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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턴 정보공개서

(주)비원에프앤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비원에프앤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

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

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418-196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423-196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418-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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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

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

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franchise.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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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비원

에프앤씨

비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11.14 2011.11.14 박진성 02-418-1966 02-423-1966

법인등록번호 110111-4728634 사업자등록번호 215-87-6086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진성
(주)비원에프앤씨

비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진성 02-418-1966 02-423-1966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최윤정
(주)이든에프엔씨

월남선생

부엉이빌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52,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윤정 02-414-4111 02-414-4110

법인등록번호 110111-6076429 사업자등록번호 171-81-00373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비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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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턴

상  호  비턴 OO점

상표
(서비스표)

상표출원번호
2011-0037905
상표등록번호
 41-0245737

상 표
(서비스표)

비턴

상표출원번호
2011-0037907
상표등록번호
 41-0245787

광 고 해당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년 2,217,155 199,914 2,017,240 1,258,249 339,354 303,257

2019년 2,235,143 119,100 2,116,043 743,682 70,809 98,802

2020년 2,202,046 109,064 2,092,982 477,483 -74,081 -23,061    

   그 근거 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비턴]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매출액은 1)의 매출액

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소  속 담 당 업 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진성
사내이사 2017.11.14. ∼ 현재 (주)비원에프앤씨 업무총괄

감사 2019.03.25. ~ 현재 (주)이든에프엔씨 회계/감사

최윤정

대표이사
감사

2011.11.14.~2017.11.14.
2017.11.14. ∼ 현재

(주)비원에프앤씨
업무총괄
회계/감사

사내이사 2016.06.01. ∼ 현재 (주)이든에프엔씨 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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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0년 12월 31일 1 1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

하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영업표지로 
사용

2011.11.28 
2012.11.28 

출원번호
제 2011-0037905 호

등록번호
제 41-0245737 호

(주)비원
에프앤씨

2022.11.28 
(2022.11.28)

비턴 영업표지명
2011.11.28 
2012.11.28 

출원번호
제 2011-0037907 호

등록번호
제 41-0245787 호

(주)비원
에프앤씨

2022.11.28 
(2022.11.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비턴] 가맹사업 현황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비원에프앤씨

/박진성
가맹사업 경영 2017.11. ~ 현재

비턴(등록번호:20120100593)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든에프엔씨
/최윤정

가맹사업 경영 2016.06. ~ 현재
월남선생(등록번호:20160828)라는
영업표지의 쌀국수전문점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8. ~ 현재
부엉이빌라(등록번호:20191325)
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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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턴]을 시작한 날 : 2011년 11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1년 4월 20일 - 2011년 12월 20일 가맹점으로 양도)     

 2. [비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원

에프앤씨
비턴

최윤정 2011.11.14-2017.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박진성 2017.11.14-현재

 
 3. [비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비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맥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비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5. 바로 전 3년간 [비턴] 가맹점 수  

(단위: 개) 

지역
2018.12.31. 2019.12.31. 2020.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5 135 - 111 111 - 83 83 -

서울 10 10 - 9 9 - 9 9 -

부산 12 12 - 8 8 - 8 8 -

대구 4 4 - 2 2 - - - -

인천 7 7 - 5 5 - 4 4 -

광주 1 1 - - - - - - -

대전 3 3 - 3 3 - 1 1 -

울산 25 25 - 22 22 - 14 14 -

세종 - - - - - - - - -

경기 13 13 - 10 10 - 10 10 -

강원 7 7 - 6 6 - 3 3 -

충북 5 5 - 5 5 - 4 4 -

충남 1 1 - - - - - - -

전북 1 1 - 1 1 - 2 2 -

전남 7 7 - 7 7 - 6 6 -

경북 7 7 - 6 6 - 4 4 -

경남 28 28 - 24 24 - 18 18 -

제주 4 4 - 3 3 - - - -



- 8 -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8 154 8 11 16 22 135

2019 135 3 13 14 12 111

2020 111 4 30 2 7 83

 6. [비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비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비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0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0년말
가맹점수

 2020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83 117,266 3,088 372,355 13,611 9,231 165 자료(81개)

서울 9 103,851 3,066 260,652 11,830 50,520 1,274

부산 8 147,058 3,217 229,239 4,051 67,534 1,486 자료(7개)

대구 - - - - - - - 5개 미만

인천 4 - - - - - - 5개 미만

광주 - - - - - - - 5개 미만

대전 1 - - - - - - 5개 미만

울산 14 92,554 2,446 147,184 6,064 48,662 967

세종 - - - - - - - 5개 미만

경기 10 104,644 2,491 191,561 7,719 9,231 165

강원 3 - - - - - - 5개 미만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8.12.31 2019.12.31 2020.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든
에프엔씨
/최윤정

월남선생 20160828
쌀국수
전문점

65/0 50/0 35/0

부엉이빌라 20191325 외식(주점) 0/0 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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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 초기 오픈한 가맹점 중 일부는 자체 POS를 사용하여 매출자료 산정이 어렵

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의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

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비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비턴]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가맹점관리를 가맹본부에서 집

행합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0년에 [비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 4 - - - - - - 5개 미만

충남 - - - - - - - 5개 미만

전북 2 - - - - - - 5개 미만

전남 6 131,817 2,940 203,937 6,733 80,781 1,212

경북 4 - - - - - - 5개 미만

경남 18 127,406 3,469 319,200 9,504 18,031 461

제주 - - - - - - - 5개 미만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265 265 -

광고 소계 연중 265 265 -

판촉 소계 연중   -   - -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0년 83개 2045일(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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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비턴 가맹사업에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손익계산서 상의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를 근거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송파금융센터 기업창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59 02-420-878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에스크로 홈페이지(http://esc.wooribank.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

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비원에프앤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

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

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

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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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원에프앤씨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_2015년분

2018.02.12. 과태료 부과처분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

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

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비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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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사유발생
 - 계약종류 후 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시

계약종료 시에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합  계 9,700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   

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개점 전: 반환 개점 후: 반환 불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2,750)

계약해지 시: 미경과 
잔여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정산 후 반환 

계약기간 중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의 대가

(2,750)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실시 전
: 전액 반환

교육실시 후
: 반환 불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2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0,850 2,695 99㎡ 기준

인테리어
자율

(미지정)
42,900 1,430

거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름
(공사마감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및 집기

자율
(미지정)

9,900 330
상품 

미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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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대가로 3,3m2(평)당 설계비 금 삼만원(VAT별도) 및 감리비 금 이십만원(VAT별도)을 내

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점포개발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입지선정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 가맹점희망자의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영업이 늦어지게 되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간판
자율

(미지정)
6,600 220

제작 전 
계약취소

가구
자율

(미지정)
6,050 202

상품 
미공급시

오픈준비물 가맹본부 2,200 73 오픈 전
상품 

미공급시

초도물품 협력업체 11,000 366
거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름
상품 

미공급시

그 밖의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

(미지정)
2,200~ 73~

거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름

상품 
미공급시 

또는 
공사 

시공 전

별도공사 필요시
(TV, 음향기기,
바코더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냉.난방기,
각종 소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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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비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서 해당 페이지 참조)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월 165,000원
매월

(계약 후 지정)
- 후불제

8쪽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작
실행비용제외

-
12쪽
참조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협의하여 분담 협의 협의 -
12쪽
참조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수시교육, 특별교육: 실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10쪽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
(미지정)

실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

자율
(미지정)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인테리어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등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자율(미지정)
주방기기 및 집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오븐, 주방기물 등

간판 외부 간판, 실내ㆍ외 싸인물

가구 테이블, 의자 등

오픈준비물 명함, 냅킨, 전단지, 라이타, 유니폼 등 가맹본부

초도물품 주류, 식자재 추후 별도계약 협력업체

그 밖의 물품
TV, 음향기기, 바코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냉ㆍ난방기, 각종 소품 등

자율 자율(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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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0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11,629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1%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0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

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

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

으로 인한 오차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2-418-1966)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관리팀
(02-418-1966)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가맹본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6쪽
참조

POS 사용료 미지정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4%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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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750

(변동가능)
- - -

재가맹비
2,750

(변동가능)
재계약일로부터 

3일이내
반환 불가

재계약시 
소멸되는 비용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

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

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교육비 
(부가세 포함)

2,200
기존의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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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사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 1일당 금 오십

만원(￦5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가맹계약서 제22조 제1

항의 금액 중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위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24조 제2

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과 기타 귀하가 당사에게 납부할 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완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

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

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위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

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비

용을 분담할 수 있다.

   귀하는 계약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의 채무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사용에 해당하

며, 귀하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만료, 혹은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따르는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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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가 [비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 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 가맹금 

수취여부

부동산 해당없음 X

용역 POS 사용료 시스템사용료 강제 삼정정보통신 X

인테리어공사 실ㆍ내외 인테리어 평 권장(자율) 머릿돌디자인 O

간판공사
외부 간판,

실ㆍ내외 싸인물
권장(자율) (주)두리광고 O

주방설비 냉장고 외 권장(자율) (주)키스템 O

상품

그릇 외 권장(자율) (주)주방뱅크 O

가구
(테이블, 의자)

권장(자율)
현대인테리어

가구
O

인쇄물
(냅킨, 전단지, 명함)

권장(자율) 기프트샵 O

주류(맥주 외) 강제 대도실업(주) X

주류(맥주 외) 강제 (주)대화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유한회사포도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유)전주호남주류

상사
X

주류(맥주 외) 강제 합명회사청호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주)세계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자)국제주류 X

원ㆍ부재료 식재료 강제 (주)동원홈푸드 X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

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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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비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비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원)

구분
상한 하한

1 호가든(병) 2,046 1,996 주류 협력사

2 버드와이저(병) 1,233 1,188 주류 협력사

3 1664 블랑(병) 3,190 3,170 주류 협력사

4 기린(병) 2,386 2,152 주류 협력사

5 아사히(병) 2,667 2,648 주류 협력사

6 칭타오(병) 2,424 2,136 주류 협력사

7 기네스(병) 3,220 3,106 주류 협력사

8 카프리(병) 1,393 1,323 주류 협력사

9 하이네켄(병) 2,689 2,288 주류 협력사

10 산미구엘(병) 2,576 2,223 주류 협력사

11 치킨가라아게(1kg*10ea) 8,400 8,400 (주)동원홈푸드

12 오징어가라아게(1kg*10ea) 11,000 11,000 (주)동원홈푸드

13 아이스슈(18.75G*8입)*8ea 21,060 18,600 (주)동원홈푸드

14 마늘빵(300g*11팩) 4,200 4,200 (주)동원홈푸드

15 씬도우(155g*10입)*6ea 12,500 12,500 (주)동원홈푸드

16 파스타소스(2kg*6ea) 12,100 12,100 (주)동원홈푸드

17 떡볶이소스(2kg*6ea) 12,500 11,300 (주)동원홈푸드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단위:천원)
비고

식재료 (주)동원홈푸드 (주)동원홈푸드 거래액의 10.5% 86,845 

계 8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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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

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메뉴판 
(메뉴판에 표기/

기재된 모든 상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이상 서면
 3회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ㆍ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을 고객판매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위반 : 1주일전 서면   
        통보 후 물품중단
2회위반 : 서면통보 후     
         시정요구
3회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

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메뉴판 메뉴판 공지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 21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
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

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

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세계맥주 전문점 비턴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5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

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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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

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비턴’ 영업표지 이미지

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  

 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비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

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

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비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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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본 계약상의 가맹금이나 초도물품 및 물품대금 등의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4항

 ○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4항

 ○ 귀하가 제38조(원ㆍ부재료 공급의 중단)나 제48조(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한 경우

제12조 제4항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귀하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장 또는 점포, 설비 등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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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제9조의 영업표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제10조 제2항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ㆍ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
   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지급을 2회 연속으로 연체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     
   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의 원ㆍ부재료 등의 조달과 품질관리규정을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의 원ㆍ부재료 등의 직접 조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의 직원의 채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도 14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

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

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

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8조 제2항

    경영시스템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ㆍ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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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서의 수정 및 변경은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서효력만을 유지

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습니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8조 제2항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
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
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는 제외한다.

제4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
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
려운 경우

제48조 제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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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위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

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최초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

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

맹계약은 종료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에 

통지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의 영업승계 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
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6조 제1항, 제2항)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
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6조 제6항)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1개월 미만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관리팀
(02-418-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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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비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

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맥주전문점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2-418-196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비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 ∼ 익일02:00 월 25회 이상 문의: 관리팀(02-418-19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의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99㎡/30평 기준) 자율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장부 열람 등 매

장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

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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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비턴]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각 가맹점의 규모(면적)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귀하가 독자적으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비턴] 시스템의 통일성 및 [비턴] 가맹

점의 명성유지를 위하여 미리 그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

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1년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

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의 

규모(면적)에 따른 
비율에 의해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의 

규모(면적)에 따른 
비율에 의해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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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

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없음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1개월 이내
(필요시 실시)

점포 임대비용

점포실측 - 점포실측 및 투자비용 산출 5일 없음

가맹승인
- 가맹계약서 작성
- 인테리어 등 총투자비용 일부입금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후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인테리어 공사
- 실내외 공사
- 주방집기 등 기기 입고

최대 40일

개점 전 교육 - 이론교육, 조리교육, 서비스교육 등

3일
(현장교육)

가맹점 
가오픈

- 집기 및 인테리어 실사
- 매장 영업리허설 
- 영업지원

정식오픈
- 가맹점 영업개시
- 오픈 이벤트
- 영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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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

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

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

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

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

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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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비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는 경우

○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우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수반하는 점
 포 환경개선
 : 40%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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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서비스 교육, 메뉴 및 

조리교육, POS 사용 등
이론, 실습교육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가맹본부 정책 및 

신제품 교육
집단 강의

가맹본부의 정책 및 

마케팅전략의 변화, 

신메뉴 출시 전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역량강화교육 실습교육
가맹점 교육

요청시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비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되거나 가맹계약서 제26조 제1항에 의해 관리자

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 중 진행되는 교육ㆍ훈련 불참 시에는 가맹계약서 제38조에 따라서 상품공급이 중단 될 수 있

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3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교육 1일 실비 가맹점 요청시

수시교육 1일 실비
본부의 정책 및 마케팅전략의 

변화,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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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2-418-19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turn.co.kr)에서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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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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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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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비원에프앤씨로부터  비턴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간인 후 절취-------------------------------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비원에프앤씨로부터  비턴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