진의무의 지속적 위반58)
- 상품 제공 지침에 대한 반복적 위반59)
- 보고 및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다수의 위반60)
- 판매중개자의 불법적인 부업 행위61)
53) Martinek(1987), Franchising, S. 336 ff.
54) BGHZ 133, 316, 320.
55) BGH v. 25. 3. 1993, NJW 1993, 1972 f.; BGHZ 133, 316, 320; BGH v. 17. 12.
1998 - Ⅰ ZR 106/96, NJW 1999, 1177 = BB 1999, 974.
56) 독일 상법 제89조의a(해지기간 없는 해지)
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해지기간 없이도 계약관계를 해지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없다.
② 해지가 타방 당사자에게 과책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계약관계의 해지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57) Martinek, in: Staudinger(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sgesetzen, § 675 Rn. D 64.
58) OLG Nürnberg BB 1963, 447.
59) BGH NJW 1985, 1894.
60) BGH ZIP 198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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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적인 계약 영역에서 계약에 위반한 직접 상품 제공62)
- 판매 구역의 축소63)
- 계약 상품에 대한 자의적 거부64)
나.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
통상해지의 경우 해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존재한다. 통상적인 해지기간을 두지 않고 이
루어지는 즉시해지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즉시 종료된다. 계약 종료에
의해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및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 제공되었던 서류, 책자 및 설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
담하는 반면(독일 민법 제675조, 제667조), 가맹점주에게 속해 있던 해당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특수한 시설과 설비 및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계약의 종료에 의해 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가
맹본부에 이에 대한 구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65)
독일 상법 제90조의a66)는 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 금지에 대하여 규정
61)
62)
63)
64)
65)
66)

BGH BB 1979, 242.
BGH DB 1967, 201.
BGH DB 1966, 577.
BGH DB 1972, 193.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95.
독일 상법 제90조의a(경업금지약정)
① 계약관계의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대리상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합의(“경
업금지약정”)는, 서면형식과 합의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기업주가 서명하여 이를
대리상에게 교부할 것을 요한다. 경업금지약정은 계약관계의 종료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업금지약정은 대리상에게 할당된 구역 또는 고객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리상이 거래의 중개 또는 체결에 노력하였던 거래대상에 대하
여만 적용된다. 기업주는 대리상에게 경업금지기간 동안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② 기업주는, 계약관계의 종료 시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후 6개
월의 경과에 의해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하여 경업금지를 포기할 수
있다.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과책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사
유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지 후 1개
월 이내에 경업금지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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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관계의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대리상의 영
업활동을 제한하는 합의(경업금지약정)는, 서면 형식과 합의된 내용이 담
긴 문서를 기업주가 서명하여 이를 대리상에게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내 학설의 다수적 견해에 따르면, 독일 상법 제90조의a는 프랜차이
즈 계약에도 유추 적용된다.67) 독일 상법 제90조의a 제1항 제2문에 의하
면 계약 종료 이후 경업 금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68) 또한 경
업금지약정이 허용되는 한, 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 금지는 종전 가맹사업
계약이 체결되었던 분야 및 가맹사업계약의 대상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경업 금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생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한편 가맹
본부는, 계약관계의 종료 시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후 6
개월의 경과에 의해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하여 경업 금지를
포기할 수 있다(독일 상법 제90조의a 제2항).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였던 노하우에 대해 여전히 사
업 비밀을 유지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제공되었던 노하우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합의로 그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 종료 이후 경업 금지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
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69)

제4절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

가맹점주는 외견상 자영적인 계약소매상으로 자신의 명의 및 자신의
④ 대리상에게 불리한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7)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95.
68) EU의 GruppenfreistellungsVO 2790/99에 의하면 계약종료 이후 경업금지는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69)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 Ekkenga(1990), Die Inhaltskontrolle von Franchiseverträgen, S. 182. 이와 다른 견해로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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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점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은 형식상 자영업
자 간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70) 그러나 가맹점주가 내부적으로는 가맹
본부가 상세히 정한 내용 및 지시감독권한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
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있어 가맹점주를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
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근로계약과 엄격히 구분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관계에 전형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사
실이 개념상 개별 사안에 있어 가맹점주가 종속의 형태 및 정도로 인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개별 사안에 있어 계약의 규정과 실제 이행 모습 및 이로 인
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하는 독립적인 취업 활동의 (형성)가능성 및 기회와
위험의 분배에 따라 가맹점주는 자영업자, 근로자 유사한 자 또는 근로자
로 볼 수도 있다.

1.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독일의 경우 법률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단결권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도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하고 있
어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독일에서는 근로자 개념
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노동법의 생성기 이후 판례와 학설에 의해 지
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국노동법원의 초기 판결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판단되었다. 당시만 해도 ‘종속노동’은 사
회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어 파악된 관념이었다. 이에 따라 종속노동을 자
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상대방의 지배관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적 현상에서 접근, 이해하면서, 독립성과 대칭관계로 설정된 종속성
을 경제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종속성

70) BGH v. 2. 2. 1999 - KZR 11/97(“Sixt”) - DB 1999, 842 ff.,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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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였던 것이다.71)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은 이후 제국노동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
자성의 판단 기준을 경제적 종속성에서 ‘인적 종속성’으로 대체함으로써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이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인적 종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적 종속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나, 인적 종속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 표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인적 종속성 판단의 개념 표지로서 업무 방법
에 대한 종속, 시간적 종속, 장소적 종속, 조직적 종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여부는 가맹점주가 지시권의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가맹본부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업무와 관
련된 가맹본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사업주로서의 영업기회
를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72) 따라서 가맹점주
가 독립적인 사업주가 아니라, 단지 가맹본부의 판매자의 역할에 머무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세부적인 지시에도 따를 뿐 아니라 영업 성
과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가맹점주가 예컨대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프랜차이즈 콘셉트와 같이 프랜차이
즈 사업 그 자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의
한 상세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 가맹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
본부의 일정한 통제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함
에 있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가맹점
주가 자신의 업무시간과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고

71) 박종희(2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노동법학 16, 한국노동법학회, pp.78
～79.
72) Hergenröder(2007), “Denzentralisierung der Produktion und Arbeitsrecht,” RdA,
S.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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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업무와 내근 업무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 근로
자성을 부정하거나, 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상품의 진열과 배치, 종업원의 고용에 제한
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에
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지
는 않았다.73)
한편, 가맹점주가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평가되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
인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가맹점주는 사용자로
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가맹점주의 근
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
맹점주에 고용된 근로자와 가맹본부 간에 노동법상의 법률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가맹점주의 근로자와 가맹본부 간에 소위 ‘간접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간접적 근로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
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개념으로, 간접적 근로관계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사용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 근로자로 하여
금 계약상의 관계가 없는 자신의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경
우를 말한다.74) 간접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
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 즉 중개자(또는 중간자), 중개자와 근로계약
을 맺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는 계약상의 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사
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간접근로자, 그리고 간접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채 간접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자, 즉 간접사용
자, 이 세 당사자가 존재하게 되고, 간접적 근로관계는 첫째, 중개자와 간
접근로자 간에는 종속관계가 있고, 둘째, 간접사용자가 중개자가 다른 근
73) 박지순(2005),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p.70.
74) BAG vom 9. 4. 1957, AP Nr. 2 zu § 611 BGB Mittelbares Arbeitsverhältnis;
BAG vom 8. 8. 1958, AP Nr. 3 zu § 611 BGB Mittelbares Arbeitsverhältnis;
BAG vom 20. 7. 1982, AP Nr. 5 zu § 611 BGB Mittelbares Arbeitsverhältnis;
Hamann(1995), Erkennungsmerkmale der illegalen Arbeitnehmerüberlassungs in
Form von Scheindienst- und Scheinwerkverträgen, S. 44.

154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지 또는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셋째, 간접
사용자가 간접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간접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간접사용자의 근로
자인 중개자가 간접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앞서 살펴본 근
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고용된 근로
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간접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가맹점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노동법상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75)

2.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
한편, 독일의 경우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종속
되어 있는 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유사한
자’라는 일반적 개념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76)
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의a에서는 근로자 유사한 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 유사한 자란 근로자와 달리 인적 종속성은 없
지만 그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비슷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
의 도움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시간적 관점이나 소득적 관점에서 주
로 한 위탁자를 위해 활동하며 적어도 영리 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 소
득의 절반 이상을 이로부터 받는 경우에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77)
근로자 유사한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법,78) 연차휴가법,79) 노동법원
75) Hergenröder(2007), “Denzentralisierung der Produktion und Arbeitsrecht”, RdA,
S. 231. 간접적 근로관계의 현대적 의의 및 간접적 근로관계로 인한 법률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2008), ｢간접적 근로관계 - 간접적 고용형태에 있어
제3자의 노동법상 책임｣, 노동법연구 24,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참조.
76) 독일의 근로자 유사한 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지순(2005), 독일의 유사근로
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77) 예술, 저술, 저널 활동을 하는 자 및 그 기술 인력의 경우는 단체협약법 제12조 제
3항에 특별 규정을 두어, 평균적으로 영리 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한 위탁자로부터 받으면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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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0) 등이 적용된다.81)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 가맹점주의 문제가 다투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으
로는 아이스만(Eismann) 판결이 있다. 아이스만은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다양한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자기 소유의 냉동차량을 보유한
판매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각 판매 지역별로 할당하고 그 판
매자의 고유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를 위탁하는 프랜차이즈 판매 방식
78) 독일 단체협약법 제12조의a(근로자 유사한 자)
①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된다.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있어 근로자와 유사
하게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근로자와 유사한 자”)로서,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근
로자의 도움 없이 행하는 경우,
a) 주로 한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b) 평균적으로 영리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람에 의
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이와 다르
게 정하지 않는 한, 산정에 있어서 직전 6개월, 이보다 짧은 기간인 경우에
그 기간이 기준이 된다.
2. 근로자와 유사한 자를 고용한 제1호에 열거된 자 및 이들과 근로자와 유사한
자 간에 고용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성립된 법률관계
②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복수의 자가 기업집단(콘체른)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 간에 성립된 조직공동체 혹은 일시적이지 않
은 공동사업체에 속해 있는 경우에, 이들은 1인으로 본다.
③ 예술․저술․저널활동을 하는 자 및 그 기술 인력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b)
의 전단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평균적으로 영리활동의 대가로 얻은 전체 소득
의 3분의 1이 한 사람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④ 이 규정은 ｢상법｣ 제84조상의 대리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9) 독일 연차휴가법 제2조(적용범위) :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현업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근
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되는 자도 근로자로 본다; 가내근로에 대하여는 제12조
가 적용된다.
80) 독일 노동법원법 제5조(근로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현업근로자, 사무직근로자 및 직업훈련을 받
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내근로법｣
제1조), 기타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되는 자도 근로
자로 본다. 법률, 정관 또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단독으로 또는 대표기관의 일원으
로서 법인 또는 인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는, 그 법인 또는 인적공동체
의 사업 내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81) 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지순(2005),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
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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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었다.
가맹본부인 아이스만의 냉동상품차량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가맹
점주가 계약관계를 해지하면서, 사용권의 허가, 노하우의 전수, 교육훈련
및 최초 설비를 위해 지불되었던 2만 마르크의 금액에 대한 반환, 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 금지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독일 연방노
동법원은 가맹점주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에만 구속되어 있었
고, 자신의 업무 수행과 그 시간이 프랜차이즈 업무 지침에 따라 확정되
어 있어 시장에서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
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를 위한 활동 이외에
이렇다 할 생계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맹점주의
자영업자성을 부정하였다.8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사건이 노동법원의 관할인지 상사법원의 관할인지만 판단하면 되었기 때
문에, 가맹점주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
았다.

제5절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이익대표

1. 가맹점주 근로자의 이익대표
가맹점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이익대표와 관련하여, 학설에서는 독일의
사업장조직법의 적용 가능성, 특히 가맹점주의 사업장 내에 종업원위원
회(Betriebsrat)가 설치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지만,83)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그다지 실제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사업장조직법에 따르
면, 종업원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82) BAG v. 1997. 7. 16, NZA 1997, S. 1126.
83) Nolting(1994), Die individualarbeitsrechtliche u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 Beurteilung von Franchisesystem; Gittermann(1995), Arbeitnehmerstatus
und Betriebsverfassung in Franchis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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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 피선거권이 있는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사업에는 설치될 수 있
는데(제1조 제1항), 개별 가맹점주의 점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84)
한편, 사업장조직법에 따르면, 기업 내에 여러 개의 종업원위원회가 있
는 경우에는, 기업 수준의 근로자 이익대표 제도로서 기업종업원위원회
(Gesamtbetriebsrat)가 설치된다(제47조 제1항). 그렇지만 연방노동법원
의 판례에 따르면, 가맹점주를 독립적인 사업주로 보고 이에 따라 개별
가맹점을 각각 독립한 기업으로 보는 경우, 개별 가맹점들이 네트워크 구
조로 인해 서로 조직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 수준에서의 기업종업원위원회는 설치될 수 없을 것이다.85)

2. 가맹점주의 이익대표
독일 사업장조직법은 그 적용 및 보호 범위가 근로자로 제한되기 때문
에, 가맹본부의 결정에 참여할 자영적인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이 법률
에 의해서는 적절히 고려될 수 없다. 자영적 기업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에 참여하는 자의 특수한 구조 및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
의 참여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86)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가맹점주와 같이 독일 내에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노동조합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활동에
점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NGG 같은 노동조합의 경우는 사업 또는
기업과 근로관계에 유사한 종속관계에 있는 취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노조 규약을 명시적으로 개정하였다(NGG 규약 제4조).

84) Blanke(2002), Neue Beschäftigungsformen, Teil. 5 Rn. 120.
85) BAG v. 11. 12. 1987 - 7 ABR 49/87 - BB 1988, 1389. 한편, 프랜차이즈를 유형
적으로 분류하는 학설상의 견해에 의하면, 동맹프랜차이즈와 연합프랜차이즈의
경우 이에 참여한 기업에 공통적으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
에 기업근로자대표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86)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 Nebe(2014), “Neue Arbeitswelten - Die Innovationskraft d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AuR, S. 5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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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프랜차이즈는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의 하나
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적 정의, 가맹본부와 가
맹점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기본적으로 가맹본
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성립되는 프랜차이즈 관계는 민상사거래라는 관점
에서 독일 민법이나 상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례와 학설에 의해 그 공
백이 메워지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주 간의 계약은 약관
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관계는 약관
규제를 통해서도 규율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설정한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종속적 프랜차이즈
의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취업자의 형태
가 근로자, 근로자 유사한 자, 자영업자 3분법에 따라 규율되는 독일에서
는 가맹점주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
고, 이에 대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갖게
되는 경제적 종속성 및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근거
하여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한다.
현행 독일 내 법률 시스템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주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독일
입법자가 풀어야 할 법정책적 과제이다. 이와는 별개로 노동조합 차원에
서 가맹점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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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1. 문제 제기
영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1970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에는 개인사업자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 형태이
다.1)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하게 지
배하고 있는 영국의 법체계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특별한 입법
적 규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통법(Common Law)상 원칙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이 적용되고 있다.2)
이처럼 영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법

1) Chatten, Richard/Dellar, Lewis(2012), The UK Franchise Directory : The
Complete Guide to Franchising(25th), Franchise Development Services Ltd,
p.12.
2) 영국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고용보호입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이 다
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이다. 영국 노동법사에
서 언제부터 제정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해고
를 기준으로 보면 1965년 고용조정보상법(Redundancy Payment Act 1965)이 최초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주로 대륙법계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늦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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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없음은 물론, 민사, 상사, 노동관계 등에 관한 법령들에서도 프랜차
이즈 관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프
랜차이즈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그 해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3)
별도의 법적 정의 규정이 없는 프랜차이즈 관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
부의 상표, 상호, 서비스 표식 등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와 동일한 이미지
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
는 관계라고 설명된다.4) 프랜차이즈 관계는 가맹본부가 각종 영업의 지
원과 통제를 하는 한편, 가맹점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약, 즉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contract)을 통해 성립된다.5)
그런데 프랜차이즈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약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법 태도는 계약 교섭력이 대등하다는 전제하
에서만 유효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섭력의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이익 분
배는 물론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관해서도 세부적으로 관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업 관여 행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들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독점적 지위를 바
탕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종속성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영국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기
3) Pratt, John(2014), The Franchisor’s Handbook : Your Duties,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Hamilton Pratt, p.25.
4) Pratt(2014), p.26.
5) European Franchise Federation(2011), Franchising : a Vector for Economic
Growth in Europe,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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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점은 이미 기존의 실증적 조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어 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가
맹본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기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업을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즉 법적 권리가 부재한 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6)
가맹점주들의 대부분은 사업의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이
지만, 그들은 사업의 핵심 사항, 즉 사업의 목적이 되는 상품, 노하우, 인
테리어 등을 가맹본부의 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의 성패
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구체
적인 사업의 운영 및 수익률(총매출 대비 가맹점주의 수익 비율)이 정해
지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가 가맹점주의 사업 이익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7)
이처럼 가맹점주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하여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 모집 시 이러한 종속
성을 심화시키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없는 자들을 모
집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8)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방식을 최소화
하여 가맹점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부에 종속적으로 되
게 만든다. 이러한 종속성에 근거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은 그 주된 목적물
인 특정 제품 내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부수적 원료 및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인테리어나 상품의 전시 자
체도 계약적 규제의 범주에서 결정된다.

3. 본장의 논의 범위
본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종속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하여, 노동관계로의 포섭
6) Felstead, Alan(1993), The Corporate Paradox, Power and Control in the
Business Franchise, Routledge, p.85.
7) OECD(2000), OECD Employment Outlook, p.8.
8) Felstead(1993),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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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의 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도록 한다.
우선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계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총판계약을 통해 가맹본부가 외국 기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획득하는 관계, 지역 단위 총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권의 일부
를 위임하는 계약을 통해 형성된 지역총판관계, 가맹본부가 아닌 지역총
판과 가맹점주의 계약관계 등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들도 프랜차이즈
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프랜차이즈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하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 또는 계약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가맹점
에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란 이름하에서 다양한 인적 서비스가 프랜
차이즈로 포섭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가맹점 개념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적 서비스 그 자체가 대상인 프랜차이즈를 ‘인적 프랜차이즈’라고 한
다. 대표적인 인적 프랜차이즈로는 가맹본부의 관리하에서 특정 지역별
로 활동하는 교육 및 상담을 위한 프랜차이즈가 있다.9) 현재 이러한 인
적 프랜차이즈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자영업자’라
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인적 프랜차이
즈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HMRC)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제1종
적용을 위한 고용상 지위 확인에 관한 매뉴얼”10)이 시행되고 있는데,
HMRC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파견 및 하도급 근로자,
청소업 종사자, 전신 및 전화 설비업 종사자, 강사 및 교사, 연예인, 경비
업자, 보험중개인 등에 관해서는 그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관계가
추정되도록 하고 있다.11)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적 프랜차이즈
를 제외한, 점포형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포섭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
도록 한다.

9) Pratt(2014), p.26.
10) HMRC(2014. 5), Employment Status Manual for tax and Calss 1 NICs purpose.
11) 한편 전문적 자격증(certification)을 바탕으로 평가,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HMRC 매뉴얼,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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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프랜차이즈 현황

1.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개요
프랜차이즈의 기원은 중세 시대 영주가 주권자(국왕, 대영주 및 교권자)
에게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호의 대가로 지급한 것에서 유래하지만,
상업적 의미의 프랜차이즈는 1858년 미국의 싱어재봉회사가 고객 교육 및
자금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General Motors의
판매 조직 등을 거쳐 1950년대 패스트푸드 기업과 음료회사(Coca-Cola,
Pepsi)의 유통망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요식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
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인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라는 광활한 영토에서 완제품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동
일한 품질의 제품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12)
하지만 미국과 지리적 여건에 차이가 있는 영국에서는 이러한 요식업
을 통한 프랜차이즈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1960년대부터 맥도날드나
KFC와 같은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그 당시에
는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실패했으며, 이 시기 영국 브랜드 중 일부 펍에
서 프랜차이즈 시도가 있었지만 시장에서 성공하진 못했다.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활성화된 것은 1977년 영국프
랜차이즈협회(BFA)가 발족된 이후였다. 당시 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작한 BFA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도모하였으
며,13) 이러한 노력으로 이후의 영국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1980년대부터
12) Chatten/Dellar(2012), p.12.
13) BFA의 창립 멤버는 요식업체인 KFC, Wimpy International, 이외에도 청소대행
업체인 ServiceMaster, 하수도 배관업체인 Dyno-Rod, 자동차튜닝 업체인
Ziebart GB, 사무기기 업체인 Prontaprint, 자동차렌털업체인 Budget Rent a Car,
호텔체인업체인 Holiday Inns UK가 있었다. 이처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프랜
차이즈 업체들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여, 요식업의 비중이 높은 미국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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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급증하게 되었다.14)

2.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영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어 왔는데,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은 큰 영향
을 받지 않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2013년을 기준으로 프랜차이
즈 산업 규모는 13.7억 파운드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림 6-1]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
(단위 : 1억 파운드)

자료 : BFA(2014), bfa franchise survey 2013, p.20.

때 서비스업 및 유통업(상업)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OECD(2000), p.8).
14) 1980년대는 영국 경제의 호황기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는 점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확대에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1979년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부 이후 노동
조합에 대한 강경 정책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들이 해고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
였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 역시 프랜차이즈의 공
급이 늘어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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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13년 기준 930여 개로
2000년(642개)에 비하여 약 45%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프랜차이
즈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이미 브랜드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평
가도 있었지만,15)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요식업 프랜차이
즈 브랜드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지속적인 자체 프랜차이즈 브
랜드를 창출하여 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여 개의 브랜드가 증가한 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은 30여 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
타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증가에 수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다만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2000년 → 2013년 45%), 프랜차
[그림 6-2] 영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추이
(단위 : 개)

자료 : BFA(2014), bfa franchise survey 2013, p.15.

15) Helm, Dieter/Jenkinson, Tim(2003), Competition in Regulated Indus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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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가맹점 수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여 왔으며(2000년 → 2013년
11%), 최근에는 가맹점 수가 소폭 감소하는 등 가맹점 수는 정체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4]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으로 막대 그래
프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총 종사자 수(2013년 기준 : 561만 명)를 나
타내고, 선 그래프는 전일제 종사자 수(2013년 기준 : 256만 명)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2012년 대비 2013년) 두드러지는 변화는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
인데,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견
해도 있지만,16) 이와 반대로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증가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고용의 질을 논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17)
[그림 6-3] 영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단위 : 만 개)

자료 : BFA(2014), bfa franchise survey 2013, p.13 표 중 발췌 및 편집.

16) BFA(2014), bfa franchise survey 2013, p.22.
17) The Telegraph( 2014. 1. 23) (http://www.telegraph.co.uk/finance/jobs/10591324/
Rise-of-the-self-employed.html) (접속일 2014년 8월 30일).

제6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영국 167

[그림 6-4] 영국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
(단위 : 만 명)

자료 : BFA(2014), bfa franchise survey 2013, p.21.

<표 6-1> 영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분석
(단위 : %)
프랜차이즈 전체

신규 프랜차이즈

2005

2011

2013

2005

2011

2013

30 이하

10

5

7

17

14

22

31～40

20

15

21

27

31

19

41～50

32

31

34

35

39

42

Over 50

37

49

38

20

19

17

평균 연령

46

49

47

41

41

41

남성

80

72

70

84

62

82

여성

20

28

30

15

38

18

연령

성별

자료 : BFA(2014), bfa franchise survey 2013,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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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인적 특성을 분석한 <표 6-1>를 살펴보면, 40
세 이상의 연령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소득을 위하여 프
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맹점주가 다수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최
근에는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30세 이하의 연령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22%).

3. 영국 프랜차이즈의 특징
최근 영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다소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 산업은 양적, 질적
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프랜차이즈의 다양성, 전문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후기 프랜차이즈 산업에 도
달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19) 이러한 견해들에서는 영국 프랜차
이즈가 단순한 기존 브랜드의 확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복
합적인 산업 및 영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
던 프랜차이즈는 최근 영국 토종 브랜드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 브랜드의
시장 독점적인 지위가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20) Oscar Pet Foods
(애완 동물 사료), Ovenu(부엌용품 클리닝 서비스), Home Instead Senior
Care UK(실버 상품 및 서비스), Prestige Nursing UK(간병 서비스), The
Zip Yard(옷수선)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프랜차이즈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추구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18) Pratt(2014), p.27.
19) Blair, Roger/Lafontaine, Francine(2014), The Economics of Franchis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20.
20) 프랜차이즈 커피를 대표하는 스타벅스(Strar Bucks)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커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듯하였지만, 이후 나타난 코스타(Costa), 카페
네로(Cafe Nero), 커피 리퍼블릭(Coffee Republic) 등 다양한 영국 내 커피 브랜
드의 활성화로 현재에는 그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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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통적으로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가맹점과 달리 현재에는
가맹점이 집인 경우(home-based franchise, 자택형 프랜차이즈), 가맹사
업이 이동차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van-based franchise, 이동차량형
프랜차이즈)도 증가하고 있다. 자택형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영업권
을 바탕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 또는 일정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프랜차이즈를 말하는데, 주로 대부업이나 여
행업과 같이 상담이 주요 업무인 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동차량형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 내지 서비스의 제
공이 이동식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를 말하는데, 주로 식
음료 또는 자동차 수리 같은 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21) 이러한 새로
운 프랜차이즈의 형태에서는 점포가 영세화, 개별화되는 특성이 나타나
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22)

제3절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령

1. 프랜차이즈 규율 법령의 부재와 계약법상의 규율
영국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이러한 입법 태도는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적 규제가 가장 완화되어 있다
고 평가받는 미국과 비교할 때도 특징적인 모습이다.23) 그러므로 프랜차
21) Pratt(2014), p.27.
22) Blair/Lafontaine(2014), p.123.
23)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상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일정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
는 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있으며, 주 단위에서 프랜차이즈 등록
양식, 계약 절차 등을 규제하고 있는 주 단위 규제안(Regulatory Scheme)을 시행
하는 곳도 있다(Hesselink, Martijn/Rutgers, Jacobien/Diaz, Odavia/ Scotton,
Manola/Veldman, Muriel(2006), Commercial Agency, Franchise and Distribution Contracts, Stempfli Publishers Ltd.,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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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관계의 규제는 물론 이를 촉진하는 것까지도 법령의 대상이 아니며,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일부 법령상의 규정들을 제외한다면,24) 일반 계약
관계와 동일하게 계약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25)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판례에 의하여 형성
된 보통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6) 보통법에 따라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위법 사항이 아닌 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계약 존중의 원칙’이 계약 관계
에 있어서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때 계
약을 통해 나타나는 내용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전형 계약과 비전
형 계약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
흔히 계약 조항은 명시적 조항과 묵시적 조항으로 구분된다. 명시적 조
항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합의 사
항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묵시적 조항은 당사
자들이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해당 계약관계에서 당연
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관계의
존속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남겨 놓은 공백은 법관에 의한 ‘부가(implication)’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7) 그런데 이러한 부가는 단순한 추론이
24) 예컨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 기술 내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
보(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및 ‘영업 비밀(trade secrets)’의 경우에
이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 및 제6조, 제19조), 소득
세법(Income Tax Act 2007)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 발생하는 최초의 비용
(Licence fee)에 대하여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부칙 2 참조).
25) 이하에서 언급하는 계약법 규율은 성문법이 아닌 판례법에 가깝지만, 영국의 법
체계에 있어서 일반 계약법상 논의들은 성문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제4절 프랜차이즈 규율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이 아닌 ‘제3절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령’에서 다룬다.
26) 보통법상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한 영역 또는 특정 관계를 보통법의 적용이 배제
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법령을 특별규정이라고 한다. 특별규정
의 예로는 건설산업의 계약에 관한 The Scheme for Construction Contracts
(Scotland) Regulations 1998이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규
정한 Contracts(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이 있다.
27) “부가”란 법해석 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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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리성 차원이 아닌, 거래 관습, 거래 사실의 기본 전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묵시적 조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와 같이 그 범주가 다양한 비전형계약에
있어서는 “영업 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과 같은 계
약의 필수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들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
에, 계약의 공백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즉 묵시적 조항이 명확히 무엇인
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때 프랜차이즈 관계를 계약관
계가 아닌 법령상 규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28) 현재
프랜차이즈 관계는 묵시적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존하는 비전형계약으로 남아 있다.

2. 자가규제 방식：BFA 지침을 통한 계약의 세분화
비전형계약인 프랜차이즈 계약은 묵시적 조항을 통한 계약의 보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에 BFA는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
련한 후 계약 조항의 세분화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FA의 지침은 유럽연합 프랜차이즈 협회(EFF)의 지침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EFF의 지침을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
로 한 BFA의 지침을 기술하도록 한다.

부가는 주로 묵시적 조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법상의 ‘부가’의 요건에 관
해서는 박찬주(2010), 영국계약구제법, 아롬미디어, p.71 참조.
28) 1991년 상사계약법(Commercial Contract Act 1991)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포함하
여 대리점(Commercial Agency), 공급계약(Distribution Contracts) 등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있었다. 동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상사
관계를 구축하고 공급처(예컨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계약
갱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상사계약법 자체에서 프랜차이즈 관계를
명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상사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
므로 동법이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동법은
1993년 상사대리점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법령(The Commercial Agents (Council
Directive) Regulations)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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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FF의 프랜차이즈 지침
EFF는 197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프랜차이
즈 협회를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이다. EFF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촉진 및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 내의 바람직한 관행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침(Code
of Ethics29))을 제정할 수 있다. 현재 EFF 지침은 2003년 12월 5일 개정
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랜차이즈의 정의에 관하여 “프랜차이징이라 함은 법적, 재정적
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인 사업장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기초
하여, 가맹본부와 개별 가맹점주들 사이에 부과된 권리 의무에 따라, 가
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콘셉트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상품, 서비스, 기술
을 마케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
의에 의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는 주로 영업비밀 내지 프랜차이즈 콘셉트의 동일
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제1조).
각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서 세부적인 권리의무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개별 가맹점주의 초기 교육과
계약 기간 동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업적 또는 기술적 원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제2조 제2항), 이에 대응하여 개별 가맹점주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편, 계약의 수행 중에는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조 제3항). 그리고 양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이러한 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당하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조 제4항).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집 단계에서 가맹본부는 다의적으로 해석
29) 프랜차이즈 협회를 비롯하여 사용자협회들이 발행하는 Code of Ethics는 법적 구
속력이 없는 행위규범이지만 사업 및 영업 관행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
타당하고 부당한지(right or wrong)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사법적인 판단 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Craig, Paul(2012),
Administrative Law(7th), Sweet&Maxwell, p.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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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제3조 제
1항), 모집 공고에는 사업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관계의 객
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제3조 제2항). 한편 구체적인 가맹
업주가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항(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사유) 등이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고, 동일
성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 또는 경쟁 금지 조항 등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제3조 제4항).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계약을 통하여 프랜
차이즈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은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제5조 제3항). 프
랜차이즈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 가맹본부와 가
맹점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들, ③ 개별 가맹점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
④ 개별 가맹점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그 기준, ⑤ 계약기간(계
약기간의 경우 가맹점주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충분하게 회수할 수 있
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 ⑥ 개별 가맹점주가 활용할 수 있는 기호
들, 명칭,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간판, 로고 또는 기타 동일성을 나타
낼 수 있는 표식, ⑦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물품 및 서비스 방식이 변경
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권리, ⑧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⑨
프랜차이즈 종료 시 가맹본부 또는 그 소유자에게 속하는 유무형의 재산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제5조 제3항).
이 지침은 가맹본부와 계약으로 체결된 가맹점주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도 적용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
지역본부 내지 가맹본부와 직영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나. BFA 지침의 특징 : 계약갱신기간 설정
BFA는 EFF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침을 만들고, 이를 프랜차이즈
산업 일반에 적용하고 있다. BFA 지침은 EFF 지침과 동일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록으로 EFF 지침상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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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에 관한 추가적인 모범 계약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BFA 지침에서는 부칙으로 누설 및 비밀의 유형화와 계약갱신기간에
관한 기준 설정을 하고 있는데(부칙 제1조 내지 제4조), 프랜차이즈 계약
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계약갱신기간에 관한
부칙 제4조이다.
BFA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BFA 회원사(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
약 시 최저 계약 갱신 기간을 5년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재갱신
의 경우에는 최저 15년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의 조건들은 최초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
들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잦은 계약 갱신은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며, 일정한 초기 자본을 부담한 가맹점주가 재계약에 실패하게 되
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계약 기간이
단기인 경우 재계약 시 가맹점주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
를 행사하기 힘들며, 계약 갱신 때마다 더욱 열악한 계약 조건으로 체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일정한 계약 기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계약상
실질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
치가 될 수 있다. 한편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가맹
점주를 유지하는 것은 별도의 모집 절차와 함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30)
다만 BFA 지침 부칙 제4조 단서에서 프랜차이즈 분야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계약갱신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갱신기간 위
반 시 BFA 차원에서의 제재(예컨대 회원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 등을 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효력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30) Chatten/Dellar(201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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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프랜차이즈 규율에 관한 판례 및 학설

1. 프랜차이즈 관계의 상사관계 포섭 가능성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주는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의 지속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일정한 계획을 할 수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기본
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
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패
및 다양한 법적, 현실적 요소들에 의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결정권이
큰 상황에서는 사업의 운영이 가맹본부에 의해 지배되고, 그로부터 창출
한 수익 역시 가맹본부와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가맹점주는 가
맹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종속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를 법
적 규제 영역 외에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영국
판례에서는 프랜차이즈가 대리점 및 유통계약과 구별된다고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왔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된
관계는 “상표 등의 활용과 그 대가(로얄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
무계약으로 다른 계약들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왔
다.31)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가 상사관계 중 대리점 또는 유통계약과의 차이
점에 관하여 Lonsdale v Howard & Hallam Ltd 판결에서는 프랜차이즈
에서의 특징으로 법적으로 가맹본부의 포괄적인 법적 영업지시권의 부재
를 들고 있다.32) 동 판결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패스트푸드점
이나 커피숍, 그리고 프린트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
31) Duncan Moore v Piretta [1999] 1 All ER 174.
32) Lonsdale v Howard & Hallam Ltd [2007] UKH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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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던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에는 프랜차이즈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
며, … 산업 또는 업종만으로는 상사계약 또는 유통계약과 구분하기 힘들
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시 가맹점주는 계약에 근거
한 특정한 권리의무만을 부담할 뿐, 일반적인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계약관계로서 규율하기에 충
분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동 판례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① 계약 전 사업 정보의 제공, ② 상표의 이용 및 영업 기술의
전수, ③ 영업 기술의 지속적인 공급, ④ 기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
인 원조 제공 등을 부담하며, 이에 상응하여 가맹점주는 ① 로열티 또는
그와 유사한 비용의 지급, ② 영업 방식과 기술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
는 계약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계약관계 자체에서 일방의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상사대리 관계를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부정하였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을 상사대리 관계로 포섭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프랜차이즈 계약상 발생하는 수많은 권리의무 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가맹점주는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를 상사
대리관계가 아닌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2.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성립 여부
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
영국은 노동관계법령상 적용 대상을 근로자(employee)와 노무제공자
(worker)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하는
자(또는 고용이 종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하였
던 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계약이란 명시 또는 묵시, 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하고 체결된 고용계약 또는 도제계약이라고 정의된다.33)
33) 1992년 노조 및 노사관계(통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 이하 노조법) 제295조 제1항, 1996년 고용권법(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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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34)

자료 : Cabrelli, David(2012), Employment Law(3rd), Figure 1.2.

이처럼 전통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자는 (a)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자(근로자)
및 (b) 그가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체의 의뢰인 내지 고객의 지위를 갖
는 계약이 아닌 계약의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근로 내지 용역을 수행하
기로 하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35)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동관계
법령상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정(法定) 개념이다.
Rights Act 1996 : 이하 고용권법) 제230조 제1항.
34) [그림 6-5]는 법령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35)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1998) 제54조 제3항, 1998년 근로시간법령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제1조, 고용권법 제2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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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1986년 임금법(Wages Act
1986) 제8조 제2항부터인데,36)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당 정부의 여러
고용 관련 규정에서 사용되어 왔다.37)
영국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노무제공자는 그 일부만이 적용되며,38) 자영업자의 경우 평등
법만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 확정, 즉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가 먼저 이
루어져야 한다.
나. 판례의 노동관계 판단 기준
노무제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work
relationship)’가 존재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는 법정(法定)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가 무엇인지, 노동관계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
약을 체결한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 일부를 노동관계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용관계에 관한 영국 법원의 판단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
되어 왔는데, 한때 고용관계의 조직 편입성,39) 근로자의 경제적 실체성40)
등을 중심으로 고용관계를 판단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Ready Mixed

36) 현행 고용권법 제230조 제3항.
37) 다만 노무제공자라는 개념과 그 정의에 사용된 문장(“근로 내지 용역을 수행하기
로 하는…계약”)과 유사한 정의는 적어도 1875년부터 존재하여 왔다(Employ- ers
and Workmen Act 1875, s.10). 그러나 이러한 정의규정은 한동안 노동관계법령
에 등장하지 않다가, 현재와 같이 근로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들을 노동관계
로 포섭하기 위한 개념은 임금법 제8조 제2항[제230조 제3항]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38) 1998년 근로시간법령, 1998년 최저임금법령, 2010년 평등법, 임금공제의 금지(고
용권법 제2장), 내부고발자의 보호(고용권법 제47조B, 제48조) 등.
39) Stevenson Jordan and Harrison v MacDonald and Evans [1952] 1 TLR 101.
40) Market Investigations Ltd v Minister of Social Security 1969 2 QB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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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사건41) 이후로 근로계약의 기본적 요건과 기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종합적 판단 방식에서는 고
용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①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② 계약의 쌍무성과
상호 의무의 존재, ③ 노무제공의 전형성의 존재가 필요하며, 부차적으로
④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확정, ⑤ 업무의 수행 방법의 전형화, ⑥ 임금
지불 방식의 특정, ⑦ 근로자로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⑧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⑨ 경영 위험의 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왔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판단 요소들 가운데 일부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
자를 구분하기 위한 노동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활용되어 왔는데, 판례는
Byrne Brothers 사건부터 ① 계약 관계의 존재 ② 독립된 사업체가 아닐
것(자영업자와의 구분) ③ 경제적 종속관계의 존재(약한 인적 종속관계)
를 핵심적인 노동관계의 요소로 보고 있다.42)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항
상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③의 종속관계는 근로자에
비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독립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43) 구체적인 노동관계 판단은 동일한 직종이나 직역이라 하더
라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업무 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노동법원(Employment Tribunals)을 비롯한 사법부는 노동관
계의 인정을 점차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통상 지입차주, 보
험모집중개인 등에서 노동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0시간 계약”이라고
도 부르는 호출형 계약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44)
다.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노동관계의 성립 여부
위장계약에 관하여 판단한 Byrne Brother 사건에서 항소노동법원
41) Ready Mixed Concrete v. Minister of Pension and National Insurance [1968]
All ER 433.
42) Byrne Brothers (Formwork) Ltd v Baird [2002] IRLR 96.
43) Cabrelli, David(2012), Employment Law(3rd), Pearson, p.12.
44) Rodgers, Lisa(2013), “The Personal Scope of Employment,” working paper
no.23, European Working Group on Labour Law,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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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ppeal Tribunal)은 “사업체의 존재는 계약 형식을 통하여
추정되지만, 사용자로 추정되는 자가 행사하는 통제의 정도, 계약의 독점
성과 일반적인 계약 기간, 보수의 지불 방법, 그리고 그 상대방이 조달하
는 장비,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의 형식을 띠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라고 결정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는 사업
의 존재는 실질적인 노동관계의 태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추론될 수 있
으며,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45)
이러한 입장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데, 최근 Autoclenz Ltd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한 세차
서비스에 관하여 노동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46)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비록 프랜차이즈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음
에도 불구하고,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비용이 세차 건수와
비례한다는 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 영
업 기술이라는 명칭하에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 당사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인정하였다. 특히 동 사건에서
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영업 기술, 프랜차이즈 가입비, 영업 이익의 분
배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 양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태양은 노동관계
와 다르지 않으므로,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위장계약
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상표 및
영업 기술 등을 대가로 일정한 이익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노무제공자
와 차이가 있다. 즉 양자의 수익 창출 구조를 살펴보면, 노무제공자의 경
우 사용자 또는 그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임금 내지 유사한 금전
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고객을 통하여 직
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후 이를 가맹본부에 배분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Autoclenz Ltd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구분은 계
약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통해 판단되어야 하는
45) Byrne Brothers (Formwork) Ltd v Baird [2002] IRLR 96.
46) Autoclenz Ltd v Belcher & Ors [2011] UKSC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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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비용 지급이 “노동의 양” 또는 “근무시간” 등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다.47)
라. 위장계약 이론을 통한 노동관계 성립의 한계
Autoclenz Ltd 사건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계약 이행 과
정을 통해 노동관계를 인정하고, 그 계약의 형식인 프랜차이즈가 노동관
계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Autoclenz Ltd 사건의 판시 사항을 근거로 독립 자영업자 또는 합동(파
트너십) 자영업자의 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관
계를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우선 부정설의 입장을 살펴보면, Autoclenz Ltd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프랜차
이즈 형식을 통한 위장계약의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확대되
고 있는 자택형 프랜차이즈, 이동차량형 프랜차이즈, 가정교사나 독립상
담 업무를 하는 인적 프랜차이즈 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 견해에서는,
Autoclenz Ltd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중심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업체의
실질 또는 자본 투자가 거의 없는 반면 그 주된 서비스 대상이 노무 제공
인 경우 이는 진정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노동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위
장계약이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48)
반면 Autoclenz Ltd 사건을 비롯한 최근 판례의 경향에서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역시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49) 이 견해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라는 중간 범주의 지속
적인 확대는 판례의 경향이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관계들을 포섭하고자

47) Redston, Anne(2012. 12), “Substitution, sham and self-employment,” tax
advisermagazine, p.30.
48) Redston(2012. 12), p.32.
49) Rodgers(201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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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역시 입법적 취지에 부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50) 다만 이러한
입장에서도 Autoclenz Ltd 사건의 판시 자체는 위장자영업자 문제에 국
한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견해의 입장이 지지받기 위
해서는 판례에서 더욱 구체적인 법리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51)
마.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포섭 가능성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에 더하여 노무제공자라는 중간 범주를
도입한 것은 노동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노무제공자
에게 확장 적용되는 권리는 최저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임금을 받을 권
리, 허용되지 않는 공제를 받지 않을 권리, 고충 처리 및 징계 심사에 관
한 권리, 근로시간 제한, 휴일/휴게/휴가의 권리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이들 조항이 노무제
공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적, 사회적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52) 이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캐나다의 ‘종속적 도급인’ 또는 독일의 ‘근로자 유사한 자’의 개념과 같이
경제적 종속성이 제시되고 있다.53)
50) 2010년 보수-자민 연립정부 이후 근로자 보호의 핵심 개념인 해고권과 주식 배당
권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주주제도(고용권법 제205조)를 도입하였다
(근로자 주주제도에 관해서는 김근주(2013), ｢제3의 근로자 지위? : 근로자 주주
제도의 도입｣,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7월호 참조). 근로자 주주제도 도입 후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통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라는 노동법상 큰 원칙이 퇴색되고, 고용보호입법의 핵심 사항인 해고권을 양 당
사자의 선택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처럼 입법에
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근로자 내지 노무제
공자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51) Rodgers(2013), p18.
52) 1986년 임금법 제8조 제2항에서 노무제공자 개념을 통하여 노동관계를 넓게 인정
한 취지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개별적 근로관
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을 축소하고자 하는 당시 대처 정부
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Davies, Paul/Freedland,
Mark(1993), Labour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p.178).
53) Cabrelli(2012), p.13. 한때 Freedland 교수에 의해서 노동관계의 본질이 반종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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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구분은 없지만, 인
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타인의 지배하에 있고,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는 자가 존재하며, 근로의 수행 방법과 근로의 내용에 대한 결
정권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경제적 종속성은 이러한 인적 종속성
요소와는 관계없이 수입을 위해 특정한 관계에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54) 그런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독립적인 취업 활동의 가능성이 낮
고, 사업의 주된 운영을 가맹본부에 의존하는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경제
적 종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독립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사실로 경제적 종속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업의 실체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가맹점주
가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위탁 혹은 감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인 서비스에 관여하는 한, 가맹점주에게도 노동관계를 긍정하는 것이
가능하다.55)

제5절 결 론

영국에서 프랜차이즈는 개인사업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 형태이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성문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법적, 사실적 지위를 바
탕으로 이익 분배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관

관계(semi-dependent contract)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Freedland, Mark(2003),
The Personal Employment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Freedland 교수
역시 최근에는 그 견해를 변경하여 노동관계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몇 가
지 부수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Freedland,
Mark(2011), The Legal Construction of Personal Work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p.17).
54) Davidov, Guy(2012), p.61.
55) Rodgers(201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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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맹점주는 사실상 종속적 자영업자의 지위에 놓
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관계에
관한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특
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전통이
강한 영국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
유롭게 결정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것에 근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규제에 관한 논
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BFA는 자가규제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구
체적으로 설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BFA 자가규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계약갱신
기간에 관한 최저 기준 설정이다. BFA 지침 부칙 제4조에서는 가맹본부
가 프랜차이즈 계약 시 최저 계약갱신기간을 5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
여야 하며, 재갱신의 경우에는 최저 15년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잦은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감
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BFA 지침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연합체
인 BFA에서 그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보통법상 ‘계약 관행’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규범력이 부
여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편 판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노동관계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
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우선적으로 인적 프랜차이즈를 위장
자영업자로 보는 판례 및 HMRC 지침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
아가 Autoclenz Ltd 사건에서는 점포 형태의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자
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자영업자 내지 합동(파트
너십) 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라는 계약 형식에도 불
구하고 그 실태가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장계약으로 판
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Autoclenz Ltd 사건이 단순한 위장자영업자를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포섭 가능성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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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최근 판례가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형식을 통해 노동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향후 프랜차이즈 관계를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향후 영국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판례
와 법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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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노동관계：일본

제1절 서 론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1956년 일본코카콜라보틀링이 설립되
면서 도입되었다. 코카콜라는 제조 및 판매 시스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로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일본에 채용하였다. 그 당시 일본
에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의 프랜차이즈는 상품 및 상표 제공형 프랜차이징(자사 상품의 유통이
나 판매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불리는 대리점 계약과 같은 형태로,
운영 노하우의 제공은 없었다.
그 이후 1963년 7월 다스킨, 10월 후지야(양과자점)가 일본의 프랜차이
즈로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 이때의 프랜차이즈에는 경영 방식 제공형 프
랜차이징(독자의 프랜차이즈 바겐(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지도 등)을 허
락하는 시스템이 많고, 또 이름을 비즈니스 포맷형 프랜차이징이라고 하
였다.1)
이후 1965년에 白洋舎(햐쿠요샤, 세탁전문점)를 비롯하여 1966년에는
養老乃瀧(야로노타키, 음식점), 야마다우동, 아트커피, 1967년에는 8번라

1) 西口元/木村久也/奈良輝久/清水建成(2009), フランチャイズ契約の法律相談, 青林
書院, p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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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 도산코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점이 개점하는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급속하게 프랜차
이즈 체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처음에는 외식산업 중심이었던 프랜차이
즈는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소매산업을 시작으로 하여, 차차 다양한 업종
에서 채택되어 사용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1965년에 7개에 불과했던
프랜차이즈 체인이 1975년에는 199개, 1981년에는 407개, 1990년에는 680
개, 2007년에는 1,246개, 2012년에는 1,286개로 2011년에 비하여 2.0% 증
가하였고(26개 증가),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일본국내 총 점포 수는
24만 5,263개로 2.7% 증가하였다.2)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률을 알아보고, 프랜차
이즈 사업을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결성한 편의점가맹점유니온이 신청한 단체교
섭을 거부한 주식회사 세븐일레븐 재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오카야마켄지방노동위원회 명령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명령례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인정 의미를 보고자 한다.

제2절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선행 연구 소개

1. 프랜차이즈의 정의
가. 프랜차이즈의 일반적 정의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주에 대하여 특
정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가맹본부가 개발
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물품판매, 서비스 제공 기
2) (一社)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2013), 2012年度 ｢ＪＦＡフランチャイズ
チェーン 統計調査｣ 報告.
(http://www.jfa-fc.or.jp/folder/1/img/20131025113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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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 및 경영에 관하여 통일적인 방법으로 통제, 지도, 원조를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사업 형태
를 말한다. 이때 가맹본부가 다수의 각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하여 사업은 확대, 체인화되고, 가맹본부는 그 프랜차이
즈 본부가 되며, 사업 전체를 총괄한다.3)
즉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점포나 사업의 경영에 관한 비지
니스 콘셉트를 가지고, 제3자(가맹자)에 대하여 그 비즈니스 콘셉트를 이
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점포나 사업의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형식은 ‘비즈니스 포맷형 프랜차이즈’라고 불
리며,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형태는 이 비즈
니스 포맷형 프랜차이즈를 가리킨다.4)
실제 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
자(가맹점주)와의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자기의 상표, 서비스, 마크, 트레이
드 네임, 기타 영업의 상징이 되는 상표 및 경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동
일 이미지 하에 상품 및 판매 기타 사업을 행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가맹점주는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가맹본부의 지도 및 원조하에 사업을 행하는 양사의 계속적 관
계”라고 정의하고 있다.5)
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상 정의
일본의 중소소매상업진흥법(중진법)은 프랜차이즈 체인의 의미로 ‘특
정연쇄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진법 제4조는 “주로 중소소
매업자에 대하여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상
품을 판매하고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경영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사업”

3) コンビニ加盟店ユニオン事件(2014. 3. 13.)岡山労働委員会命令書.
4)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2012), フランチャイズハンドブック, p.345
참조.
5) 위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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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쇄화사업으로 부르고 있고, 그러한 연쇄화사업 가운데 “해당 연쇄화
사업에 관련된 약관에 가맹자에게 특정한 상표, 상호 기타의 표시를 사용
하도록 하는 취지 및 가맹자로부터 가맹의 때에 가맹금, 보증금 기타의
금전을 징수하는 취지를 정한 것”(제11조)을 ‘특정연쇄화사업’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 특정연쇄화사업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특정연쇄화사업에는 임의체인(voluntary chain)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체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
에서 1968년에 제정된 중진법은 현재와 같은 프렌차이즈 계약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6)

2. 일본의 프랜차이즈 규율 법률
가.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중소소매상업자는 국민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상점가의 정비, 점포의 집단화, 공동점포 등의 정비 등을 통하여
중소소매상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률이 바로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이다
(중진법 제1조).
중진법은 상점가의 정비나 점포의 집단화 등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 프
랜차이즈 시스템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니다. 다만 고도화사업
의 한 예로서7) 연쇄화사업(체인)을 들고 있다(동법 제4조). 연쇄화사업
가운데에도 “해당 연쇄화사업에 관련된 약관에 가맹자에게 특정의 상표,
상호 기타의 표시를 사용시키는 취지 및 가맹자로부터 가맹할 때에 가맹
금, 보증금 기타의 금전을 징수하는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특정연
쇄화사업이라 불리며(제11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

6) 神田 孝(2013), フランチャイズ契約の実務と書式, 三協法規出版, p.3 참조.
7) 중진법 제5조는 중소소매상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례를 고도화사업계획으로 열
거하고, 어느 사업이 고도화사업으로 인정되면 자금확보나 감가상각의 특례 등의
조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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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랜차이즈 체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알선’하는 사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대상이 되
지 않아 모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담고 있지는 않다.
나.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은 프랜
차이즈 시스템이 종래의 소매업 및 외식업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각종 서
비스업 분야에까지 활용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
스템 사업 증가에 따라 회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거래에 다양한 문제가 발
생하고 있고, 그것이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도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통상의 기업의 본점과 지
점과 같은 외관의 모습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점주는 법
률적으로 회사와 독립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공정거래위
원회의 견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독
점금지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8)
1) 프랜차이즈 계약의 독점금지법 적용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상 계약을 할 때 가맹본부의 포괄적인 시스
템에 편입되기 때문에 가맹모집을 할 때에는 충분한 정보 제시가 필요하
다. 가맹본부가 충분한 정보 제시를 하지 않고, 허위과대한 정보를 제시
하여 가맹희망자가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기업으로 오인하도록 기만
적인 유인을 하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
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회사의 행위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영업을 명확하게 실시하는 한도를 넘어서, 가맹점주에 대하여 정상
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제2
조 제9항 제5호(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8) 公正取引委員会(http://www.jftc.go.jp/dk/guideline/unyoukijun/franchise.html), フ
ランチャイズ․システム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について, 2014. 6.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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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목(끼워팔기 등) 또는 2목(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
우가 있다.
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9)
가맹점주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영업을 실시하는 한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거
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독점
금지법 제2조 제9항 제5호(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10)
나) 끼워팔기 판매 등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초한 영업 노하우의 제공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
맹점주에 대하여 자기나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상품, 원재료 등의
공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2조 제9항 제5호 1목의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범위, 상대방의 수와 규모, 구속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관련 거래가 동 조항
2목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서도 행위자의 지위, 구속
상대방의 사업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 지정선의 사업자 간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판매가격의 제한에 대하여
판매가격에 대하여서는 통일적 영업, 소비자 선택 기준의 명지의 관점
에서 필요에 따라 희망가격의 제시는 허용된다. 그러나 가맹자가 지역 시
장의 실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나 재고 상품 등에 대
하여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주의 판매가격(재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4호(재판
매가격의 구속)에 해당한다.

9)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제5호.
10) 그 구체적인 예로는 거래선의 제한, 구입수량의 강제, 덤핑판매의 제한, 프랜차이
즈 계약 후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종료 후의 경업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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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법
프랜차이즈 체인에 가맹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장점은 그 체인 상표의
지명도, 신뢰도, 고객을 끌어모으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프
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상표라는 것은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러한 집합과
이러한 색채와의 결합으로, ① 업으로서 상품을 생산하고, 증명하고, 또는
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② 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증명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유체물인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상품상
표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서비스, 마크)를 서비스상표
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로부터 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가맹본
부의 상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맹점주는 해당 프랜차이즈 체인의 일원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체인의 가치를 해하지 않게 하는 제약을 받는다. 그렇
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상표 사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율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 때문에 상표
법을 적용받게 된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당사자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구속의 명확
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금지청구) 및 부정경쟁과 관
련된 손해배상 입증의 용이나 신용회복조치를 강구하고, 이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부정
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15종류의 예를 들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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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주지표시혼동야기행위, 서명표시모용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제2조 1항 1호∼3호)
(영업비밀에 관계된 부정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부정취득행위, 부정취득 후 악의전득행위, 부정취득선의전득 후 악의사용행위, 부
정목적사용개시행위, 부정개시 후 악의전득행위, 부정개시선의전득 후 악의사용
행위(제2조 1항 4호∼9호)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계된 것)
영업상 사용되는 기술적 제한수단 등의 효과방해행위(제2조 1항 10호, 11호), 부
정한 이익목적 등에 의한 타인의 특정상품 등 표시에 관계된 도메인명 취득 등
(12호), 원산지 등 오인야기행위(13호), 신용훼손행위(14호)
(파리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
대리인 등 상표무단사용행위(제2조 1항 15호)

재판례로서는 피자캘리포니아사건(아키타 지방법원 1997. 1. 22.)이 있
다. 배달 피자 전문점의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도 체인의
명칭을 이용하여 피자배달사업을 영위한 사건에서, 가맹점주에게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1항 1호 등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점포 등으로부터의 표시
제거를 청구한 사건이다. 유사한 예로서 맥도날드 사건(도쿄지방법원
2006. 2. 21)도 있다.
마. 기타 법률
위의 법률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법률들에는 특허법, 민
법, 상법, 특정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다른 법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인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사안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신의칙(제1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가 도출되
고 있다.

11) 小野昌延 외(2010), 不正競争の法律相談, 青林書院,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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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계의 자주 기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적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프랜차이즈
체인협회는 ｢사단법인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협회 윤리강령｣, ｢프랜차이
즈 가맹점주 희망자에의 정보개시와 설명 등에 관한 자주기준｣, ｢프랜차
이즈 계약의 요점과 개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12)

3. 선행 연구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노동관계로 파악한 선행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다만 고용과 자영의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자에 대한 연
구 중 한 예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용관계상 지위가 언급된 경우
가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노동관계의 관점에서 완전히 분석한 연
구는 아니지만, 다양한 고용관계로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 고용자로부터 자영업자로의 이행13)
1998년에 발표된 본 논문은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대규모 정리
해고 등의 영향으로 이전 20년간 자영업자가 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
고 전문적, 기술적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자영업자의
증가 실태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업의 실태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의 개업에 진입하
는 자는 다른 업종으로부터 유입하는 경우가 74.2%로 높다는 것이다. 특
히 이들이 개업이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
12)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www.jfa-fc.or.jp
13) 八幡成美(1998), ｢雇用者から自営業主への移行｣, 日本労働研究雑誌(452号, 1998
년 1월), 日本労働研究機構(본 논문은 일본노동연구기구의 홈페이지 데이터 베이
스 http://db.jil.go.jp/db/ronbun/zenbun/F1998060002_ZEN.htm의 수록분을 참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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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다른 업종으로부터 유입
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랜
차이즈 체인형 개업의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프랜차
이즈가 창업에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본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업 유형별로 보면, “문제 발생 시 가맹본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대답한 자가 57.7%로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사업이 본 궤도
에 오를 때까지의 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프랜차이즈 이외의 사업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의 선택(30.0%), 성공에 대한 무집념(26.4%) 등의 자영
업자로서 자신의 노력과 함께, 가족의 이해(36.0%), 좋은 협력자(36.0%),
좋은 인재(25.9%) 등의 인적 요소를 꼽았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
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대리점의 지도”가 44.4%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
났다.
본 통계의 결과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속성상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받
아 통일적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강한 독립성을 고려하여 볼 때 새로 등장한 프랜차이즈로 개
업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로서의 독립성과 함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
가 다른 자영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다른 자영업자와의 상이점을 보여준 논문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 고용과 자영 그리고 자원봉사 : 그 중간 영역의 다양한 취업 실태와
문제의 소재14)
1) 본 논문의 의의
JILPT는 3년 반의 연구 프로젝트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취업 환경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15)를 2003년부터 시작하였다.
고용과 자영에 걸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취업 형태를 폭넓게 분석하고,
취업 환경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상적 형태를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
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논문은 위 프로젝트(뒤에 이어질 2007년의 다
14) 岩田克彦(2004), ｢雇用と自営、ボランティア｣,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15) ｢多様ながたらき方を可能とする就業環境及びセーフティネットに関す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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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일하기 형식의 형태와 과제(2007)) 중 중간에 발표된 논문으로 프
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지
는 않다. 다만, 필자가 ‘고용적 자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가
맹점주의 ‘종속적 워커’로서의 판단을 내놓았고,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소개하여 두고자 한
다.
2) 고용적 자영
본 논문에서는 ‘자영적 고용’과 ‘고용적 자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영적 고용’이란 인사관리상은 근로자로서 분류되지만,
자영적 업무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 개념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고용적 자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데, 그 뜻은 통계상, 그리고 노동 서비스 제공의 계약상은 자영 형식, 즉
근로계약 이외의 노무공급계약이지만, 특정 발주자와의 관계가 강하고
고용의 요소가 아주 없지만은 않은 형식의 업무를 취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고용적 자영의 대표적인 예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들고 있
다.16) 그러나 이들은 1사 전속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자가 많고, 이러한
계약 형식에서는 자영이지만 주요한 수입원을 1인의 계약 상대방에게 의
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 근로자’로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로 같은 논의가 있으나 포괄적인 조사나 분석이 부족하다.1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여러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종속 워커’의 취업 분야
는 광범위하고 이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경제적
종속 워커(worker)적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18)
이후 2013년도에 본 연구시리즈19)가 발표되었으나 그 내용은 비정규
16) 프랜차이즈 계약 외에 배우, 스포츠 선수, 출판, 광고, 매스컴 업계 등의 예를 들
고 있다.
17) 岩田克彦(2004), 앞의 논문, p.4
18) 岩田克彦(2004), 앞의 논문, p.9 참조..
19)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3), 雇用の多様化の変遷 <そのⅢ> : 2003․2007․
2010 －厚生労働省｢多様化調査｣の特別集計より－, 独立行政法人 労働政策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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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로자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근로계약

중간영역 1

중간영역 2

자영

(전형고용)

(자영적 고용)

(고용적 자영)

사람을 사용하고 있

정규직근로자

최저보상액이 낮은 비
율 근로자
- 택시운전사

위장자영

는 경영자

- 보험영업원
(비전형고용)
- 일용직

- 재량시간 등 시간 - 분류가 곤란한 취 - 독립계약자
관리가 완화되어 있 로 형태

- 단시간
- 계약직
- 파견

는 근로자
- 고용형 텔레워커
- 멀티 잡 홀더

(경제적 종속워커)
- 프랜차이즈 오너 - 종래형 자영업주
- 프로스포츠 선수, 연
예인, 출판, 매스컴,
소프트웨어, 게임업
계

- 사내하청
- 프리타

- 각종 대리인, 전문가
- 자영형 텔레워커
- 건설, 운수업 종사
자
- 가족종업원
- 가내근로자
NPO 스태프, 노동자협동조합, 실버인재센터, 유상 자원봉사자

고용적인 일하는 방식

研修機構.

자영적인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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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판단
(오카야마켄 노동위원회 사건)

1. 편의점 가맹점주의 노동조합 활동
현재 일본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가맹본부
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노동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편의점노조는 가맹본부인 회사를 상대로 단
체교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편의점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
즈 계약은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편의점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대상이 된 가맹본부는 패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이며,
그 중 오카야마켄 노동위원회는 세븐일레븐 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렸다.
아래의 표는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경과이다.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2009. 9. 30. 노조결성과 단체교섭 회답요
청
2009. 10. 15. 연락창구 만들 생각 없음.
2009. 10. 22. 단체교섭신청의 내용증명 송
부
2009. 10. 29. 단체교섭거부의 회신
2009. 11. 5. 단체교섭 재신청
2009. 11. 12. 단체교섭 재거부
2010. 3. 24. 오카야마켄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2014. 3. 13. 오카야마켄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 구제명령

2010. 4. 2. 가맹본부 오카야마지구 사무소
에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 회답
요청
2010. 4. 20. 오카야마 영업소장이 응답은 히
메지영업소로 연락요청회신
2010. 4. 21. 히메지영업소 응답창구 없음 회
신
2011. 6. 5. 가맹본부에 렝고 오카야마후레
아이노조․편의점노조연명으로
단체교섭신청서 제출, 동시에
남큐슈패밀리마트에 결성통지
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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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마트
2011. 6. 27. 가맹본부가 단체교섭신청에 대
한 회답을 집행위원장에게 ‘각
가맹점에 공통하는 내용에 대
한 협의가 평온하고 냉정한 상
황에서 행하여지면 적절한 장
소를 설정하여 협의에 응하겠
음’이라는 회답.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단체교
섭 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
이 아닌 위원장 개인에게 회신
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회신으로 2011년
9월 7일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단체교섭에 관하여서는 언급하
지 않고, 창구는 SV로 하는
가맹점 상담을 강조
2011. 10. 27. 같은 해 9월 7일 회답을 받고
단체교섭신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구체적인 단체교
섭에 대한 회신이 없음.
2011. 12.
위원장 등 3인이 본부를 방문
했을 때 응하겠다는 회신을 하
였으나 역시 구체적인 단체교
섭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함.
2012. 8. 28. 패밀리마트 가맹점 노동조합 (가)
설립대회
2012. 12. 5. 가맹본부 소재지인 도쿄도노동
*
위원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자료 : 편의점노조(コンビニ加盟店ユニオン) 홈페이지.
* 교토후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京都職労).
http://www.k-fusyoku.jp/merumaga/12melmaga/roudou/konbini.htm

편의점노조는 오카야마켄과 도쿄도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
제신청을 하였고, 세븐일레븐의 경우는 2014년 3월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받았으며, 패밀리마트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세
븐일레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이 아닌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노동관계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동조합 결성, 단

200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체교섭 신청과 거부,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라는 일
련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판단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실제 일어난 사건의 명령례를 통하여 부득이하게 노동관계가 아
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2. 당사자 및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
신청인인 편의점가맹점유니온(편의점노조)은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세
븐일레븐 재팬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체인을 전개하는 자(가맹본부)와의
사이에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주가 구성한 조합
이다. 편의점노조의 구성원 수는 228명으로 세븐일레븐과 프랜차이즈계
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약 200명(2010년 3월 현재)이다. 또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세븐일레븐 점포 수는 12,970개소로 이 가운데 가맹본부
자신이 경영하는 자영점포 수는 511개소이다(2010년 8월 말 현재).
가맹본부는 1973년 11월 20일에 주식회사 요쿠세븐으로 설립된 주식회
사로, 1978년 1월에 주식회사 세븐일레븐 재팬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가맹점주에 대하여 세븐일레븐의 통일적, 동일
이미지를 근간으로 세븐일레븐 시스템에 의한 편의점 가맹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계속적으로 가맹점주에 경영 지도, 기술 원조 및 서비
스를 행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로서 금전의 지급
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조합의 결성
2009년 6월 2일 가맹점주의 친목회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제안되어 ‘세
븐일레븐 경영자 유니온 준비실’을 거쳐, 같은 해 8월 4일 편의점 노조가
결성되었다. 같은 해 9월 10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렝고) 오카야마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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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았다.
2) 단체교섭 신청 및 가맹본부의 대응
편의점 노조는 2009년 10월 22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맹본부에 ‘단체
교섭 룰의 작성 및 기타’ 등을 협의사항으로 하는 단체교섭 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첫째는, 가
맹점주와 가맹본부의 가맹점계약에 기초한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노사관
계는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 형식으로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별 영업점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개개의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0년 3월 24일 이 점에 대하여 편의점 노조가 노동조합법 제7조 제2
호(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3. 사건의 개요
편의점 노조는 2009년 10월 22일, 같은 해 11월 5일 및 11월 30일에 가
맹본부에 신청한 ‘단체교섭의 룰의 작성 외’를 협의사항으로 하는 단체교
섭을 신청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법 제7조 제2
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0년 3월 24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
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쟁점으로 하여 오카야마켄 노동
위원회(이하 ‘오카야마 지노위’라 한다)는 2014년 3월 13일, 편의점을 프
랜차이즈 체인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세븐일레븐 재팬에 대하여 가맹점주
들이 결성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즉 오
카야마 지노위는 편의점 노조에 소속된 가맹점주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가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는 노조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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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판단
가. 일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1) 정 의
일본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제3조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
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
고 있다. 노동기준법의 ‘근로자’가 ‘사용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는 다른 정의이다.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일본 최고재판소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관
련한 3개의 판결20)을 내놓았다. 이 3개의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요소를 내놓은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무공급자가 사업운
영에 불가결한 노동력으로서 사업 조직에 들어가 있는가(사업조직편입여
부), (2) 계약 당사자의 인식이나 계약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노무공급자
가 상대방이 행하는 개별 업무의 신청,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가(업무의
의뢰에 응하여야만 하는 관계), (3)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
는가(계약 내용의 일방적, 정형적 결정), (4) 지휘감독하의 노무인가 여부,
장소적, 시간적 구속의 정도, (5)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후 모든 사안에 근로자성을 판단하였다.
이후 2013년 7월 25일 노사관계법연구회보고21)는 일련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실무를 위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근로자
성 판단에 기본적 판단 요소로서 (1) 사업조직편입, (2) 계약 내용의 일방
적, 정형적 결정, (3) 보수의 노무대가성을 들고 있고, 보충적 판단요소로
서 (4) 사무의 의뢰에 거절할 수 없는 관계(따라야만 하는 관계), (5) 넒은
20) 新国立劇場運営財団事件․最三小平23年4月12日民事65券3号943頁；INAXメンテ
ナンス事件․最三小平23年4月12日民集236号327頁；ビクターサービスエンジニ
アリング事件․最三小平24年2月21日民集66券3号955頁.
21) 労使関係法研究会(2011), ｢労使関係法研究会報告書(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性の判
断基準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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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노무지휘하의 노무 제공, 일정 장소적, 시간적 구속, 덧붙여 소
극적 판단요소로서 (6) 현저한 사업자성을 들고 있다.
나. 본 명령례의 판단과 평가
1) 일반적 판단 기준
본 명령례는 앞서 언급한 최고재판소의 3개의 재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더불어 2013년 노사관계법연구회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 개별적인 판단에 앞서 본 명령례는 “가맹점주가 독립한 사업자인
것을 이유로” 직접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여
가맹점주들이 독립 사업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립한 사업자라
고 하여 근로자성이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다음의 판단 기
준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론적
으로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이지만 이 ‘독립한 사업주’라는 표현에는 약간
의 부족함이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서는 당
사자의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노무급부관
계의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명령례의 부분을 본다면, 이는 ‘독
립한 사업주’라기보다는 ‘계약 형식상 독립한 사업주’라는 표현으로 한정
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2)
2) 사업조직편입 여부(긍정)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업무 수행에 불가결한 중추적인 노동력으로서
조직 내에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정보시스템, 물류시스템, 오픈어카운트(무서류매입방
식), 매출총이익분배방식이 있으며, 이들은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
보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점포에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의 상품이나 판
매상황의 데이터를 파악, 관리한다. 또 물류시스템은 계획적 납품, 시기적
22) 大山盛義(2014), ｢フランチャイズ․コンビニ加盟店主の労組法上の労働者性｣, 季
刊労働法(246号, 2014年秋季), p.88.

204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절한 상품을 일괄 배송한다. 오픈어카운트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금전 처리
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징수해야 하
는 금전의 회수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총이익배분방식은 프랜차이즈계
약을 토지부터 건물까지 모두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타입은 매월 정률 방
식(43%), 가맹본부가 건물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상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계약의 두 가지가 있다. 또 이들 계약은 체결 당시
의 예탁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맹점계약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 방침, 체제하에서 통일적인 활동을 할
것을 계약상 의무로 한다.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은 15년이며, 그 후에는
합의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점주
의 점포경영 및 운영은 가맹본부가 운용, 총괄하는 세븐일레븐 시스템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으
며, 다수의 가맹점주에 의한 세븐일레븐 점포의 경영 및 운영 없이는 세
븐일레븐 시스템은 기능하지 않고, 세븐일레븐 체인도 성립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행하는 세븐일레븐 체인 사업은 가
맹점주의 점포경영 및 운영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에
의한 점포경영, 운영은 가맹본부의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부
분으로서 조직 내에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카야마 지노위는
가맹점주의 점포경영 및 운영이 가맹본부의 업무 수행에 불가결 내지 중
추의 ‘노동력’이라고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는 본건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
약에 기본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의 점포 영업을 의무 지우고 있다는 점
이다. 점포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위하여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 등
의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 하여도 가맹점주의 육체적, 지적 노
무의 성과로서 점포경영 및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븐일
레븐 시스템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가맹점주의 노동력이 요청되며, 이
노동력은 세븐일레븐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븐일레븐 체인 전체를 운영,
총괄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조직 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가맹본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내지 중추적 역할을 하는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있다는 판단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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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노동력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노동력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으로, 가맹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만을 이
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가맹점주가 있다. 이러한 가맹점주는 실제로
육체적 노동력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가맹본부의 조직에 편입되지 않
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육체적, 지적) 노동을 제공하
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에 있어서 편의점의 존재가 가맹본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노동
력의 제공’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성 판단의 범위를 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의 일방적, 정형적 결정(긍정)
본 사건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 직접적으로 가맹
점주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점포의 경영 및 운영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떠나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맹점주는 타인 노동력을 활용할 여지는 있
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무제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맹점주 스스로 또는 가족종업원이 상당시간 접객 등의
점포의 직접적인 운영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종업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인선, 교육,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주는 본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대하여
일정한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계약의 타입
을 선택하는 이외에 가맹본부가 준비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계약을 하여
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영업시간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매상총이익의 배분기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업
무 내용 등 노동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교섭 등에 의
하여 변경될 수 없고, 가맹점주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선택지는 계약을 체
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협
의하는 기회는 전혀 없으며, 가맹본부사원으로부터의 통지, 설명만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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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된 최고재판소의 3개의 대표적인
판례에서는 업무의 내용이 ‘계약서’나 ‘각서’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
하여지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나 그 조건 등에 대하여 교섭의 여지가 없
거나 의뢰 내용을 ‘근로자’ 측에서 변경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
은 위의 판결에서 어떤 것도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및 그것을 구체화하는 각서 자체가 회사 측에서 정형적 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이다(INAXメンテナンス事件；ビクター
サービスエンジニアリング事件). 본 명령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계약 체
결 시에 점포 소재지의 협의를 유일한 예외로 하고 본 계약이 회사에 의
하여 작성된 정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며, 또한 시스템 매뉴얼이 일방
적으로 갱신되는 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 대해
서는 가맹본부의 반론이 없었다).23)
4) 보수의 노무대가성(긍정)
본건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 편의점 매출은 가
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송금함으로써 가맹본부에 귀속되고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없다. 매상의 상품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가맹본부가 분배받은 프
랜차이즈 비용을 공제한 그 잔액이 가맹점주가 취득하는 이익이 된다(인
건비 등의 영업비 부담). 가맹점주의 노무는 편의점 운영에 있어 필수불
가결한 것이며, 가맹점주가 다른 형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으로 세븐일레븐의 경영 및 운영 외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각 점포의 통일적, 정형적인 것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정형적인 업무 처리가 요구되어 가
맹본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으로 기간은 15년으로 정하여진 장기의 계속적 계약에 해당
한다. 또한 정률로 정하지 않고, 매상의 증가에 따라 가맹본부의 지분율
이 높아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노무를 제공하여 매상이 올라
23) 大山盛義(2014), 앞의 논문,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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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맹본부의 몫이 높아지는 구조로 노무에 대한 대가성을 현저하
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븐일레븐의 오픈어카운트 시스템을 이용한, 전체 매출의 가맹
본부 관리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시스템의 이용으로 가
맹점주는 영업 이익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 처분권을 전혀 갖지 못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용 등의 공제 후 내려받는 영업 이익의 부분을
보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본인의 영업 이익을 재교부
받는다는 면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보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
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수인가의 판단보다는 가맹점주 본인이 본인의
영업 이익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사업자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업무의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세븐일레븐의 이미지라는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에 따라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
점주에게 강하게 그 도입을 지도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도입을 거절하
는 것은 어렵다. 가맹점주는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거절하는
것은 곤란하고, 가맹본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본건 프랜차이즈계약에 반하는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OFC24)는 가
맹점주에 대하여 점포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여 지도를 행한
다.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가 파악되고 다른 생계의 수단도 가
지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해약이라는 것은 협박에 가까우며, 가맹본부의
지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을 종합하여 본다면 사실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개개의 업무 의
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인정된다.
실제에 있어서 일본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의 신제품, 신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본
명령의 실제 관계에서의 인정과 도입 배경에 대한 지적은 상당한 정당성
24) 세븐일레븐의 점포경영상담원으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중심적으로 행하는 직종에 해당한다(http://www.sej.co.jp/recruit/caree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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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있어서 실제로 업무의 의뢰를 거절
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6) 넓은 의미에서 지휘감독하의 노무 제공 -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구속에 대하여
가맹점주는 상당시간 점포의 경영 및 운영 업무에 관계하고 있고, 가맹
점주 스스로도 접객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계약 내용의 이행에 있어서 장소적, 시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구속이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상품의 구입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하며, 이러
한 상품의 판매의 방법에 대하여서도 가맹본부의 OFC의 지도와 감독하
에서 이루어진다. OFC는 ‘주 2회 이상’ 가맹점을 방문하여 어드바이스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OFC의 어드바이스에 따르지 않
을 수 없으며, OFC는 일정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FC가 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지휘, 감독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판단
이다. 가맹본부는 OFC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며 다만 가맹점주에게
조언 등을 해줄 뿐이라고 하지만, 어드바이스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OFC의 제언
을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
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시간에 있어서는 편
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간
적 구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의뢰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응낙 또는 불응할 자유
를 가지느냐는 것으로, 가맹점주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
7) 현저한 사업자성
본 사건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앞서 언급한 A타입과 C타입의 계약이
있다. 가맹점주는 계약할 당시에 합의한 점포를 이용하여 경영 및 운영을
행하는 이외에 선택지가 없고, 독자의 점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점포 건
물을 소유하고 있는 A타입 계약의 가맹점주도 점포의 외관이나 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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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도 곧바로 지
급을 받을 수 없고, 월차 인출금, 사반기 인출금, 이익잉여금의 인출이라
는 형태로 지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맹본부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가맹
점주의 재량은 일반 독립 자영업자와 비교하여도 자기의 판단으로 손익
을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지 않아 경영자로서의 결정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점주는 사업자로 보이지만, 재산을 보유하
고 있어도 자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사용,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성이 두드러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가맹점주는 상시적으로
자기의 궁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사업을 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정적인 부분에 그치고, 사업에 관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황 및
리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현저한 사업자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맹점주는 본인이 자본을 투하한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만, 앞서 본 5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자들로서 경영에 있어서 자기결
정권 내지 처분권에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가맹본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저한 사업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본 명령례는 타당하다.

5. 본 사건의 평가
가. 근로자성 판단 - 단결할 권리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
일본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
동을 행할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행
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단결행동권
도 보장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경제적 약자’로
서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넓은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본 사건의 가맹점주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가맹본부와의 단체교섭을 그

210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전제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명령례는 현재의 근로
자 인정 기준에 맞추어 판단을 시도한 의미 있는 명령례이다. 본 명령례
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노동’의 관점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
를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을 일본의 노동조합법상의 판단 기
준에 맞추어 내린 오카야마 지노위의 판단은 오카야마 지노위가 프랜차
이즈 계약을 노동관계로서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보여준
다.25)
최고재판소 및 노사관계법연구회가 제시한 6개의 기준을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적용하여, 사실관계에 비추어 분석하여, ‘계약상의 원칙을 관철
하여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실제
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의 노조법상의 인정은 결론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판단 기준이 되는 6개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실제 범위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을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
은 기존 기준의 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
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최고재판소 판례가 사용하
고 있는 판단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체인이라는 점에서 획일성, 통일성으로부터 본다면 이번 명령례는 본 사
건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도 노조법상의 ‘근
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형식의 계약을 취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의 가
맹점주에 대해서도 파급적으로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26)
이처럼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관계 및 유사고용관계에서

25) 이는 본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나 재판에 회부되어도 판단에 있어서 이의가 없도
록 재판례의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충실히 판단하였다는 점, 논리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는 점을 말한다.
26) 大山盛義(2014), 앞의 논문, p.96.

제7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일본 211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본 명령례는 매우
귀중하다.
나. 남겨진 과제
본 사건의 골자로는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지시를 불응할 자유가
있는가와 경제적 처분의 자유가 있는가를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가지고 있는 통일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의 수인은 민사법
상의 계약 대등의 원칙 자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맹점주들은 다른 협의체가 아닌 노동조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프랜
차이즈 계약은 “기간이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
단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주로서는 일방적으로 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받는다고 하여도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대하여 일대일로 교
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계약을 해지할 자유도 없는 입장에 서 있다”
라는 것이 사실관계에서도 드러나 있다. 사실관계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은 외관상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지만,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회사가 복수의 가맹
점주와의 교섭도 일체 수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한 손에 쥐고 있는 각 가맹점주의 정보, 데이터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사인 간의 계약에 있
어 교섭의 장으로 가맹본부를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
조합법상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노동조합법
제7조 제2호)한다는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편의점 노
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사항인 ‘단체교섭의 룰의 작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근로자로서의 인정보다는 가맹본부와의 교섭 내지는 상의
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명령례는 단체교섭의 루트를 마련하기 위
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의 강제를 위해 오카야마 지노위가 상
당한 고심을 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근로자성 판단

212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을 앞서의 3개의 최고재판소 판례 기준과 노사관계법연구회의 보고서27)
의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짚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인정하는 데에 이
론이 없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의 여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하나도 빠지지 않
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가맹점주가 근로자
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가맹점주의 영업 행위가 사용
자를 위한 노동력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이다. 물론 가맹점주의 영업
행위가 가맹본부의 상당한 지휘, 명령하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를 전
통적 의미의 종속노동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노동력의 제
공이라는 부분이 부인된다면 또한 가맹점주의 보수라는 부분도 부정될
수밖에 없다. 보수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제공(보수)의 틀이 깨지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사업 분야라는 점, 그
리고 가맹점주가 본인의 매출에 대한 처분 권한 및 접근성이 없는 사업자
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가맹본부와의 정형적, 일방적 계약 관계로 민
사상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자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여기에 OFC를 이용한 감시적 형태를 본다면 가맹점주는 자영
업자라기보다는 근로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하여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영업자로서 상당 부분 노동관계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맹본부와의 정형적, 일방적 계약관계, 매출의 자기처분권
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자기처분권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근로
자와 사용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업 이
익에 대한 자기처분권, 계약의 대등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관계의 재정의
가 필요하고, 그러한 경제적 약자에게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건은 가맹점주로 구성된 편의점 노조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한 가
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
27) 실제로 오카야마 지노위는 본 명령례를 발하기 전에 2013년에 후생노동성의 본
보고서를 기다려서 보고서가 나온 뒤에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2014년 3월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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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법 및 판례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법의 보호의 영역에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재의 다양한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노동관계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4절 결 론

본장에서는 일본의 프랜차이즈 관계의 정의, 관련 법률 및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최근 편의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명령
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은 규제에 기본을 두고 있는 독점금지법과 부정
경쟁방지법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약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법률
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은 프
랜차이즈 계약의 노동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고용 또는 노동관계의 입장
에서 다룬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99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
의 붕괴로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하여 고용과 자영이라는 중간적
위치에 대한 연구 등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이 또한 2008년 리먼쇼크로 인하여 파견근로자 문제가 노동문
제의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노동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편의점 노동조합의 가맹점주(세븐일레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세븐일레븐)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한 명령서의 교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초로 프랜차
이즈 관계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으로서 그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인 관계로 학계에서 많은 평석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의 가맹점주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서
판단하는 데 최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 및 노사관계연구회 보고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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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계
약 관계, 가맹본부의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전형성을 고려한다면 동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도 노동관계에 대한 인정의 가능
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사건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거부 사건인데, 법률 구조 및 현실적인 법원의 판단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가맹
본부의 사업 조직의 하나로, 가맹점주가 경영에 있어서 스스로의 처분권
한 및 결정권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면 경영자로서의 성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관계를 노동관계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법의 이상에도 부
합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편의점 가맹
점주의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교섭 신청 및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가맹점주 자신의 계약 관계를 노동관계로 바라보
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편의점 노조 사건을 통하여 프랜
차이즈 관계를 노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수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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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1.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형
가. 프랜차이즈의 개념
중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개념1)을 살펴보면, 중국이
2007년 2월 반포한 행정법규인 ｢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
条例)｣ 제3조는 “본 조례에서 말하는 프랜차이즈(商业特许经营)는 등록상
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特许人)이 계약형
식으로 그가 보유한 경영자원을 기타 경영자(被特许人)에게 사용하게 하
고, 가맹점주(特许人)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하에서 경영
을 전래하며 아울러 가맹본부(特许人)에게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급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상술한 ｢프랜차이즈관리조례｣에
1) 프랜차이즈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립적 상인 간에 일
방(가맹본부)이 타방(가맹점주)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
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
고 할 수 있다(정찬형(2007), 상업강의(상) 제10판, 박영사,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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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국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상업특허경영(商业特许经营)’ 또는 ‘특
허경영(特许经营)’이라고 표현하고, 가맹본부는 ‘특허인(特许人)’, 가맹점
주는 ‘피특허인(被特许人)’ 또는 ‘수허인(受许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 프랜차이즈의 유형
1997년 국내무역부(國內貿易部)에서 제정한 ｢프랜차이즈관리방법(시범
시행)(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试行))｣은 프랜차이즈를 ‘직접프랜차이즈(直
接特许)’와 ‘지역프랜차이즈(区域特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다.3) 먼저, 직접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特许者)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프
랜차이즈 경영권을 직접 가맹점주(特许经营申请者)에게 수여하고 가맹점
주는 가맹점을 투자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재차 특
허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지역프랜차이즈는 가맹
본부가 지정된 구역 내에서 독점경영권을 가맹점주에게 양도하고, 가맹
점주는 해당 특허경영권을 재차 기타 신청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자신도 해당지역에서 가맹점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나 2004년 상무부가 새롭게 재정한 ｢프랜차이즈 관리방법(商业特
许经营管理办法)｣과 2007년 국무원이 제정한 ｢프랜차이즈 관리조례(商业
特许经营管理條例)｣에서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유형과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
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
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试行) 제5조. 이 ‘방법’은 상무부에서 발포한 ‘프랜차이즈 관
리방법(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이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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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 규제의 발전 현황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 규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프랜차이즈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
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경제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하려는 것으로, 만일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상법, 반독
점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가
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현실적
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법, 행정수단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프랜차이
즈 계약 관계에 개입하여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해 무효로 하거나 개정명
령을 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다.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고 프랜차이즈의
역사도 길지 않으며 또한 민법, 상법, 반독점법 등 기본적인 법률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
령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국무원이 제정한 ｢프랜차이즈관리조례｣, 2011년 상무부가 제정한
｢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과 ｢프랜차이즈정
보공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披露管理办法)｣ 등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
된 법령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자격의 심사,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 프랜차이즈의 기본 방식,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프랜차이즈 등기, 재무, 세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중반 이후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거
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율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1997년 3월 27일 국내무역부는 ｢연쇄점경영관리
규범의견(連鎖店經營管理規範意見)｣을 공포하여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뒤이어 1997년 5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이 ｢연쇄점등기관리관련문제에관한통지(关于连锁店登记管理有关问题的
通知)｣를 발표했고, 동년 9월 29일 재정부가 ｢기업연쇄경영관련재무관리
문제의임시시행규정(企业连锁经营有关财务管理问题的暂行规定)｣을 공포

21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했다. 또한, 1997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문화부, 우전부, 국가공상행정관
리국 및 국가연초전매국이 발표한 ｢연쇄점경영전문경영상품관련문제에
관한통지(关于连锁店经营专营商品有关问题的通知)｣,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이 1995년 11월 23일 공포한 ｢상업비밀침범행위금지에관한약간규정(关于
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등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2월 국무원은 ｢프랜차이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고 한다)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중국 국무원에서 최초로 제정한 프랜
차이즈 산업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행정법규이고, ‘조례’의 규정을 더 효
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1년 11월 7일 상무부는 ｢프랜차이즈등록관리
방법｣을 심의, 통과시켰고,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상무부
는 2012년 1월 18일에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을 심의, 통과시키
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프랜차이즈관
리조례｣가 중심이 되고 ｢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과 ｢프랜차이즈정보공
개관리방법｣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제
체계를 형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3.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과정
1984년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이 중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맹아기, 초창기, 발전기, 조
정기 및 성숙기 등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인 맹아기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로 피에르 가르
뎅, 맥도날드, KFC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서 중국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맹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중
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소수의 몇몇 외국 프랜차이즈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고, 이 시기 중국에 첫발을 들여 놓은 KFC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
업은 합자(合資) 또는 독자(獨資)의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
시기 중국 기업은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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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고, ‘전통명품브랜드’(老字号)로 대표되는 중국 토종기업들은 연
합경영, 기술이전, 브랜드 수출 등의 방식을 통해 분점을 확장하고 있었다.
둘째 단계인 초창기는 1993년에서 1996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중
국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토종기
업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3년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한 리닝(Li-ning, 스포츠 용품 브랜드)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중국 전역에 수천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면서
중국 스포츠 용품 브랜드의 1인자로 등극했다. 리닝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국 시장에서 창조한 첫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토
종 명품브랜드(老字号) 기업 중에서는 취엔쥐더(全聚德, 북경오리 전문
점)가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프랜차
이즈 형식은 단일 점포 프랜차이즈 중심이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프랜차
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고, 관망하는 단계였다.
셋째 단계인 발전기는 1997년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이다. 1997년 당
시의 국내무역부는 ｢프랜차이즈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했고, 이때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중
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가 개최한 중국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기점으로 프
랜차이즈 산업은 급속한 발전기를 맞이했다. 2003년 말 현재, 중국 프랜
차이즈 기업 수가 1,990개를 돌파해 프랜차이즈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
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
다. 한편, 이 시기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프랜차
이즈에 대한 인식이 편협했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낙후되어 가맹점 간
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 상황이 천태만별이었으며, 이러한 까닭
으로 일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은 직영점의 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
출했고, 가맹점 모집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넷째 단계인 조정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이다. 2007년 1월
국무원은 ｢프랜차이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자
격을 제한했고, 아울러 프랜차이즈 등록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하여
중국 프랜차이즈의 관리 체제를 강화했다. 이 시기에 중국은 WTO 양해
각서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개방하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대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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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몰려들었고, KFC, 맥도날드 등 이미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반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은
몇 년간의 급속한 발전을 경험한 이후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내실화에 치
중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시기는 성숙기(안정적 발전기)로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시
기이다. 중국 정부가 관련 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구체적이고 현
실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2008년부터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안정적 발
전기로 진입했다. 이 시기 중국 프랜차이즈 발전 계획은 더욱더 이성적이
고 내실화되었고, 발전 속도와 운영 자질의 균형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또한, 가맹점 모집의 템포는 완화되었고 직영점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며,
프랜차이즈가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각종 신기술 등이 프랜차이
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4.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현황
19세기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1980년 중반기
맥도날드, KFC 등 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사가 독자 혹은 합자 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에 도입되었다. 중국에서 1990
년대부터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2004년 12월부터 WTO 양해각서에 따라 도소매업이 전면
적으로 개방되면서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
모는 1990년 후반부터 급팽창했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에
는 신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면서 업종이 다양화되었다. 중국프랜차이
즈협회(中國連鎖經營協會)가 발표한 ｢중국프랜차이즈발전보고(中国特许
经营发展报告)｣에 따르면,4) 2013년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 TOP 120
4) 자세한 내용은 2013中国特许120强出炉(http://www.ccfa.org.cn/viewArticle.do?me
thod=viewArticle&id=ff80808143581cbe0146141e2aef099f&publishcid=402881e91c5
9dbcb011c59e030db0005)에서 볼 수 있음(최종검색일 201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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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업의 점포 수는 139,701개이고, 이 중 가맹점은 115,380개이며 기업
1개당 평균적으로 1,164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 120대 기업의 2013년도 신규 증가 점포는 9,322개로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증가 가맹점은 5,360개로 지난
해 대비 4.8% 늘어났으며, TOP 120대 기업의 영업액은 4,367억 위안(한
화 7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프랜차이즈 TOP 120대 기업의
점포 수와 가맹점 점포 수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각각 4%, 2.9% 감소하
여 개점의 템포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 중 슈퍼마켓편의점, 식품소매, 주
류전문매장 등 소매업종 및 요식업의 개점 증가폭은 2012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영업액 증가폭에서 보면, 슈퍼마켓편의점, 식품전문
매장, 요식, 비즈니스형 호텔, 교육훈련, 세탁, 실내인테리어업의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인
건비와 임대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약 80% 기업
의 인건비가 5% 이상 증가했고, 이 중 40% 이상 기업의 인건비는 1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보편적
으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고, 68%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임대료는 지
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20% 기업의 임대료는 10% 이상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업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기업 이익
이 감소했다. 식품전문매장, 비지니스형 호텔, 교육훈련, 세탁업의 평균
이윤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소매, 요식, 실내인테
리어, 자동차 정비업, 미용업 및 기타서비스 업종의 평균이윤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윤율로 보면, 종합소매업의 평균이윤율은
2.07%, 교육훈련업은 최근 2년 동안 평균이윤율이 25% 이상이었고, 2013
년 평균이윤율은 28%로 나타났다. 경제전망이 어둡고, 지속적으로 증가
되는 경영비용 및 구인난 등에 직면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금 및 관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프랜차이즈 TOP 120대 기업의 향후 개점
계획은 직영점의 규모는 감소하고 가맹점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TOP 120대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은 직
영점의 비중이 감소했고, 19개 기업은 2013년 새로 오픈 하는 점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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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2013년도 중국 TOP 10 프랜차이즈 회사(영업액 기준)
(단위 : 만 위안, 개)
회사명칭

브랜드

판매액

총점포/가맹점

1

유통업 上海联华超级市场发展有限公司

联华

6,881,838

4,600/2,804

2

외식업 百胜餐饮集团中国事业部

KFC

5,020,000

4,563/ 278

3

소매업 中国黄金集团黄金珠宝有限公司 中国黄金 4,795,310

2,149/2,116

4

유통업 苏果超市有限公司

苏果

3,385,600

2,109/ 712

5

숙박업 上海如家酒店管理有限公司

如家

1,834,566

2,180/1,308

6

소매업 天盟农资连锁有限责任公司

天盟

1,500,000

7,572/7,554

7

소매업 北京迪信通商贸股份有限公司

迪信通

1,268,259

1,465/ 562

8

소매업 安徽辉隆农资集团股份有限公司

辉隆

1,011,942

2,951/2,973

9

숙박업 7天连锁酒店

7天

900,000

1,998/1,488

10

외식업 天津德克士食品开发有限公司

德克士

822,000

1,964/1,713

자료 : 중국프랜차이즈협회.

두 가맹이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약 90%의 프랜차이즈
TOP 120대 기업이 가맹점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규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중국법의 수요도 증가했
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법령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률로서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계약 관계의 규율과 관련된 법률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민법통칙(民
法通則), 지적재산권법(知識財産法), 계약법(合同法), 반부당경쟁법(反不
當競爭法), 반독점법(反壟斷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국무원이 제정
한 행정법규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특허법(專利法) 실시세칙, 상표법(商標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직능부문의 규장성문건(規章性文件)5)으로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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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상무부의 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备案管理办法), 프
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信息披露管理办法)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넷째, 프랜차이즈 산업이 비교적 일찍 발전한 상하이, 베이징, 광
둥성 등 지방정부 직능부문이 제정한 일부 관련 정책규범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는 아직 프랜차이즈 산업을 직접 규율 대
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7년 프랜
차이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 당사자가 실질
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랜차이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가 현재 중국에
서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라고 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
하는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의 시장에 대한
진입조건, 가맹본부의 등록제도, 가맹점주의 임의해지권이라고 할 수 있
는 숙고제도(Cooling off period), 정보공개제도 및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정 정도상으로 중국 프랜
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가맹점주의 보호에 대한 법률 제도를 개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조건에 대한 규제
가. 프랜차이즈 계약당사자의 자격요건
1) 가맹본부의 자격요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프랜차이즈는 타인(가맹점주)의 자본을 이
용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고, 가맹본부의 경험과 역량은 가맹점주
의 사업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법은
가맹본부의 시장 진입조건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엄
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5) 국무원의 각 부문 및 그 직속기관에서 법률, 행정법규, 명령에 근거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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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 프랜차이즈관리조례는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의
자격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은 가맹본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상(工商) 부문에 합법적으로 등
기를 한 기업만이 프랜차이즈의 일방 주체인 가맹본부가 될 수 있다. 이
에 대해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3조 2항은 “기업만이 가맹본부로서 프랜
차이즈 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기타 단위와 개인은 가맹본부로서 프랜차
이즈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둘째, 프랜차이즈의 일방 주체인 가맹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
는 요건 이외에도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갖춰
야 하고, 동시에 가맹점주에게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서
비스 제공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관리조
례 제7조 1항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성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해야 하고,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
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의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전에 1년 이상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 부실한 가맹본부가 프
랜차이즈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실태의 리스크로부터 가맹
점주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관리
조례 제7조 2항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에 종사함에 있어 적어도 2개
이상 직영점을 보유함과 아울러 직영점 경영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해
6) 1997년 11월 구(舊)국내무역부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관리방법(시범시행)’ 제6조는
가맹본부가 구비해야 하는 조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ⅰ) 독립법
인자격의 구비, (ⅱ) 등록상표, 상호, 제품, 특허품과 독특하고 전수가능한 경영관
리기술 또는 비결을 구비하고 1년 이상의 양호한 경영실적, (ⅲ) 일정한 경영자원
의 구비, (ⅳ) 가맹점주에게 장기적인 경영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2004년 12월 상무부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구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ⅰ)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기타경제조직, (ⅱ)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 상호와 경영모델 등 경영자원 (이
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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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점주의 자격요건
가맹점주의 자격요건에 대해 프랜차이즈관리조례는 아무런 제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프랜차이즈관리방법(시범시행)에서는 일정
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프랜차이즈관리방법(시범시행) 제7조는
가맹점주의 자격요건으로 (i)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자연인;
(ii) 필요한 경영 자원(자금, 장소, 인재 등) 구비; (iii) 일정한 경영 관리능
력의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등록제도(备案制度)
정부 당국은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을 관리감독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거래관계는 민상사 거래에 해당하기 때
문에 정부 당국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하여 행정허가제를 시행하는 것
이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거래관계를 신
속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거래관계에 대해 규범과 감독
을 편리하게 하고, 동시에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은 절차적인 방면에서 강행적인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
이즈 등록제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
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고, 프랜차이즈관리조례에서 처음으로 가맹본
부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8조, 제9조, 제10
조는 프랜차이즈 등록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8조).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문
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안에서 프랜차이즈 사
업을 하는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문에 등
록해야 하고, 성/자치구/직할시의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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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주관부문에 등록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i) 영업허가증 사
본 또는 기업등기증서 사본, (ii) 프랜차이즈 계약 샘플본, (iii) 프랜차이즈
매뉴얼, (iv) 시장계획서, (v) 가맹본부가 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한다는
서면승낙서 및 관련 증명서류, (vi)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관련
문건, 서류 등이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법에 따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관련 허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무주관부문은 가맹본부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고, 아울러 가맹본부에 이를 통지해
야 한다(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9조). 만일 제출한 서류에 기재사항의 누
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은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무주관부문은 등록
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정부 인터넷에 게시하고, 신고한 내용에 변경 사항
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변경해야 한다(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10조). 가맹
점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프랜차이즈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i) 가맹본
부의 기업 명칭 및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등의 경영자원, (ii)
가맹본부의 등록 시간, (iii) 가맹본부의 법정 경영장소의 주소와 연락 방
식, 법정대표인의 성명, (iv) 중국 국경 내 가맹점의 분포상황 등을 검색할
수 있다.7)
중국의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등록제도는 가맹점 사
업을 희망하는 자가 더 편리한 방식과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대
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으
며, 동시에 정부 당국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태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파
악하여 문제를 찾는 데 유리하여 행정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해 가맹
점주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호할 수 있다.

2. 프랜차이즈 사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여러 가지 권리와 의
7) ‘프랜차이즈 등록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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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관계를 약정한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거래 계약이다. 프랜차이즈 계약
의 존속 기간 중에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를 다양
한 방법으로 구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어디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련법령은 (i)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규제, (ii) 가맹본부 행위에 대한 규제, (iii)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규제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쌍방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
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다. 중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프랜차이즈 계약
을 체결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방면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규제
를 하고 있다.
1)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명시해 놓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11조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으로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기본 상황, ②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용 및
기한, ③ 프랜차이즈 사업 비용 내역, 금액, 지불방식, ④ 경영지도, 기술지
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방식, ⑤ 제품 및 서비
스의 품질, 표준 및 보증조치, ⑥ 제품 및 서비스의 판촉과 홍보, ⑦ 프랜
차이즈 사업 중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배상책임 부담, ⑧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종료, ⑨ 위약책임, ⑩ 분쟁 해결 방식, ⑪ 프랜차이
즈 사업자와 가맹점주 간에 약정한 기타 사항 등 11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8)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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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고제도(Cooling off period)
가맹점 사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충
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만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숙고제도
(Cooling off period)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12조
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약정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조건하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
업 희망자의 계약 해지를 용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해지권은
법정의 계약해지권이지 위약의 특권이 아니며, 가맹본부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경우, 프랜차
이즈 산업이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가맹점주가 지위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숙고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지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숙고제도의 기
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세한 지위에 있는 가맹본
부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숙고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
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이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숙고기간을 설정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가맹점 사업 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하
겠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3)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
가맹점주가 동의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기간은 3
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상관이
없다.

9)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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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맹본부 행위에 대한 제한(가맹본부의 의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소비자 및 기타 경영자 사이에 조화로운 법률 관
계의 건립을 촉진하고, 경영자원의 권리 침해의 위험, 소비자 권익 침해
의 위험 및 불공정경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
된 법령은 가맹본부가 규범관리의 생산경영 시스템을 건립하여 가맹점주
의 경영행위가 법에 근거하여 규범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관리조례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프
랜차이즈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약정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
맹점주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이는 가맹점주는 대부분 점포에 대한 경
영 지식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자금력도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독자
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에 의한 경영지도나 지원을 기
대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서면 형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이 부분 비용의 용도 및 반환의 조건,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광고, 선전
비용은 계약에 약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사용 현황은 가맹점주
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광고, 선전 활동 중에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광고 중에 가맹점주의 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
다. 가맹점주 행위에 대한 제한(가맹점주의 의무)
가맹점주의 행위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18조
는 가맹점주의 의무로 ① 프랜차이즈 경영권 제3자 양도 금지, ② 영업 비
밀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가맹사업의 통일성은 프랜차이즈 가
맹사업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동의 없
이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의 명성
10)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14조,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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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일된 이미지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이익과 발전 전망과 관
계가 있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는 가맹점주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된
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후 가맹본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11) 다음으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영업 비밀 준수 의무를 지닌다. 영업 비밀은 타인에게 누설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계약 및 관련 비밀유지약정
의 규정에 따라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영업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12)
프랜차이즈관리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맹점주는 프랜차이
즈 계약에서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 의무를 가진다. 먼저 가맹점주
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약정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 및 관련 부속 문건의 내용을 근거로 영업 활동을 해야
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는 상황하에서 자의적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해서 안 된다. 다음으
로 프랜차이즈 가맹관계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니는 것과
같이 가맹점주도 일정 정도상으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즉 가맹점
주는 경영상황, 재무상황 등 계약에서 약정한 정보를 있는 사실 그대로
가맹본부에 거짓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는 계약의 약
정에 따라 프랜차이즈비와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즉 가맹점주
는 정해진 기일에 프랜차이즈비를 지불하고, 납부한 금액의 근거로 진실
된 재무보고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제도
가. 개 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가 매우
11)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18조 1항.
12)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1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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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비대칭 및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내용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을 희
망하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각 국가에서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
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관리조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정보공
개에 관한 내용을 독립적인 장(章)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가맹본부가 설립
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적어도 30일 전 서면
형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관련 정보와 프랜차이즈 계약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제21조, 제22조). 이외에도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에서는 정보
공개의 시기, 형식 및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들 규
정은 가맹점주의 알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
맹점주의 이익을 비교적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정보공개의 주체
정보공개의 주체에 대해 상무부에서 제정한 프랜차이즈관리방법은 가
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를 정보공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프랜
차이즈관리방법 제17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
결 전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13) 가맹점주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0조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주체자격증명, 자금신용도, 재산권 증명 등
을 포함한 자신의 경영능력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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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가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를 기만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맹점 희
망자에게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관리방법처럼 프랜
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정보공개의 주체 범위에 가맹점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 입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지위의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원에서 발표한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20조는 외국의 입법례
를 참조하여 가맹본부만을 정보공개의무의 주체로 규정하였다14).
다. 정보공개의 범위
가맹본부가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즉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통해 가맹본부가 의무
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나라마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
보공개의 방식은 대체로 열거식과 개괄식이 서로 결합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입법 중에 직접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항목을 열거나 개괄적
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추상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있다.15)
중국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규제는 국무원이 제정한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상무부가 2012년 1월에 공포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법에 있고, 직접 열거식의 입법 모델을 취하고 있다. 기
존의 프랜차이즈 관리방법과 비교하면 공개의 항목이 늘어났을 뿐만 아
니라 내용도 더욱더 전면적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도 더욱더 구체적
14)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0조 : 가맹본부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완비된 정보공개제도를 건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15)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UFOC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정보공개서)는 23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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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명확해졌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전에 가맹본부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참
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진실하고 적절하며 합법적
인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2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개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가맹본부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
자, 등록자본금, 경영범위 및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현황 ②
가맹본부의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및 경영모델의 기본 현황
③ 프랜차이즈 비용의 항목, 금액 및 지급 방식(보증금 수취 여부 및 보증
금의 반환조건 및 반환방식) ④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
비의 가격 및 조건 ⑤ 가맹점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방식 및 실시계획
⑥ 가맹점주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구체적인 방법 ⑦ 가맹
점주에 대한 투자예산 ⑧ 중국 국경 내에 기존의 가맹점주의 수량, 분포
지역 및 경영상황평가 ⑨ 최근 2년간 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재무
회계보고서 ⑩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에 관한 소송과 중재 현황 ⑪ 가맹
본부 및 그 법정대표자가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 ⑫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정한 기타 정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하도록 그 공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
법 제5조는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16)

16)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범위 가
운데 하나인 ① 가맹본부의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등록자본금, 경영범위 및 프
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현황에 대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5
조는 (1) 가맹본부의 명칭, 통신주소, 연락방식, 법정대표인, 총경리, 등록자본금,
경영범위 및 현재 직영점의 수량, 주소 및 연락방식 (2)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현황 (3) 가맹본부 등록의 기본 현황 (4) 만일 가맹본부의
관련 회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기본 현황 (5) 가맹본부 또는 그 관련 회사가 과거 5년 동안 파산 또는 파산
신청에 관한 현황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더욱더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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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공개의 시기
정보공개는 가맹점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기간 및 형식도 중요한 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진
실성, 정확성 및 안정성에 대해 판단하고, 아울러 투자분석 및 투자결정
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규범화된 정보공개의
형식은 가맹본부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유리하고, 그 권리의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1조는 “가맹본부는 프랜
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의 형식으로 가
맹점주에게 본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한 정보와 프랜차이즈 사업계약 샘
플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의 프랜차이즈
관리방법17)과 비교하면, 공개의 시간이 다소 연장되어 가맹점 희망자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마. 정보공개의 형식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법은 공개문건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내용
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의 형식에 대해서는 서면 형식으
로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항목이 매우 많기 때
문에 표준화된 양식 없이 서면의 형식이라는 틀 내에서 가맹본부가 자유
롭게 작성한다면 가맹점주가 열람 혹은 검증하는 경우 그 공개된 내용의
신뢰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보공개제도의 역할과 작용을 약
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바. 정보공개 의무 위반의 효과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률 원칙 및 정보공개의
17)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제18조 :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2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정보자료와 프
랜차이즈 계약의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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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보공개 원칙의 준수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본부 및 프랜차이즈 체
계의 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전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고, 법률 책임은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가맹본부가 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여 프랜차이즈
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3조
의 규정 중에 정보공개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고, 아
울러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있어
서 도움이 된다. 동시에 만일 가맹본부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
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18) 가맹
본부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3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1. 개 요
현행 중국의 법령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특정한 법률 관계로 파악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가맹본부
와 가맹점주 사이의 법률 관계 및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특허권 양도를 핵심으로 하는 계약 관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가맹점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요 근거가 된다. 그
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무원이
제정한 프랜차이즈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제11조, 제12조 및

18)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23조 3항,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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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적용을 받는다.19) 즉 중국 정부는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등록제도(备案制度)를 규정하여 프
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20) 이하에서는 중국
노동관계법상의 노동 보호 규정을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로 확대하여 적
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중국 노동관계법상의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이하, ‘중
국노동법’이라고 한다)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기업, 개체 경제 조직
(자영업체)21) 및 이와 노동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이다.22) 그리고 국가기
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이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도 적용 대
상이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 사업조직23) 및 사회단체24)의 업무인원, 농
업근로자, 현역군인, 유모 등 가사근로자 등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5) 따라서 중국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노동
1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절 2. 프랜차이즈 사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余冬爱(2009), 特许经营商事法律制度研究, 中國方正出版社, p.103.
21) 개체경제조직(개체경제조직)이라 함은 고용된 자가 7인 이하인 자영업체를 말한다.
22)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조는 “중화인민
공화국 국경 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간비기업단위(民办非企业单位,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와 기타사회역령 및 공민 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비영리사회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 등 조직과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형
성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종료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민간비기업단위로까지 확대시켰다.
23) 사업조직(事业组织)은 사업단위(事业单位, Institutional Organization)로도 불리고
있다. 즉 국가가 사회공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설립 혹은 기타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것으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의료) 등 활동에 종사
하는 사회서비스조직을 말한다.
24) 사회단체(社会团体)라 함은 공민 또는 기업이나 사업단위가 스스로 조직하고, 규
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조직으로 업종별 사회단체, 학술성 사회단체, 전
문성 사회단체와 연합성 사회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중화전국총공회, 전국부녀
자연합회, 작가협회, 기자협회 등이 대표적인 사회단체이다.
25)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약간조문에 대한 설명’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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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개념을 규명하는 데 있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 중국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중국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이라고
한다) 등 중국 노동관계법상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26) 다만,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근로자의 개념을 유추해 보면, 일반
적으로 연령이 만 16세 이상이고,27)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
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을 근거로 기업, 개체경제 조직,
민간비기업단위 중의 근로자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중 공무원
과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업무인원 이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분 특정 직업자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사업조직과 사업단체의 업무인원, 농업근로자, 현역군인, 가사근로자 등
은 중국노동법, 노동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한편, 중국의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미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법에
따라 양로보험대우를 향유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노무관계에 따
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퇴직자가 새로운 사용자와 현실적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28) 그뿐만 아니라
26)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은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만 정
비해 왔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회피해 왔다. 2014
년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위원회가 통과시킨 노동
관련 법률은 모두 9개가 있는데, 이 중 ‘공회법(工會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적 노사관계법에 속한다. ‘공회법’도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기 보다
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회의 역할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노동법, 노동계약법, 공회법
등 현재까지 제정된 9개 법률상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27)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직종 및 업무에 대해 중국 노동법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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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및 졸업 전 현장실습을 하는 실습
생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29)
나.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관계
1) 노동관계 존부의 판단 요소
현행 중국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다. ｢노동계약법｣의 초안에는 노동관계에 대
한 정의 규정이 있었다. 노동계약법 초안(의견수렴안) 제3조는 “동법에서
말하는 노동관계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구성원이 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하에서 유상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의무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관계에 대한 법률
상의 정의 규정은 노동계약법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 노동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현행법령의 근거는 행
정부문과 사법부문의 관련 규정이다.
노동과 사회보장부(現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2005년 5월에 반포한
｢노동관계확립관련사항에대한통지(关于确立劳动关系有关事项的通知)｣는
노동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고 있
다.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주체 자격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 둘째, 사용자가 법에 따라 제정된 각종 노동 규정 제도를 근
로자에게 적용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동 관리를 받고 있으며, 사
용자가 지시한 유상노동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 셋째, 근로자가 제공
한 노동이 사용자 업무의 일부분인지의 여부 등이다. 즉 노동관계의 존재
여부를 당사자 적격성, 인격 종속성 및 업무 종속성 등 세 가지 핵심요소
로 판단하고 있다. 상술한 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현
28)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안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3).
29) 중국에서는 중국 노동력 공급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만일 퇴직자나 재학 중 학
생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취업촉진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퇴직자와 재학 중 아르바이트 학생을 노동관련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常凯(2008), 劳动合同立法-理论难点解析, 中国劳动社会保障出
版社, p.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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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중국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및 인민법원이 노동관계의 존부와 관련
된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되
고 있다.
지방성 규정을 살펴보면, 베이징(北京)의 경우, 노동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소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2005년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한 통지에서 제시한 당사자 적격성, 인격종속성 및 업무종속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① 자신의
기능, 지식 또는 설비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이나 서비스, ② 경영리
스크를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③ 사용자와 신분예속관계가
없는 경우, ④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또는 지배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에 대해서는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30)31) 또한, 저
장성(浙江省) 인민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관계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하고 그 판단요소로서는 ① 임금 지급 및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명세서,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업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증, ③ 출퇴근
기록, ④ 채용관련 서류, ⑤ 기타 관련 증거 등이다.32)
2) 노동관계 존부의 판단 요소에 대한 평가
중국 법원은 노동관계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
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당사자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격종속성과 업무종속성 두 가지 방

30) 北京市高级人民法院、北京市劳动争议仲裁委员会关于劳动争议案件法律适用问题
研讨会会议纪要.
31) 저장성(浙江省) 고급인민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쌍방의 노동관계 존재여부를 판단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심
사할 것을 명확히 했다. 첫째, 임금지급서 또는 기록,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업무증, 서비스증 등의 신분증, 셋째, 출근기
록, 넷째, 근로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류, 다섯째, 기타 관련증거. 인민법원은 상
술한 증거의 형식, 출처, 점유 등의 요소를 근거로 당사자의 입증책임을 확정해
야 한다.
32) 浙江省高级人民法院民事审判第一庭关于印发,《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若干问题的
意见》.

240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
가들은 주로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노동 보호 조항을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
가 출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
의 노동유연성 확보에 대한 수요 등으로 비전형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에 따라 단순히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법상의 적용 대상을 구
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중국에서 노동관계 존부 판정 요소의 하나인 인격종속성은 업무종속성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가 법에 따라 제정한 각종 취업규칙이 근
로자에게 적용되는지를 판단요소로 삼고 있는데, 이는 중국적인 특색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
의 종속성 요소는 인격종속성이 그 핵심요소이지만, 법원이 인격종속성
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일 사용자의 지휘명령만
을 판단 요소로 할 경우 일정한 국한성이 있고, 세일즈맨, 화물차기사 등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약한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완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사
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행 법령에서 노동관계 존부의 판단 요소로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하
겠다.

제4절 결론 및 토의

중국에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를 서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법률 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 관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법률 관계는 실질적으로 독립
된 민사상 주체 사이의 계약 관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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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무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에서 파생되는 노동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
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노동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상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
동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노동관계법
상 노동 보호 조항의 적용 대상은 당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
야 하고, 더 나아가 인격종속성과 업무종속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관계 존부를 판단해 온 이 세 가지 요소는 그 획일성으로 인
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비전형 고용 형태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
이에 노동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 보호 규정
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인 노동관계 존부에 대
한 판단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
계약법 제5장은 비전형노동관계 가운데 우선 파견노동과 파트타임노동
(비전일제 노동)에 한하여 노동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
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을 가맹본부에게 의무화한 노동관계법의 규정
이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 정부와 최고인민
법원은 전통적 노동관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업무종속성, 인격종속성
이 약한 택시기사33), 지입차주 기사34)의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노
동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노동관계의 판단 요소를 다원화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
는 충분히 있다.

33)《进一步规范出租汽车行业管理有关问题的通知》.
34)《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42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제9장

프랜차이즈 노동관계：한국

제1절 서 론

“비록 단골 치킨집 사장님은 사라졌지만, 그 간판 그대로 남아 변함없
는(혹은 오십보백보의) 맛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프랜차이즈의
힘!”1)
국내 가맹사업은 림스치킨(1975년)과 커피전문점 난다랑(1979년)을 시
작으로 롯데리아(1979년), 파리바게뜨(1986년), 투다리(1987년), 놀부(1989
년), 맥도날드(1988년)가 선진화된 가맹사업 시스템으로 도입되었다고 보
고 있다. 이어서 기반을 구축한 도미노피자(1990년), 한솥도시락(1993년),
던킨도너츠(1997년), BBQ(1995년), 김가네(1996년) 등이 출현하였다. 최
근에는 오히려 국내 가맹사업체인 투다리(2000년), BBQ(2003년), 불고기
브라더스(2009년), CGV(2012년) 등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듯 국
내 가맹사업은 35년이 지났으며, 특히 최근 외식 산업의 확대, 실버 산업
의 파워 등으로 인해 최근 10년 사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2)
대한상공회의소의 2012년 유통산업통계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맹사업
1) 정은정(2014), 대한민국 치킨展, 따비, p.80.
2) 이상의 가맹사업 경과에 관해서는 이은지․조철호(201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성과 성과간의 종단적 연구 : 정보공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6(8), 대한경영학회, p.2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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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3년 현재 연간 매출액 약 87.8조 원, 가맹본사 2,420개, 브랜드 2,956
개, 가맹점 수 166,932개와 직영점 9,156개, 종업원 100만 명을 갖고 있고,
평균 가맹사업기간은 4.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7.16%, 브랜드
당 평균 가맹계약해지 점포 수가 3.7개, 신규개점 점포 수가 브랜드당 평
균 17.5개라고 한다.3)
이렇게 가맹사업거래가 시작된 후 35년이 경과하였고, 그 경제 규모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기초한 여러 가
지 연구나 법제가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 듯하다. 특히 2002
년에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4)이 제
정되었다.
가맹사업법은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내용상 의미 있는 변
화는 2007년과 201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5) 그리고 개정 내용들은 주로
3) 김주영․유보미(2013),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른 특성 연구｣, 유통
연구 18(1), 한국유통학회, p.26.
4) 법의 약칭은 법제처 기준을 따랐다.
5) 2007년 개정(4차 개정(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0호))시 ①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임을 인식하고 이
불평등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보
공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원능력
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가맹
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을 이유로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또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주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
점주에 대한 영업구역보호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④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가
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주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주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가맹사업의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
고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
어졌다.
그리고 2013년 개정(7차 개정(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4호))시 불공정행위(가
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
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정확하
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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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6)의 사업 운영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불공정행위들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다. 애
초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간
의 경과에 따라서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규
제, 그것을 위한 가맹사업 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 방향으로 흐
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가맹사업거래가 매우 불공정한 형태로 이루어
져 왔고, 가맹사업 희망자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방적 피
해자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도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기본 방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독립적 사업
거래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거래계약 당사자의 불평등 지위에
기초한 불공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운용하고 있기
는 하지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비독립적 사업주로 당사자
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용자와 근로자와 같은 종속관계
를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 이
의문점이 이 글을 출발하게 하는 발단이 되었다. “비록 단골 치킨집 사장
님은 사라졌지만, 그 간판 그대로 남아 변함없는(혹은 오십보백보의) 맛
을 보여주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힘!” 그 힘이 사실은 가맹본부와 가맹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함으로써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
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
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주가 질병
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였다.
6) 법률상 용어는 ‘가맹점사업자’이지만 이 책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점사업자’ 대신
‘가맹점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법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용
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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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의문점
을 해결해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현행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특성 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제2절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특징과 지배관계

1. 가맹사업거래계약의 의미와 특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형식상 상호 독립된 기업이다. 그러나 양자는 동
일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영업 외관을 갖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
업의 신용과 시스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주에게 계속적인
지시와 통제를 가하는 내부적 결합관계를 맺고 있다.7) 이러한 점을 고려
하게 되면 과연 가맹점주는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고 가맹본부와의 대등한
관계하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법 및 판례는 대리책임론을 이용하여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법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8) 우리나라에서
는 이 관계를 밝히는 법적 논의나 판례가 부족하다(아니, 거의 없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법제와 여러 관련 자료를 기초로 가맹사업계약의 성질
을 살펴보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대한 기초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임재호(200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행위로 인한 사업본사의 책임｣, 상사법연구
20(3), 상사법학회, p.10 참조.
8) 예컨대 미국에서는 Parker v. Domino's Pizza, Inc. 사건(Parker v. Domino's
Pizza, 629 So. 2d 1026(Fla. Dist. Ct. App. 4th Dist. 1993))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도 하다. 즉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의 범위가 행위 양식이나 수행 방법 등에까지 이를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독립된 당사자가 아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한 대리인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일
정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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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사업의 의미
가맹사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에서는 프랜차
이즈 사업을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로서, 가맹본사는 노하
우와 훈련 등의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가맹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가맹점은 가맹본사의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공통의 트레이드 네임포맷 및 수순에 따라 영업을 하며, 가맹
점의 사업에 대해 자신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출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일본프랜차이즈협회(JFA)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상표, 서비스마크, 트레이드네임, 그 밖의 사업
상징이 되는 표지 및 경영의 노하우를 사용한다.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의
판매 및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일정의 대가
를 지급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가맹본사의 지도 및 지원하
에 사업을 수행하는 양자의 계속된 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쟁거래위원회고시(1997-19)에서는 “가맹본사가 다수의 가맹점에
게 본사의 상표, 상호, 서비스, 휘장 등(영업표시)을 사용하여 본사와 동
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
자는 가맹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
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은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가맹
사업을 정의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을 통
해서이다. 이 법은 제정된 후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10) 제정 당시
9) 이상의 가맹사업정의에 대해서는 이은지․조철호(201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 특성과 성과간의 종단적 연구 : 정보공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지 26(8), 대한경영학회, pp.2187～2188에서 인용.
10) ∙1차 개정(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9호) :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맹
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의 시행․관리 업무를 담당할 주체를 정비하고자 한 것.
∙2차 개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1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의 개정에 따른 연관 법률의 개정.
∙3차 개정(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96호)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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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
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주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
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07년 제4차 개정(2007년 8월 3
일) 때이다. 2007년 제4차 개정에서는 가맹사업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
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
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었다. 이전에는 가맹본부의 품질기준이 가맹점사업주
의 판매에 대한 통제의 기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2007년 법 개정부터는
영업방식 또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정의 규정의 변화에 따라서 가맹사업의 대상은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함께 영업방식의 동일성을 유지하
법률의 개정.
∙4차 개정(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0호) : 각주 5)의 내용 참조.
∙5차 개정(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68호) : 벌금형을 과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
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6차 개정(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23호) :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
차를 거치도록 하고,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의 위임범위를 구
체화하며,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 것.
∙7차 개정(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4호) : 각주 5)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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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정의에서 가맹사업은 판매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의 동일성이 요구
되었다면, 현재는 판매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영업방식도 가맹사업의 대
상으로서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규정의 변화가 가맹사업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분
명치 않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일정한 품질기준만이 아니라
일정한 영업방식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영업방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포함시
킨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후술하게 될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권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분명한 것
은 가맹사업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는 가맹본부의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가맹사업의 동일성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나. 가맹사업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구조는 [그림 9-1]
과 같다.
독일에서의 가맹사업거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일정한 생산자의 상품을 일
정한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하는 특약점 관
계와 유사하다는 설, 상품 배급에 관한 가맹계약은 상품의 매매이고 영업
형 가맹계약은 서비스 매매로서 일종의 권리용역임대차라고 주장하는 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고 한다.11) 그러나 가맹계약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계약 형태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가맹계약은 특정인
에게 일종의 특권처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전국적
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호, 상표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
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하여 적절히
지도, 조언, 교육, 통제함으로써 별다른 사업적 재능이 없는 자라도 독자
11) 최영홍(2007), ｢가맹계약분쟁과 중재에 관한 법적 문제｣, 중재연구 17(1), 한국
중재학회,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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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가맹사업의 구조12)

프랜차이즈 본사

∙입지 선정
∙마케팅
∙경영지원
∙시스템 개선
∙머천다이징
∙물류 등 체인 경
쟁력 강화 중심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계약 중심)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의 종속관계가 아
닌 독립적 주체로서 계약을 통
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공유
한다.

동일 이념 아래 결정하고, 동일
이미지로 사업운영 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하며, 프랜차이즈
체인은 이념 공동체임.

∙직역 밀착 영업
∙점포 운영관리

이념 공유

Win-Win
본사 이익 증대

가맹점 이익 증대

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가맹계약은 기존의 계약과는 달리
상호, 상표 등의 라이선스 계약으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영업상 통제와 조
력을 내용으로 하는 유상, 쌍무, 복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계속적 상사
계약이라고 보기도 한다(좀 더 자세한 논의는 이 책의 제5장 독일 부분을
참조).13)
가맹사업거래계약의 복합적 성질은, 그것이 여러 계약적 성질을 갖는
다는 점에서 나온다. 즉 가맹사업거래계약은 상대방에 대해서 통제나 조
력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비전형계약인데, 가맹계약은 가맹점주가 상표
12) 박광서․남경두․김재민(2012), ｢국내 프랜차이즈사업의 갈등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3(1), 국제e-비즈니스학회, p.397의 [그림 1]을 인용함.
원문에서는 이 그림을 서민교, 프랜차이즈 경영론, 벼리, p.18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이라고 밝힘.
13) 최영홍,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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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적 요소를 갖는
한편, 가맹본부에 의해서 지정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의 제공이 계약상
의 의무라는 점에서 가맹본부를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계약적 성질도 있
는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인 요소로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속
적으로 일정한 상품과 재료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의 요소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질을 복합적 계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14)
가맹사업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 중의 하나이다. 상법 제46조 제20호
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
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15) 이것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근거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맹사업계약은 상법상의 상행위를 형성
하는 상사계약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사계
약의 대상으로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
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
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주는 영업표
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
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이므
로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필수적 성립요건으로서 가맹금이 요구된다.16)
다.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특징
가맹사업이 상행위의 하나로 이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
14)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조한용(2007), ｢외식업프랜차이즈 분쟁과 갈등관계에 관
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논문집 제29집, 부산여자대학
교, p.310.
15) 상법에 가맹사업이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의 상
법개정(법률 제5053호) 때였다. 국제적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
운데, 그러한 변화를 입법상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6) 한국프랜차이즈학회(2010), 가맹사업 규제 정합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10년 공
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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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가 존재한다. 즉 가맹사업의 발생 배경에 관한 이론인데, 경영학
적으로 이 이론에 관한 연구는 가맹사업 간의 이질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
해 요구되고 있는 듯하지만, 여기에서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
초로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원희소 이론이 있다. 이것은 가맹사업 초기 자본 및 관리적 자
원이 제한된 신생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리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는 데 필
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관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맹사
업을 통해 필요한 자본과 관리능력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리인 이론이 있다. 이것은 교환관계에서의 대리인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주로 이러한 대리인 이론이 적
용되는 유형은 직영점을 통한 가맹사업 확대의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거래비용 이론이 있다. 이것은 시장 기반 시스템의 운용 비용, 정
보 탐색 비용, 협상 및 교섭 비용, 계약 체결 비용, 감시감독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사업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기업이 시장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보다 지배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다.
넷째, 혼합소유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직영점과 가맹점이 동시에 존
재하는 형태에 적용된다.17)
이러한 이론들은 가맹사업이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이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
정한 지배감독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셋째의 거래
비용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시장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
는 것보다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의 위계관계를 통한 거래가 더욱 효
율적 경영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어떤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17) 이상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김주영․유보미(2013),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단
계에 따른 특성 연구｣, 유통연구 18(1), 한국유통학회, pp.27～28의 내용을 필요
에 따라 변형하여 인용한 것으로서, 이 문헌에서 이용된 각주 등은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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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기초하여 가맹본부
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사업거래계약을 인적 지배 및 물적 지배 등 몇 가
지 지표를 이용하여 파악했을 때, 가맹사업거래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
점주에 대하여 갖는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 지배권의 반향으로서 가
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종속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먼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와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 가맹본부의 지배
가. 가맹본부의 인적 지배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직접 직영점을 운영함으로써 가맹사업의 목적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점주를 모집함으로써 가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직영점 또는 가
맹점주와 맺는 관계의 방식은 다르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의 관계가 가
맹본부-가맹본부의 직영점 간의 관계와 크게 다른 것은 가맹본부의 가맹
점 또는 직영점에 대한 인적 지배관계가 나타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
음의 표는 가맹본부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의 관계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표 9-1>를 보면 가맹본부는 직영점에 대하여 고용계약 등을 통한 인적
<표 9-1> 가맹본부와 직영점 또는 가맹점 관계의 특징
직영점

가맹점

1. 계약관계

종업원으로서의 고용계약

파트너로서의 공식계약

2. 체인 운영자의 경제성

순수익

수수료(Fees), 로얄티

3. 지역 운영자에 대한 보상

봉급

순수익

4. 체인운영자의 영향력 원천 권위

설득

5. 정보체계

투명한 경영

불투명한 경영

6. 조직구조형태

계층조직

연방구조

자료 : 이정희(2007),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 조직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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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를 갖지만,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정의로부터 드러나듯 가맹사업거래계약은 “가맹본
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는 거래관계이다. 여기에서 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해야 하고,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
육, 훈련 및 가맹점주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의
무 등을 갖는다.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일반적인 상행위에서는 발
견하기 어려운 특수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가맹본
부가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다
시 말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및 그 직원에 대한 인적 지배권을 획득한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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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인적 지배권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의 품
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의 동일성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다. 실제 가맹점이 개설되는 과정을 파리바게뜨의
예를 빌려 살펴보면, 가맹본부로서 파리바게뜨와 가맹사업거래계약을 체
결하는 가맹점주는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협의 과정 중 가맹점 개설 최
종 점검 전단계에서 신규가맹점주 교육(이론 1주, 실기 1주 총 2주)을 받
는 한편, 빵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18) 가맹점
이 개점을 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개점 후 7일간 점포매니저를 파견하고
제조기사를 3일간 파견하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견된 제조기사는
이후 가맹점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의 매장에서 근무를 한다.
가맹본부가 파견하는 제조기사를 가맹점주가 채용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
된다. 이 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근로자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일정
한 지배권도 갖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가맹점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인적 지배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빵을 제조, 판매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주의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직접 제빵
사를 파견하는 등의 관리를 통한 인적 지배가 있을 수 있지만,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와 같은 유형의 인적 지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적 지배의 정도는 가맹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인적 지배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하
여 갖는 의무로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
한 노력 의무, 가맹본부의 공급 계획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
정한 재고 유지 및 상품 진열 의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기도 하
다. 이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가맹사업법 제6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종속에 관한 내용으로서 뒤에서 다시 서술한다.

18) 파리바게뜨 가맹점개설안내 참조(http://company.paris.co.kr/franchisee/storeGuide.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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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맹본부의 물적 지배
가맹거래관계에서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주에 대한 인적 지배보다 훨
씬 크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물적 지배이다. 가맹사업법 제5조
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맹본부
의 의무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즉 가맹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업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편, 가맹
사업의 유지를 위한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전자는 가맹사업에 대한 공간
적 지배이고, 후자는 경제적 지배이다. 이러한 지배를 통합하여 인적 지
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물적 지배’라고 부를 수도 있을 듯하다.
우선 경제적 지배와 관련하여 가맹거래계약에는 가맹금이 요구된다.
가맹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
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
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
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
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
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
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
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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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 기초했을 때, 가맹금은 <표 9-2>와 같은 종류로 구성된
다.19)
위와 같이 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의 전제가 되는 한편,
가맹본부에 대한 담보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
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의 금품이기도 하다.
가맹금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일정
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법 제10조), 그러
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계약 성립과 유지의 전제
<표 9-2> 가맹금의 종류
형태
유형 ①
유형 ②

예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가입비, 교육비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등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보증금, 담보제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공등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 인테리어 비용,
유형 ③ 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 최초 공급상품
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비용 등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
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
로 지급하는 대가

상품사용료, 광
- 정액 또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고분담금, 물품
유형 ④ 대가
대금의 유통이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익등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제외)
유형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19)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각 의결/재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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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가맹금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
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맹금이 반드시 가맹사업거
래계약만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반 거래계약에
서도 이러한 물적 지배관계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적 지배가 인
적 지배와 어우러져 가맹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의 영업활동과 영
업지역, 계약기간 및 영업양도 등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다. 이들 내용
은 가맹사업거래계약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법 제11조) 가맹점주는
여기에 구속을 받게 된다. 특히 영업활동과 영업지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는 장소적 지배의 의미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제소되었던 사건20)의 사
실관계를 살펴보면,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 갱신 필수조건으로 점포
이전 및 확장을 요구하거나 점포 이전 및 확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
맹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의 점포 이전 및 확장을 실시하도록 63개 가맹점주에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30개 가맹점이 점포 이전과 확장을 실시하였고, 24개 가맹점이 폐점
하였다. 또 다른 사례21)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비스
역량 평가를 하면서 고객 편의 시설(고객 쉼터, 접수처, 화장실을 통칭하
며 이하 ‘고객편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및 환경 표준화를 실시하
도록 하고, 특히 고객편의시설 표준화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고객편
의시설 내에 설치하는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를 자신이 지정
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고객 전용 TV와 고객 전용 인터넷
PC의 사양 및 수량을 정하여 구입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충
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
였지만,22)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가맹본부의 가
20) 2013. 4. 1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119호, 2013가맹0611 사건.
21) 2012. 11. 2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2-262호, 2012가유1359 사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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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주에 대한 지배의 실재를 발견할 수 있다.
다.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지배
가맹거래계약은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권의 획득
과 함께,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특
징을 갖는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
므로,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엄밀하게
말해 가맹점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창출해 내는 수익의 일부분을
가맹본부에 돌려주는 가맹사업의 특성은 가맹점주의 이익이 가맹본부의
이익으로 연결되게 한다.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이 가맹본부의 이익의 축
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 구조의 특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지배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맹점주의 이익은 가맹본부의 이익으로 직결되므
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것이
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
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
23조 제1항). 아래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의1]이 정하고 있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
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
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7. 1 내지 6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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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의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맹거
래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또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 없
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영업상 관리감독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독립적
인 사업주들 간의 일반적인 거래계약관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영업활
동상의 지배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상 지배는 인적 지배이기도 하고
물적 지배일 수도 있을 듯하다.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라는 점에서는 인적
지배이지만,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라는 점에서는 물적 지배
이다.

3. 가맹점주의 종속
위에서 서술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력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구속된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력이 그러하였듯,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은 가맹사업의 특징으로부터 불가피하
게 나타나게 된다. 이미 서술하기는 하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가
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
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이다. 이와 같은
가맹사업의 정의로부터 가맹점주는 이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가맹사업
법 제6조가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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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된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
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
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
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
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
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인적, 물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가 가맹점주의 의무로 실현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
지하는 한편 상품을 진열해야 하며, 가맹점주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으로
말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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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에 접근할 권리도 갖는 한편,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사업장에 출
입할 권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점주의 의무는 모두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지배당할 의무이다. 즉 법은 이미 가맹거
래계약관계에서 가맹점주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
게 한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는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
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제6조 제7호), 가맹점주의 업무 현황 및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제6조 제8
호),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또는 가맹
점운영권의 양도 금지(제6조 제9호),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제6조 제10호) 등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직접적 지배하에 놓이게 한다.
이와 같은 종속의 내용을 가맹사업법 제6조에 기초하여 조금 더 자세
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품가격
가맹점주는 상품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맹점에서는 동일한 가격과 품질로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맹사업의 특징이다.
이 특징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연히 도출된다. 가맹사업의 유형에 따라 재고 처리를 위한 가격 결정에
가맹점주가 재량을 갖는 경우도 있는 듯하지만(베이커리 사업의 경우 매
장 수익 구조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이 책의
제3장 실태 부분 참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컨대 한
소비자가 서울 여의도의 A 편의점에서 볶은고추장김밥 1개를 구입하는
비용은 경상남도 김해 어방동의 A 편의점에서 볶은고추장김밥 1개를 구
입하는 비용과 동일한 것이 원칙인 것이다. 서울 여의도와 김해 어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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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과는 무관하게,
소비자로 하여금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맛과 동일한 모양, 동일한 가격
의 볶은고추장김밥 1개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이다.
나. 품질유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
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
용하여야 한다.
가맹점주의 품질유지의무는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도 미친
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사례23)에서와 같이 고객편의시설의 표준화
를 요구하거나, 상표의 외관이 바뀌었을 때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
장의 간판 및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
장의 설비와 외관 등에 대한 품질유지의무는 특히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을 해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설비비 및 외장비를 부
담해야 하는 가맹점주로서는,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가맹사업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이
것은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크게 지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재계
약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품질유지사항
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가맹사업거래 자체가 가맹본부의 의지에 지
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 상품진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공급 계획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
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상품을 진열해야 한다. 상품진열의무는 특히 상품
을 판매하는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상품이 팔리거나 팔리지
23) 2012. 11. 2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2-262호, 2012가유1359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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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일정한 상품을 진열하고 팔리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고로 남게 되
는데, 반품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이 책의 제3장 실태 부분 참
조).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남는 경우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
학생의 식사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라. 영업시간
편의점과 같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에 의하여 가맹점주의 영업활
동시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① 가맹점주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
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가맹점주가 질병의 발병과 치
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
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
간 구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한다(가맹사업법 시행
령 제13조의3). 이와 같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는 것이 법제
화된 것은 2014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이다. 즉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규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
속’을 금지하는 것의 법제화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영업시간에 대한 부당
한 구속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금지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
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를 대
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14년 7월 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
점 총 1,244개 가운데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된 가맹점은 831개(66.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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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사업의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규제
가맹거래계약은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의 적용을 받는다. 가맹사업법은 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사
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또는 지시종속관계)와 같이 보고 있지
는 않지만, 지배와 종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고, 법 또한 가맹거래계약에서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지배종속
관계에 놓이게 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그로 인한 불공정
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두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법 제6조의2), 가맹금 예치 및 반환 제
도(법 제6조의5, 제10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법 제9조), 가맹
계약의 작성, 갱신, 해지에 관한 규제(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금지(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법 제
12조의4), 업종별 거래기준의 권고(법 제12조의5),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법 제14조의2), 자율규약의 작성(법 제15조), 가맹
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법 제15조의2, 법 제15조의3) 등이 그
것이다.
한편 가맹사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25)의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거래법은 크게 시장 구조의 개선과
거래 형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째 기능은 경쟁적 시
장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고, 둘째 기능은 거래 형태의 개선을 통해 공정
24) “공정위 실태조사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여전해’”(최성욱 기자), 뉴시스 2014. 8.
26. 인터넷기사 참조(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
140826_0013131131&cID=10401&pID=10400).
25) 이 법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즉,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
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1980년 제정되어 1981년 시행된 법
이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도 사
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공정거래
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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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26)
공정거래법이 가맹사업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가맹본부
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
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점포에 필
요한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과 관련한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인테리어 업체 또는 가구 납품 업체의 서비스와 물건을 구매하도록 한 것
이 있다.27)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3절 가맹거래관계와 노동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과 특징을 갖는 가맹거래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외국에서는 단순한 상사거래관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외국법제 부분 참조). 그 방향은 주로 가맹본
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노동관계 혹은 노동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함
으로써 노동관계법제를 가맹거래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종
속성’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의 특징이 가맹거래계약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고, 가맹거래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계약 혹
은 그와 유사한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최근 가맹점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가맹본부를 대상
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
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
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카야마 지방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의 노동조
26) 양명조(2012), 경제법 강의, 신조사, pp.32～33 참조.
27) (주)파리크라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공정거래위원회 2013. 6. 27. 의결 제2013123호, 2013가맹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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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를 인정한 바 있다(자세한 내
용은 이 책의 제7장 일본 부분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맹거래계약에 노동관계법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고, 문제 제기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가맹사업
법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거래계약에서의 당사자는 지배와
종속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가맹사업법 기타 관
련 법제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만약 가맹거래계약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가 노동관계
와 같은 것이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노동법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노동법제가 가맹거래계약관계에 적용된다면 가맹본부와 가
맹점주의 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맹거래계약관계를 노동관계와 비교평가해 보고자 한다. 현
재적 의미에서 노동관계 형성의 기초는 노와 사 관계의 존재라고 할 것이
고, 이것은 주로 근로자 개념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1. 근로자 개념과 가맹거래계약관계
가맹사업거래계약을 유상쌍무계약이라고 이해할 때, 이는 근로계약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가맹사업거래계약과 고용계약을 비교한
한 문헌에 따르면,28) “고용계약도 양 당사자 간에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
지하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거래
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에서의 노무자는 가맹점주와
달리 상대방(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
다. 즉, 통제의 정도에 있어서 가맹계약과 고용계약은 차이가 있다. 또한
노무자는 사용자와 별도의 법인격자로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조자로서만 거래에 개입할 수 있고 거래의 당사자는 될 수 없

28) 한국프랜차이즈학회(2010), 가맹사업 규제 정합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10년 공
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97. 여기에서는 ‘근로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고용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고용계약보다는 근로계약을 염두고 두고 있
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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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노무자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
도 달라지는바, 전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
우에는 거래관계의 불공정성의 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되고 있으며, 상거
래법적으로는 경업금지의무의 기간과 범위 등에 있어서 양자 간에 차이
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
가맹거래계약과 근로계약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검토해 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다룬 최근의 대법
원 판례29)를 인용하여 보면,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다
음과 같은 판단 지표들을 거론하였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④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
고 있는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가?
⑦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⑧ 근로 제공 관계에 계속성이 있는가?
⑨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속적인가? 그 정도는 어떠한가?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가?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2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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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근로자성 판단의 지표들을 종속성의 구분에 따라 인적 종속
성에 관한 지표와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지표로 구분을 해 보면, ①②③
⑧⑨ 등은 인적 종속성을, ④⑤⑥ 등은 경제적 종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⑦과 ⑩은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판단이 요구되는 내용들인데,
다만 ⑦과 ⑩이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에서 어떤 종속적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로 이용되기보다는 다른 법의 적
용을 이용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보완하는 요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⑦과 ⑩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드러
낼 수 있다고 보이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가맹거래계약관계에서 나타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에 적용시켜 보자.
가. 가맹점주와 근로자의 인적 종속성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⑧ 근로 제공 관계에 계속성이 있는가?
⑨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속적인가? 그 정도는 어떠한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적 종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가맹사업거래
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가맹사
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나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
를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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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서의 지배와 유사할 수 있다. 이 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와 가맹점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적 사항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법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 참조).
즉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가맹본
부는 가맹점주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데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는 한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과 소비
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상품과 용역을 유지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명성
을 훼손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하고,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할 것도 요구된다. 또한 상품 및 용역의 구
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
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고 제공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가맹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내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인적 종속성을 띠게 됨을 나타낸
다. 그러나 인적 종속의 정도는 근로계약의 그것과 가맹거래계약의 그것
이 같지는 않다. 가장 큰 차이는 위 ②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근로자성 판
단에 관한 판례도 지휘감독의 구체성 및 직접성을 요구한다.30)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은 없지만, 업무상 재량을 갖고 “취재담당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및 방법, 촬영
방법, 기타 영상 내용 등에 대하여 촬영 작업부터 편집 작업까지 지속적
으로 수정 지시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촬영 및 편집구성안 이외에도 현
장에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아 온” 영
3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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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취재요원(VJ)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31) 업무 자체가 재량
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업무의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
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이 이와 같은 구체성과 직접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여러 다른 사례와 연관 지어 살펴보았을 때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
한 업무상 지휘감독이 근로계약에서의 그것과 같은 정도이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배권까지를 가맹본부가 갖고 있을 정도이어
야 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외에는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부의 장이 근로자로 인정되었다.32) ① 지
부장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지부 매출액 중 일정액의 분담금만 참가인 본
부에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으로 규정에 따라 지부 근로자들과 자신의
임금,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기타 지부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자
신과 지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다. ② 다만 이러한 규정된 지출 이외에는 지부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더
라도 지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다. 지부장의 휴일과 휴가도 직원
복무규정 중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원고는 휴일이나
휴가가 아닌 이상 지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
여 왔으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지부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본
사의 이사장에게 있고, 지부 직원은 지부장의 품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
하므로 각 지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부장들이 이사장에게 품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여 왔고, 징계를 할 때도 지부장 또는 총무담당부
서장이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여 왔다.
위 ①의 사실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와 거의 다를 바 없지
만, ②에서는 본사가 사실상 지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역할하고
3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3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14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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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부장의 독립적 사업자성이 부정될 정도로 본사
의 지배가 작동하고 있을 때 지부장은 독립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
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
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33)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원도급주와 하도급업자 사이
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원도급주의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하도급의 목적을 달성한 하도
급업자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
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기보다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독립한 사업자이고, 비록 원도급주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지급하였거나 하도급주가 원도급주에게 매일 작업보고를 하였거나 원도
급주가 하도급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할
지라도 이러한 점들로부터 하도급업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
령할 보수 역시 오로지 공사도급계약상의 보수이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서 지급받는 임금은 아니라고 보게 된다.34)
결국 기존 판례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았을 때 가맹점주가 독립사업자
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인적 지배
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종속성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아니면 가맹본
부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3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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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맹점주와 근로자의 업무상(물적) 종속성
④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
고 있는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가맹점주는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물적 종속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가맹본부에 지
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가맹점주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에,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
았을 때 가맹점주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내는 것은 근로계약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판단의 과정에서이다. 최근 골프장 캐디의 노
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판례35)는 근로자 개념 판단 기준의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이
3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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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골프장 캐디의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판례가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는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한편, “캐디들은 경
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
하며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그 업무내용이 단
순 노무 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피고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
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
디 피의 액수도 캐디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
니어서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
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출장일
수가 적지 않고, 피고가 정하는 출장순번에 따라 출장하는데 자신의 출장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 외
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판례는 일견 인적 종속성의 기
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업무상(경제적) 종속성을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
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경제적 종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문제된 대상이 독립사업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 가맹점주의 지위：종속인가 독립인가
“사업자”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다.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으로서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
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한다고 정의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때 “사업상 독립하여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
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36) 가맹점주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
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의미하므로(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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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점주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
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사업자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를 정의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다툼에 있어 원용할 수 있을
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상 특별히 다른 법제와 구분
되는 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처음에 이 글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인적 및 물적 지배
권을 갖는다고 했다.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곧 현재 노동관계법
을 적용하는 기준으로서의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움은
근로자 개념에 관한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주된 이유는 가맹점주가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
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비록 형식상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맹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맹점주의 독
립성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가맹본부에 종속된 지위를 갖고 있
다고 말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실태를 좀 더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점은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필자의 주장일 뿐, 이를 지지해 주는
기존 판례나 학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지지의 가능성을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오카야마 지노위 결정례(세븐일레븐 사건)는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로부터 독립된 존재인지 아니면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있
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① 사업조직에의 편입 여부, ② 계약의 일방적 및
정형적 결정성, ③ 보수의 노무대가성, ④ 업무의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⑤ 넓은 의미에서의 지휘감독하의 노무 제공 : 일정한 시
간적, 장소적 구속성, ⑥ 현저한 사업자성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다(구체
3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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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은 이 책의 제7장 일본 부분 참조).
일본의 세븐일레븐 사건의 결과를 모든 가맹사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 물론 아직 지노위 단계의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그 추이에 주목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븐일레븐 사건에서는 가맹점주의 독
립성이 매우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
주는 가맹본부에 하루의 매출분을 모두 송금한 후 가맹본부가 각종 수수
료 및 비용 등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위 ③의 판단에서
지노위는 이것이 일종의 임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또
한 이러한 관행은 다른 지표상 가맹점주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가맹점주들 중에서도 위와 같이 하루의 매출분을 가맹본부
에 모두 송금한 후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편의점의 일반적 실태가 그러하다. 직영대리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그와 같은 이익정산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때 가맹점은
직영대리점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영대리점주가 독립사업자
가 아닌 가맹본부의 근로자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맹점주 또
한 가맹본부에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점주의 독립성은 ‘근
로자의 종속성’과 ‘일반 자영업자의 독립성’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적 종속성은 다소 약하지만 경제적 종속
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말해지는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가맹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본사가
독점한 뒤, 공사비를 최대 두 배로 부풀려 폭리 취하기’…. 국내 커피전문
점 업계 1위인 카페베네가 수년 동안 거래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해 가맹점들에게 상습적으로 이런 횡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4일 가맹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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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만 하도록 강요한 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
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국내 커피전문점 1위 업체로, 가맹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850
개에 달한다.”37)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관계에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
고 있음을 앞서 말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 가맹금 예치 및 반환 제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계약의 작성, 갱신, 해지에 있어서
필요 사항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맹본부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가맹
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관계에 특화된 법인 반면, 공정거래법은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포함한 사업자의 거래관계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사업자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 보도된 위의 예와 같이 가맹사업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거
래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만약 가맹점주의 독립성이 완전
하다면,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거래관계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촉활동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인테리
어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관계에서
가맹점주가 독립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가맹점주가 그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
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37) “판촉비 떠넘기기․인테리어 독점 2배 폭리. 카페베네, 가맹점에 상습 ‘횡포’”(곽정
수 기자), 2014. 8. 14. 인터넷한겨레 기사(http://www.hani.co.kr/arti/economy/eco
nomy_general/649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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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여 사용자
와 단체교섭을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근로자가 아
니기 때문에 가맹점주단체는 일반 결사로서의 권리와 함께 법이 인정하
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협의권을 가질 뿐이다. 또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
문에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제4절 결 론

우리나라에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
한 지배력을 전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
맹사업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맹본부
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배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가맹
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의무) 및 제6조(가맹점주의 의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지배-종속을 가맹거래의 필수적 내용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독립적 사업자라면 과연 이러
한 지배-종속 관계가 가능하겠는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결코 독립
적 사업자일 수 없음을, 가맹본부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 존재임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인 직
영점주와 거의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행 법제 및 판례 이론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종속적 존재
로서 일종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자로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여러 판례들의 판단
기초는 위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을 내리도록 한다. 계약의
내용을 아무리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로 보이는 관계를 사용자 대 근로자의 관계로 재설정하려고 하여도,
가맹점주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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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독립적 사업관계하에 놓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사용종속성(또는 지시종속성)을 기초로 하는 근로자
개념 논의의 틀 안에서는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니고 가맹본부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가맹본
부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자”가 될 수 없음은, 이 양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종속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도 분명히 이 점에 주목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
하고 있지만, 이 법제의 전제는 여전히 가맹점주의 독립성에 있다. 사업
자 대 사업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를 상사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접근에서도 동일
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독립성은 없지만 형식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
으므로 근로자 개념에서 요구하는 사용종속을 전제 개념으로 삼고 있는
노동관계에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섭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가맹점주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일정한 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반드시 사용종속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일련의 지배관계하에 놓인 계약의 당사자에게도 사용종
속관계하에 놓인 근로자와 유사한 권리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이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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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논의의 요약

1. 실태조사
프랜차이즈는 ‘표준화/규범화’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등
장시켰다. 프랜차이즈에서는 해당 브랜드만의 표준화된 품질과 영업방식
이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그것의 실행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과정
에서 가맹점주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통제 구조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에게로 위험과 모순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구조가 형성된다. 프랜차이즈 고유의 사
업 전략에 이미 가맹점주에 대한 철저한 통제,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종속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존재조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모든
것이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전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주가 자유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자영계급의 해체 가능성을 함의한다. 자율
성을 지닌 독립적 사업자로서 자본주의적 노자관계의 외곽에 남아 있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형태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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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의 ‘자본-노동 관계로의 포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고 따라서 가맹점주는 비교적 쉽게 편의
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사업 운영 이후 수익은 공유되지만 비
용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관계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
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족 노동력
을 동원하여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직원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낮은 소득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가
맹점주로, 그리고 다시 가맹점 직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표준화된 사업 모델은 가맹점 직원의 노동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
준화된 영업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의점에서 가맹점이 재량을 발
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맹점 직원의 노동은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 노동이 된다. 따라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서도 편의점은 유독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특징으로 하며, 주먹
구구식 노무 관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나아가 편의점 노동은 혼자만의 고립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집합 생활의 규율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동료 간의 친밀성과 유대감이 약하여 집합적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는 독립적 사업자들 간
의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지배와 종속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 이는 표준화된 사업 모델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재적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비용과 모순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미
래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맹
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열악하고 종속적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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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프랑스는 계약의 양 당사자 간에 인적 종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관계
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면 노동법전의 특정 직군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보
호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영업점장에 대한 규정이다. 노동법전에서
정의하는 영업점장이란, 하나의 사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
점적으로 일체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
을 수행하는 자 또는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처리, 취급, 운
반할 상품을 접수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장
소에서 그 사업이 정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영업점장은 임금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
전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을 따져 영업점장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노동법전에서 정의하는 영업점장의 범위
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전의 적용을 받
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휴가 혹은 해고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및 단
체교섭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다. 요컨대 프랑
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입법으로 해
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보장법전은 노동법전의 영업점장에 해당되는 사람들
에게는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자영업자 사회보
험제도보다 영업점장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영업점장의 정의에 포섭되
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또한 민간임금근로자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요컨대 프랑스는 사회보장법상의 문제 또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독 일
독일에서 프랜차이즈는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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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적 정의, 가맹본부
와 가맹점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기본적으로 가
맹사업관계는 민상사거래라는 관점에서 독일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근
거하여 판례와 학설에 의해 그 공백이 메워지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주 간의 계약은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기 때문에, 가맹사업관계는 약관 규제를 통해서도 규율되고 있다. 한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설정한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상당한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종속적 프랜차이즈의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취업자의 형태가 근로자, 근로자 유사한 자,
자영업자 3분법에 따라 규율되는 독일에서는 가맹점주가 근로자 또는 근
로자 유사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이에 대해 독일 연방노동법
원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주가 갖게 되는 경제적 종속성 및 이로 인
한 가맹점주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근로자 유사한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한다. 현행 독일법에서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집단적
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독일 입법자가
풀어야 할 법정책적 과제이다. 이와는 별개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가맹점
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영 국
영국에서 프랜차이즈는 개인사업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 형태이고, 가맹본부가 우월한 법적, 사실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익
분배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가 많아서 가맹점주는 사실상 종속적 자영업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
나 영국에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계약 자유의 전통이 강한 영국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양 당사자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때, 이를 존중하는

제10장 결 론 283

것이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가맹사업관계의 규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데, 가령 영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계약의 내용에 대한 자가
규제를 통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자가규제 내용 중 가
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맹계약의 기간에 관한 최저 기준 설정이다. 즉,
가맹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최소 5년이 되도록 설정
하여야 하며, 갱신하는 경우에는 최소 15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잦은 계
약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
한 것으로, 특히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협회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
과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연합체에서 그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보통법상의 계약관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실질적인 규범력이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편 판례에서는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적 프랜차이즈를 위장 자영업자로 보
는 판례 및 영국 국세청의 지침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점포형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을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위장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것이 단순한 위장
자영업자를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의 노동관계 포섭 가능성
을 나타낸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맹사업계약이란
형식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향후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겨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일 본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로는 규제에 있어서는 독점금지법과 부
정경쟁방지법이 있으며, 계약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법률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가맹사업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가맹사업관계를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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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또는 노동관계의 입장에서 다룬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990년
대 후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나면서, 고용과 자
영의 중간 위치에 대한 연구 등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그러다가 2014년 세븐일레븐 편의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을 거부
한 가맹본부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툰 사건에서, 가맹점주를 노동법상 근
로자로 인정하고 가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지
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관계에 노동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
정인 탓에 학계에서 아직 많은 평석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재판소
의 판례 및 학계 주류의 견해를 담은 노사관계연구회 보고서의 기준을 적
용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관행을 고려할 때 세븐일레븐만이 아니라 다른 프
랜차이즈에서도 노동관계 인정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6. 중 국
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는 독립된 민사상 주체들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
고 있다. 노동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중국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중
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노동관계법상 노동 보호 조항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격 종속성과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획일성으로 인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
전형 고용 형태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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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법은 비전형 노동관계 가운데 우선 파견 노동과 단시간 노동에 한하여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가맹사업관계의 실질적
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 정부와 최고인민법원이 전통적 노동관계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업무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이 약한 택시기사나 지입차
주기사에 대해서 노동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판단 요
소를 다원화하여 가맹사업관계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7. 한 국
한국은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력을 전제하고 공정거래를 도
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맹사업법이 있다. 이 법이 존재하고 있
다는 것 자체가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배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의무) 및 제6조(가
맹점주의 의무)는 가맹사업관계에 고유한 ‘통일성’ 개념에 근거하여 가맹
본부의 지배와 가맹점주의 종속을 가맹사업관계의 필수적 내용으로 법제
화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관계에서 가맹점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
적 사업자일 수 없음을, 가맹본부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 존재임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인 직영점주
와 거의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에 관한 현재의 법제와 판례만을 가지고 본다면, 가맹
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된 존재로서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
재의 근로자성 논의가 설정하는 틀 안에서는 가맹점주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간주하기는 힘들
다는 말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관계에서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님은 단순히
실태 차원만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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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이 점을 인정하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종속적 상사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들’이 형식상의 사업자성으로 인해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에 포섭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가맹점주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가맹사업관계는 현실적으로도 그리
고 법적으로도 지배종속적 성격을 갖지만, 근로자성에 관한 현행의 논의
구조 안에서는 사용종속적 노동관계로 인정되기가 힘들 것이고, 그 결과
대책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제2절 약간의 제도적 대안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고 할 때,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의 소득과 근로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조건을 보장하면서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지금처럼 가맹본부의 비용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다시 이
부담이 가맹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에서는 가맹
점 근로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덕적으로’
곤란해진다. 이는 약자와 약자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강자의 진정한
책임을 실종하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
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에 체결된 개별 계약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는 단체협약에서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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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단체협약을 모든 가맹점에 확장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가맹점주의 최저급여제를 정할 수 있다(제4장 참
조). 가맹점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구상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맹점주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직영점주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직영점주가 정규직이라면, 가맹점주는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는 최저임금제도를 원용하여 가맹점주에게 적어도 최저임금법상
의 최저임금을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보장하는 방안이다. 가맹점주의 노
동시간은 곧 영업시간이므로, 만약 365일 24시간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프랜차이즈라면 5,210원(2014년 법정최저임금)에 24시간을 곱하고 다
시 365일을 곱한 다음,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단위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금액은 현재 가맹사업관계에서 가맹점주에게 부과
되는 제반 비용 부담을 제하고 남은 순소득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방
안에는 가맹점주의 장시간 야간노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과 소득 보
장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추가적인 과제가 남는다. 현행 근로기
준법상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 보
장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셋째는 가맹점주의 자영업자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사
이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하여 소득 보장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소득 보장 수준은 해당 가맹사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율적인 교섭이 어느 정도는 공
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의 사례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한다).
어떤 방안이 되었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
원에게로 연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저소득과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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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
년 ‘알바’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
구되는 사항이다.
둘째, 가맹점주를 노동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
히 과로사가 문제이다. 365일 24시간 영업은 가맹본부의 이익이다. 하지
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주의 부담이다. 24시간 영업에 불가
피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맹점주가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침해를 초래한
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조치
를 취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물론 현행 산재보험법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제124조).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나, 현
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보험료 절반을 자비로 부담
하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의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는 미래의 위험 부담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때
문이다.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한다는 말은 산재보험료를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
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나아가 기타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
험료 분담 비율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개인하청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는 사회보장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에서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셋째, 가맹점주의 노동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으로 그리고 법제도상으로도 가맹본부의 지배권에 종속되어 있는 가맹점
주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가맹
본부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던 여러 외국
의 법제가 이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가맹점주의 노동조합이

제10장 결 론 289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결
정례도 나와 있다.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섭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법의 외피를 좀 더 입히는 것
이 필요하다.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담당하는 역할은 고전적인 산업사회와 같을 수 없다. 특정한 직업 사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태계를 위한 공통의 규칙을 작성하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1) 영화산업에서는
영화인들의 소득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조직하고 교
섭한 끝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2014년 10월 노동조합을 비롯하
여 대표적인 투자배급사와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약을 체
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이러한 방식이 유용할 것이
다. 즉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가맹본부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가
맹사업에 고유한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 지원을
통해 산업의 표준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
로는 가맹점 근로자들의 단체까지 합류하여 삼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림도 그려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관계는 결코 순수한 사적 관계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절 후속 연구에 관하여

연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러, 우리가 이 연구의 부제로 “하청노동
1) 최인이(2010), ｢한국영화산업의 노사관계 시스템 형성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
구 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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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I)”이라고 붙인 까닭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는 ‘하청노동연구’라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규
모가 큰 연구의 일부이다. 이 연구는 종래 ‘다른 누구도 아닌 근로자’라는
주체(혹은 그러한 근로자들의 단체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주체)를 한편으
로 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용자’라는 주체를 다른 한편으로 해서 양자
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만 인식되었던 노동법의 구조를 극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는 또한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
자는 또한 사용자가 아니다. 주체의 단일성과 확실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 주체가 타인과 형성하는 관계의 성질 및 그 관계를 덮어씌우
는 구조의 성질에 따라서 변모를 거듭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은 자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령, 기업의 임원)를
근로자로 포섭했다. 그러나 자본을 투여하는 자(가령, 가맹점주)를 근로
자로 포섭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는, 직업 수행의 재량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자(가령, 변호사)는 근로자로 포섭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지배종속관계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자(가령, 골프장 캐디)
는 근로자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노동법적 가치와 질서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좀 더
열어 더 나은 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요청
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의 현대적 변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요청이기도 하다.
하청노동연구의 전망 속에서는, 가령 임금근로자에게는 사용종속성을
할당하고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경제적 의존성을 할당하는
식의 관점을 채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 모두 지배종속관계에서 노동
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사내하청 근로자이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점포하청 근로자이든, 독립
사업자 형식을 취하고 있는 개인하청 근로자이든 마찬가지다. 나아가 협
력업체나 납품업체의 기업하청 근로자까지도 포괄될 수 있고, 또 포괄되
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하청노동연구는 ‘종속’ 노동법이 아니라 ‘일반’ 노
동법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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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 물리학에 의하면, 그 공간 내에서는 무게를 가지지 않은 물체만이
인력의 영향을 피하기 때문에 전자파인 빛은 중력 작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에서는 공간은 비유클리드
적이고 공간 자체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물체라든지, 전자
파가 똑바로 진행하려 해도 진로는 모두 저절로 구부러져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물질 중심이었던 물리학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강요되
어 ‘장’ 개념을 요청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종래의 노동법은 ‘물질’ 중심이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라
는 주체 중심이었다. 여기에서 자영인은 무게가 없는 자, 즉 중력/종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간주되었다. 노사관계 외부의 자, 노동법과 무관
한 자였다. 노동장소론에서는 공간에 포섭된 모든 자가 공간의 일그러짐
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자영자든, 그리고 소비자까지
도. 이제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넘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노동법은 주어적이 아니라 술어적
이어야 하며, 가운데로 수렴하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바깥으로 확산하는
하나의 원이어야 하며, 물(物)이 아니라 장소이어야 한다.2)

2) “나란 주어적 통일은 아니고 술어적 통일이어야만 하고,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
의 원이 아니면 안 되며, 물(物)이 아닌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니시다 기타로,
장소,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 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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