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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中國 사모펀드에 관한 법적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朴 春 實  

 

1940 년대에 미국에서 기원한 사모펀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투

자도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방식이다. 중국은 20 세기 

90 년대 자본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사모펀드시장이 신속히 발전하였다. 그

러나 사모펀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미비, 정부의 감독관리 부재 등 원인으

로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에 문제점이 많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점점 중요시하여 사모펀드

에 대한 법률 및 행정법규 개정작업을 빈번히 진행하였다. 특히 2012 년 

12 월 28 일 新 증권투자펀드법이 통과되어 사모펀드가 법률의 형태로 도

입되면서 기존의 사모펀드 체계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금융기관이 운용하

는 사모펀드, 비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 창업투자기업과 

지분투자기업 및 현행 법률상 규제 밖의 사모펀드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증권투자펀드법 개정 후 변화된 사모펀드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규제를 받고 있는 각 유형의 사모펀드에 대하

여 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 펀드관리자, 자산보관자 등 주체의 요건, 펀

드의 설립, 운용, 및 투자회수까지의 전반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분석하

였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기존의 인가를 요하던 엄격한 규제수



  ii

준에서 등기 및 사후 감독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주를 이루고 있는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펀드의 설립, 

투자자의 자격,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 등 기본적인 요건을 진일보 통일하

고 펀드운용과 정보공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증권투자펀드

법은 현존하는 사모펀드관리자를 감독관리범위에 끌어들여 그 법률적지위

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항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비금융기관이 운용

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도입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배

가 필요하다. NDRC 는 지분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각 지

역 정부가 자주적으로 관리방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진일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NDRC 에서 직접 전국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펀드

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규제기관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각 유형의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방침에 따라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요건

들을 될수록 통일하고 규제의 적정선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기

관을 재정비하고 지분투자기업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실정에 맞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사모펀드, 입법 현황, 법적 규제 

 

학번: 2009-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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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경제발전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 됨으로 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날로 거대해지고 있다. 민간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의 은행대

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

하고자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2006 년 조합기

업법(合夥企業法)이 통과되어 선진국 사모펀드의 가장 주요한 형태인 

Limited Partnership 형 사모펀드가 도입되어 신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2008 년 ‘국무원의 금융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國務院办

公廳關于當前金融促進經濟發展的若幹意見, 國办發〔2008〕126 號)을 공표

하면서 주로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그에 반해 사모펀드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고 정부의 감

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원인으로 중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법의 규

제를 받는 사모펀드와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모펀드로 나뉘면서 문제점

이 많았다.  

규제된 사모펀드는 주로 금융기관이 각 정부 부서에서 발표한 행정법규

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진입조건이 엄격하고 펀드운용에 제한이 많

았다. 또한 각 투자형태의 진입, 모집, 운용 및 투자회수에 관한 제도가 

상이하고 여러 감독기관의 감독관리 정책도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불확실

성 때문에 투자자 및 운용업자의 이익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리

스크가 존재하였다. 규제밖의 사모펀드는 펀드의 법적형태에 적용되는 회

사법, 조합기업법 등 일반법률과 설립과정에서 요하는 행정적 요구를 만족

하기만 하면 설립 가능하였기에 설립과정은 합법적으로 보이나 펀드자금

의 조성 또는 펀드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민간 자금이 불법과 합

법 사이의 음영지대에서 배회하였다. 특히 천진시 정부는 2008 년부터 금

융시장의 발전과 비상장증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10 년부터 많은 투자회사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비상장증

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진입, 운용 및 사후 감독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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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부재로 인한 폐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났고 법제 개선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었다1.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후 사모펀드가 시스템리스크의 전이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모펀드를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입법활동이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증권회사

와 펀드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감독기관인 증권감독위원회는 투

자수요를 만족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기관이 운용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조건을 낮추고 보다 헤지펀드에 가까운 모델을 

도입하면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운용제한을 완화하였다2. 또한 주로 상장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를 규제하고 있는 증권투자펀드법을 

개정하여 공개거래되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법률의 형태로 도입하였고 그 개정안은 2012 년 12 월 28 일에 

통과되어 201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증권투자펀드법의 개정은 사모펀드제도의 도입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사모펀드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었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사모증

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을 제정하

여 펀드관리자의 등기요건, 적격투자자, 펀드운용 등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작업 과정에서 논의가 컸던 비상장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증권투자펀드법 개정안에서 배제되

었다. 이러한 형태의 사모펀드는 주로 일부 지방정부가 공표한 행정규칙과 

펀드의 법적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회사법, 조합기업법 등 일반 법률을 제

외하고는 여전히 별도의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아니하다. 증권투자펀드법 

개정작업 중에도 투자대상에 상관없이 사모펀드 전반을 법률의 형태로 규

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업계의 반대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사모펀

                                                              
1 설립시에는 합법적인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설립 후 펀드지분 양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실제 펀드지분 보유자의 수가 200 인을 초과하여 불법자금모

집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펀드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펀드자산이 펀드관리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2 상세한 내용은 제 3 장 제 2 절 펀드의 관리와 운용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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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배제되었다.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책적문서를 통하여 비상장

증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역 정부가 각각의 감독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이 글에서는 각 유형의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 펀드관리자, 자산

보관자 등 주체의 요건, 펀드의 설립, 운용 및 투자회수까지의 전반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증권투자펀드법 개정 후 변화된 사

모펀드 체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현행 법적 

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문제점들의 개선이나 보완을 위

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글은 우선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더불어 연구의 구

성을 간단히 서술하기로 한다.  

제 2 장에서는 사모펀드의 일반내용을 살펴본다. 중국 사모펀드의 정의, 

특징, 분류, 발전연혁 등 개관을 서술하면서 중국 사모펀드의 법적 규제현

황과 체계를 정리해본다. 중국의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

드,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 창업투자기업과 지분투자기

업, 그외 규제밖인 사모펀드로 나뉘게 되고 규제된 사모펀드의 각 유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제3장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금융기관이 운용하

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규제수준, 규제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기존의 인가를 요하던 엄격한 규제수준

에서 등기 및 사후 감독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주를 이루는 증권회

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감독기관, 적용규칙에 

따라 사모펀드의 설립, 투자자의 자격,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 투자운용 

등 사항이 여전히 상이하여 규제요건의 진일보 통일이 필요하다.  

                                                              
3 상세한 내용은 제 5 장 서두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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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증권투자펀드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증권투자펀드법은 비금

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었고 보다 구

체적인 규정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

임시방법(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을 통해 규제할 예정이다. 금

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 비해 보완 또는 개선된 점들

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규제요건을 통일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5 장에서는 감독기관의 규제활동이 진일보 필요한 지분투자기업과창업투

자기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국은 지분투자기업과 창업투자기업을 발전시

킬 기본적인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나 특히 지분투자기업에 대한 규

제는 각 지역의 정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어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불리

하다. NDRC 가 공표한 지분투자기업 규제방침을 위주로 현행 규제상황과 

감독당국의 규제방향을 살펴본다.  

6 장에서는 사모펀드 규제에 대하여 몇몇 건의사항을 제기해본다. 펀드

에 참여하는 적격투자자는 펀드유형 및 규제기관에 상관없이 통일적인 요

건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규제기관을 지정비하며 금융기관의 펀

드운용을 진일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

고 있는 지분투자기업의 감독체계 구축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전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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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사모펀드 규제의 개관 

 

제1절 사모펀드 개관 

I. 사모펀드의 개념 

사모펀드는 시장에서 통칭되는 용어로서 법적으로 명시되거나 국제적으

로 통일된 정의는 아니다. 사모(private placement)라 함은 공모에 반대되

는 개념으로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비공개적, 사적으로 자금의 집합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펀드(fund)란 직접투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투자대상에 투자자가 직접, 

즉 자기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고 하는 투자도구(investment 

vehicle)를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4. 사모펀드는 소수의 적

격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적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하기때문에 일반적으

로 설정ㆍ설립에 관한 인가제도, 공시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5. 

중국은 사모펀드의 정의 또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률이없다. 개

정 후의 증권투자펀드법(证券投資基金法)6은 여전히 증권투자펀드에 대하

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다만 ‘중국경내에서 공개 또는 비공

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립하고 펀드관리자가 관리, 펀드보관

자가 보관하며 펀드증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투자활동을 진행하

는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법’,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7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적 정의는 미비하나 증권투자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증권을 발행

하여 다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중시켜 독립재산을 형성하고 펀드관리자

가 관리하여 포트폴리오의 방식으로 증권투자를 진행하는 이익 공동 향유, 

                                                              
4 김은집,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제도 중심으로, 증권

법연구 제 8 권 제 1 호, 한국증권법학회, 2007.6, 135 면. 
5 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12，16-17 頁. 
6 2012 년 12 월 28 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7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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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공동분담의 집합투자방식8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펀드 또

는 집합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 없

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 81 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

키는 것’9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을 집합투자의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금제

공기능과 투자관리기능이 분리되어 집합자금을 투자관리자가 운용하는 집

합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투자자가 펀드자산의 운용에 관한 의사결

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집합투자와 투자일임 및 신탁과의 개념 

구분을 위한 근거를 명백히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10. 또한 펀드자

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일반사업회사와 구분하였다.  

중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모펀드의 정의 또는 요건에 

대하여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는 아니한바 사모펀드는 비공개방식으로 소

수의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적으로 인가제도를 피

하여 설립하는 투자펀드11라는 견해 또는 비공개방식으로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펀드관리자가 관리하고 투자자가 약정 또는 출

자비율에 따라 투자수익을 향유하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조직12이라 

보는 등 견해가 있다. 전술한 정의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모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으나 투자펀드로서의 특성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감독당

국의 규제하에 주로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는 집합계획, 신탁계획, 자산관리계획 등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8 证券業協會, 证券投資基金, 中國財經經濟出版社，2003 年版，1 頁. 
9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5 항. 
10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제 2 판),  627 면. 
11 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16 頁. 
12 彭夯，私募基金監管法律問題研究，複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1.4, 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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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련 행정규칙에서 직접적인 정의 대신 관련 업무의 특성들을 설명하

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의 방식으

로 자금을 모집하고 펀드발기인이자 운용업자가 펀드자산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펀드재산 ‘운용’의 특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사모펀드를 비공개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관리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

고 투자자가 출자 또는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을 향유하고 투자위험을 부

담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간주한다. 또한 증권투자펀드법은 사모펀드 대신에 

비공개모집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

상 주로 사용되는 사모펀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II. 사모펀드의 특징 

1. 모집의 비공개성  

사모펀드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도록 요구한다13. 즉 언론매체를 이

용한 권유나 광고 등 공개적으로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청약할 수 없

으며 사적인 방식으로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야 한다. 

일단 법에서 규정한 공모발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펀드로 분류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펀드의 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2. 적격투자자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자의 수 및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상대

적으로 위험한 투자도구로 인정되어 소수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력 및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13 중국 증권투자펀드법(证券投資基金法) 제 92 조, 한국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18

항 제 7 호, 제 9 조 제 19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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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가 대부분이다14. 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 요건은 국가가 자국의 자본시장 및 법적 

규제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국가는 참여 가능한 투자

자의 요건을 명시하여 사모펀드의 영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 공시규제의 완화 

공시(Disclosure)제도는 미국에서 기원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 후 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 또는 일정 규모 이

상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공모 발행하는 경우 각

종 보고의무 및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되며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운용특성

상 투자자와 운용자가 펀드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원인도 있다. 그러나 서

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의 규제는 운용자산에 대한 보고의무, 금

융감독당국의 정보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자산운용자의 참여 및 성과보수의 약정 

공모펀드는 자산운용자의 펀드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자가 일정

한 비율에 따라 운용보수만 받는 것에 반해 사모펀드는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보수체제를 채용하여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자가 펀드에 참여할 수 있고, 운용보수에 더하

여 성과보수가 부과됨으로 하여 운용자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을 밀접히 

연계시켜 이익의 충돌을 줄이고,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성과보수와 관련하여 허들 기준(hurdle rate)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바 펀드의 성과가 최소한의 기준을 초과하면 성과보수를 지급

하는 방식이다. ‘허들’은 약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 또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도, 모든 성과

                                                              
14 중국 증권투자펀드법(证券投資基金法) 제 88 조, 한국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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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약정하기도 한다15.  

 

5. 투자운용의 다양성 

공모펀드는 통상 투자범위, 운용수단에 있어서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받

고 있는바 예를 들어 공매도, 차입거래, 부동산투자 등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주식, 지분, 채권, 외환, 금융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이 허용되어 그 투자범위가 훨씬 넓고, 옵션, 선물, 현물, 스왑 등 

다양한 투자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의 차입, 공매도 등이 허용된다.  

 

6. 유동성의 제한  

공모펀드는 유동성이 강하여 투자자는 펀드지분증권의 거래를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모펀드는 중장기투자에 속하며 통

상적으로 처음 투자할 때 일정한 기간의 투자환매금지를 약정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금회수의 폐쇄기간은 펀드

운용자의 투자전략의 실현 및 단기투자시장의 파동이 투자자에 영향을 주

어 대량 환매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것에 유리하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16. 이외에 ‘사모’의 본질을 위한, 펀드지분증권의 양

도대상에 대한 엄격한 제한도 사모펀드의 유동성이 공모펀드에 비해 현저

히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III. 사모펀드의 분류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의 종류,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 또는 법적 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15 Lederman, Scott J., Hedge Fund Regulation, Practicing Law Institute, 2008, 

p2-11; 김세욱, 헤지펀드(Hedge Fund)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 10, 9 면 재인용. 
16 呂錦峯， 私募基金規範化之研究， 中國政法大學, 博士學位論文，2008 年 4 月，

1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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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과 운용방법에 따른 분류 

사모펀드는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의 차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ⅰ) 소수

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개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

는 사모뮤추얼펀드(Private Mutual Fund), (ⅱ) 소수의 부유한 개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헤지, 레버리지 등을 포함한 다양

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상당한 비율의 성과보수를 요구하는 헤지펀드

(Hedge Fund), (ⅲ)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주로 비상장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회

수하는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로 분류할 수 있다.  

 

2.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사모펀드는 또한  법적 형태에 따라 (ⅰ) 모든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

하여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법적 구조를 통하여 펀드를 운용하

는 시스템인 회사형 사모펀드, (ⅱ) 신탁계약에 근거한 수익증권을 발행하

여 설립된 형태인 신탁형 사모펀드, (ⅲ) 작은 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

식으로 펀드에 참여하여 투자업무를 관리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대가로 조합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적 형태인 조합형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3.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의 차이에 따라 증권투자펀드, 부동산투자펀드, 특

별자산투자펀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증권투자펀드는 다시 사모

증권투자펀드(私募证券投資基金)와 사모지분투자펀드(私募股權投資基金)로 

분류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17.  

                                                              
17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 年, 20 頁. 사모증권투자펀

드, 사모지분투자펀드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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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모증권투자펀드 

사모증권투자펀드는 적격투자자18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로 공

모발행한 주식회사 주식, 채권 펀드지분증권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19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특정 투자

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주로 비공개거래되는 기업지분20을 투자대

상으로 한다. 사모증권투자펀드는 적용법률에 따라 다시 금융기관이 운용

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와 증권투자펀드법의 적용을 받는 사모증권투자펀

드로 구분된다. 기존의 중국의 사모증권투자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개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공모펀드와 

유사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사모뮤추얼펀드가 위주였으나 Share Price 

Index Futures, 融资融券21이라 불리는 신용거래가 도입되고 감독관리기관

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수요를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점차 투

자운용제한을 완화하면서 헤지, 레버리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운용업자가 상당한 비율의 성과보수를 요구하는 헤지펀드

(Hedge Fund)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2) 사모지분투자펀드 

중국의 사모지분투자펀드(私募股權投資基金)는 PEF 로도 불린다. PEF 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펀드조성 

및 투자와 관련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구조로 펀드

를 조성한 후22, 주요 공개시장에서 유통 되지 아니하는 지분에 투자를 하

                                                              
18 증권투자펀드법 제 88 조 제 1 항 
19 증권투자펀드법 제 95 조 제 2 항 
20 ‘지분투자기업의 규범화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통지’(关于促进股权投资企业规范

发展的通知）(2684 호문건) 제 1 조 제 5 항. 
21 融资融券(융자융권)업무는,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에서 인가한 기타 증권거래

소의 증권거래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매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

는 증권을 빌려주어 고객이 양도하도록 하며 일정한 담보를 받는 경영활동을 말

한다. 상해증권거래소융자융권거래시행세칙(上海证券交易所融資融券交易實施細

則) 제 2 조.  
22 윤성승, Private Equity Fund 의 본질과 법적 문제점, 금융법연구 제 2 권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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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수익을 얻는 투자펀드를 말한다. PEF 는 투자대상에 따라 다시 (ⅰ) 

설립단계 또는 발전되지 않는 상태의, 장래성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Fund: VC), (ⅱ) 비교적 성숙한 기업에 투자하

여 구조조정, 경영개선 등 방식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다음 매각하

거나 상장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Buyout Fund, (ⅲ) 주로 초보적 융자를 완

성하고 IPO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에 채권과 지분의 성격을 결합하는 방식

으로 투자하는 메자닌펀드(Mezzanine Fund), (ⅳ) 재무위기에 처한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개선, 효율제고,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는 Turnaround Fund 

등으로 세분화된다23.  

중국에서 넓은 의미의 PEF 는 기업공개전 각 시기의 투자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투자형태로 보지만, 통상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즉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소수의 개인투자자 또는 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주요하게 일정한 규모를 이루고 안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의 지분에 투자하여 최종적으로 기업공개, 합병 

또는 MBO(Management Buy-outs) 등의 방식으로 투자이익을 얻는 투자

펀드24를 말하며 VC 와 구분하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PEF

와 VC 를 구분하여 논의하고, PEF 는 아래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

는 신탁회사의 지분투자신탁계획, 회사형 또는 조합형으로 설립되는 지분

투자기업(股權投資企业) 으로 구분된다.  

 

(3) 산업투자펀드 

                                                                                                                                                                      
2005 년. 
23미국시장에서의 PEF 는 법적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주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하

는 주로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조직된 투자기구를 의미하며, 영국의 PEF 는 

주로 비상장회사의, 특히 창업단계 또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신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과 관련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벤처

캐피탈과 기업인수펀드를 통칭하는 의미 로 정의된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시

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를 PEF 로 약칭하며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

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

하는 집합투자기구 로 정의하고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펀

드(buy-out fund)라고도 부른다 . 
24 鄒菁，私募股權基金的募集與運作, 法律出版社, 2009, 3 頁. 



  13

중국의 산업투자펀드(産業投資基金)는 논의가 많은 개념으로 PEF 와 함

께 언급되거나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다. 산업투자펀드는 주로 정부가 주도

하는,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지분투자펀드로서 그 설립은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5 . 일반적으로 자금의 

규모가 크고 인가 및 운용 절차가 복잡하며 주로 기초건설, 대형수력발전

공정 등 중대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26.  

학술계에는 PEF 와 산업투자펀드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는 의견이 있

다27. 그 이유인즉, 중국의 산업투자는 점차 일종의 정부행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 정부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계

획적으로 일부 펀드를 설립하여 그 지역의 기업에 투자하게 하고 있다. 이

는 산업투자펀드로 하여금 PEF 와 현저히 구별되는 세가지 다른 점을 갖

게 한다. (ⅰ) 정부주도성; (ⅱ) 투자지역성; (ⅲ) 비영리성28.  

산업투자펀드는 투자자에 펀드 지분을 발행하여 펀드회사를 설립하고 

펀드회사가 펀드관리를 담당하거나 별도로 운용업자를 선임하여 자산을 

관리하며 벤처캐피탈, 기업구조조정, 기초시설 등에 지분투자를 하고 경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익을 함께 하고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집합투

자제도이다. 이는 PEF 의 주요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집합자금신

탁계획과 같이 감독당국이 PEF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PEF 대한 통상적인 구분은 장기간의 투자실천 속에

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강한 정부개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로 산업투자펀드의 대부분 자금이 정부에서 제공되어 민간자금

                                                              
25 高能資本有限公司：“人民幣私募股權基金—現狀、問題、趨勢及政策”，“中國私募股權

基金研究報告”，中國財政經濟出版社，2007 年 8 月版，第 133 頁. 
26 李連發，李波：“私募股權投資基金理論及案例”，中國發展出版社，2008 年 2 月版，

第 34 頁. 
27李建偉：“私募股權投資基金的發展路徑與有限合夥制度”，“证券市場導報”2007年8月，

第 57-63 頁. 
28楊昕旸，楊文海：“私募股權投資基金理論與操作”，中國發展出版社，2008 年 3 月版，

第 37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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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가 적고29 공적자금이 투입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시

장의 투자펀드보다는 강한 정책성펀드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굳이 사모

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의 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이 글에서는 산

업투자펀드를 배제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IV. 중국 사모펀드 발전 연혁  

1. 사모증권투자펀드의 발전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발전은 증권시장의 발전과 비교

적 일치한다. 자본시장 설립 초기에 위탁대리30 형태로 처음 나타나 발전

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대량의 여유자금이 축적되면

서 부유한 개인들의 투자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운용업자들도 비교적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면서 점차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

하였다31. 증권회사의 주요업무도 위탁매매로부터 증권판매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자금의 운용에 관련하여 신탁관계가 점

차 형성되었고 증권회사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발행시장에 투자하여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간의 고액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단순한 투자방식을 취하

였다.  

1997 년 증권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하면서 많은 상장회사들이 주식시

장에서 모집한 자금 중 유휴자금을 증권 판매업자에 위탁하여 발행시장에 

투자하였는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주인수권 매입을 통하여 이익

을 챙겼고32, 투자회사, 자문회사 등 회사들은 사모증권투자펀드에 보다 가

까운 형태의 투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대량의 증권회사 전문인력, 특

히 경력이 풍부한 인력들이 개인적으로 투자자문회사, 투자관리회사 등을 

                                                              
29李建偉：“私募股權投資基金的發展路徑與有限合夥制度”，“证券市場導報”2007 年 8 月，

第 57-63 頁. 
30 민법통칙(民法通則)제 64 조 2 항에 따라 위임인의 위탁에 근거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1夏斌、陳道富，中國私募基金報告，上海遠東出版社，2002 年，191 頁；陳向聰，

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 年，102-104 頁。 
32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 年，102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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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면서 전문 계좌를 이용하고 또한 출자, 운용, 이윤배분 등 방면에서 

국제 관례를 참조한 집합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펀드들이 주식가

격을 조종하는 등 위법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감독당

국의 주의를 불러일으켰고33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에 관련한 일련의 법

률, 법규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3 년 ‘증권투자펀드법’의 통과, 2005 년 

지분분치34（股权分置）개혁(비유통주의 유통화)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억제

하던 제도적 장애를 대폭 완화하였고 신탁회사의 집합자금신탁계획, 증권

회사의 집합자산관리계획 등 규제된 사모펀드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2. 사모지분투자펀드의 발전 

비공개 거래되는 기업지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발전은 1985 년 ‘과학

기술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의 제기를 시작으로 볼 수 있는바 동 결정에 따

라 창업투자펀드의 발전이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35. 1986 년 정부주도

의 첫 벤처캐피탈회사 중국신기술창업투자회사(中國新技術創业投資公司)36

를 시작으로 중국내 VC 가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1992 년 설립된 쯔보펀드

(淄博基金)이라는 이름의 펀드는 최초의 중국내 PEF 로 여겨지고 있다. 

1992 년 미국 International Data Group(IDG)이 투자 설립한 첫 외국자본

의 벤처캐피탈회사 PTV-China 를 시작으로 외국 벤처캐피탈이 중국 시장

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5 년 ‘경외 중국산업투자펀드 설립에 관한 관

리방법’(設立境外中國産業投資基金管理办法)37이 국무원에서 통과되어 외국

계 벤처캐피탈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우호적인 태도로 규제하기 

                                                              
33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 年，103 頁. 
34 중국 증권시장 특유의 현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유

통주식과 유통이 보류된 비 유통주식 두 부분으로 나뉜 것을 말한다. 2004 년까지 

비 유통주식은 상장회사 총 주식양의 63.55%를 차지하였고 그 중 47%가 국가소

유였다. 지분분치로 인하여 비유통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통제권을 장악하는 경우

가 허다하여 주식단위의 의결권이 동일하지 않은, 상장회사의 경영구조에 엄중한 

제도적 결함이 존재하게 되었다.  
35王燕輝，私人股權基金，經濟管理出版社，2009 年 5 月，第一版，278 頁。 
36 과학기술부가 40%, 재정부가 23%의 지분을 보유한 정책적 목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벤처투자회사. 
37 2008 년 3 월 7 일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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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초기의 외국계 벤처캐피탈 자본은 대부분 정부 부서와 합작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투자회수 루트가 결핍되어 있는 당시 체제하에

서 거의 실패로 막을 내렸다38. 1999 년부터 인터넷 업종에 대량의 투자가 

몰리기 시작하였고 각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적인 벤처캐피탈회사를 설립하

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 기업이 투자회수의 난제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39. 2004 년부터 시작하여 외국계 대형 PEF 가 점차 중국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 되었는바 2006 년 한 해에만 

129 차례 투자사례가 있었고 참여한 투자기구의 수는 77 개, 투자규모가 

미화 129.73 억 달러에 달하였다40. 외국계 PEF 의 진입에 따라 국내 PEF

도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고 2007 년 ‘파트너쉽기업법’ (合夥企業法) 이 실

시됨으로 하여 PEF 의 주요 법적형태인 Limited Partnership 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4 년 중소판41(中小板), 2009 년 창업판42(創業板)이 개설

됨으로 하여 투자회수의 방식이 다양해져 국내 PEF 시장의 발전을 저해

하던 가장 큰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다.  

2008 년 12 월 3 일, 국무원회의에서 공표한 ‘금융으로 경제발전을 촉진

하는 정책조치’ (金融促進經濟發展的政策措施)에서 처음으로 ‘지분투자펀드’

를 발전시켜 기업 융자방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기하여 근래에 

사모투자펀드의 발전이 급속히 빨라졌다.  

3. 중국의 사모펀드의 현황 

중국 자본시장의 실정상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외에는 

사모펀드의 등록이 일괄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모펀드 전

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얻기 힘들다. 심천시 사모펀드업종협회

에 따르면 2011 년 초 전국의 사모지분투자펀드의 규모는 9000 억 위안을 

                                                              
38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 年，119 頁. 
39陳向聰，中國私募基金立法問題研究，人民出版社，2009 年，119 頁. 
40 清科研究中心 China VC, PE, M&A Markets 2006 清科咨詢， 2007 
41 2004 년 5 월, 국무원의 비준으로 심천증권거래소에 신설되었고 상장대상은 성

숙한 중소기업이다.  
42 GEM(Growth Enterprises Market）board, 2009 년 5 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으로 심천증권거래소에 신설되고 창업단계의 혁신능력을 구비한 기업이 그 

상장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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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였고 사모증권투자펀드의 규모는 12000 억 위안을 초과하였다고 보

고 있다43.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는 2011 년말 1789 개, 

그 규모는 1600 위안 정도로 통계되고 있다44.  

 

제2절 중국의 사모펀드 규제 개관  

I. 사모펀드를 규율하는 법규 

중국은 사모펀드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일

괄적인 진입규제도 미비하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체계적이지 아니하

다. 사모펀드는 운용자 또는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투자펀드법, 증권법, 회

사법, 신탁법, 조합기업법 등 법률의 법원칙과 여러 정부 부서에서 공표한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법률 

(1) 증권투자펀드법(证券投資基金法)45 

2003 년 10 월 28 일에 통과된 ‘증권투자펀드법은 제정 당시 사모펀드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가 많았고 입법 초안에서는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발

행하는 펀드’에 대한 규제내용을 포함한 투자펀드법으로 제정하려고 시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 공표된 법에서는 입법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 하에 사

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배제시켰다. 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모펀드에 

대비하여 동법 제 101 조에 “특정 대상자로부터 자금을 집합하거나 특정 

대상자의 자산 위탁을 받아들여 증권투자활동에 종사하는데 관한 구체적 

                                                              
43 http://fund.jrj.com.cn/simu/2011/04/0100039624076.shtml, last visited 201

2.11.30 
44 融智 2011 年度私募評級報告，4 頁。 
45제정: 중국 주석령 10 기 제 9 호(主席令 10 屆 第 9 号) 2003 년 10 월 28 일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통과 2003 년 6 월 1 일 시행, 개정: 중국 주석령 

11 기 제 71 호(主席令 11 屆 第 71 号) 2012 년 10 월 28 일 제 11 기 전국인민대표

회의 상무위원회 통과 2013 년 6 월 1 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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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향후 사모펀드의 입법 공

간을 남겨두었다.  

2012 년 12 월 28 일 통과되어 201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新 증권투

자펀드법은 제 10 장에 비공개모집펀드의 내용을 추가하여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공개거래되는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에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新 증권투자펀드법은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

투자펀드의 적격투자자, 펀드관리자의 등기, 펀드재산의 보관, 자금모집방

식, 펀드계약, 펀드등기, 정보공개, 사모펀드관리자가 공모펀드관리자로의 

전환조건 등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규정

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私募证

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2) 증권법(证券法)46 

新 증권법은 증권의 ‘공모발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47 ‘비공모

발행’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증권의 비공모발행은 특정인을 상대로, 그 대

상자가 누계 200 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광고, 공개적

인 권유와 변형된 공개적 방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증권법은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증권투자자문, 증권거래 및 증권투자활

동과 관련한 재무고문, 증권자산관리 등을 추가하면서48 증권회사가 자산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려는 증권회

사는 등록자본금 1 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증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유

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46재정: 중국 주석령 9 기 12 호(主席令 九届 第 12 号）1998 년 12 월 29 일 제 9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통과, 199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수정: 

중국 주석령 10 기 제 43 호(主席令 10 屆 第 4 号), 2005 년 10 월 27 일에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8 차회의에서 통과,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47 증권법(證券法)제 10 조. 
48 증권법(證券法)제 1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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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법(公司法)49 

2005 년 개정 후의 ‘회사법’은 회사형 사모펀드의 발전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였다. 회사형 사모펀드는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한책임회사

(有限責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유

한책임회사의 설립인수는 50 인 이하50,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인수는 2 인 

이상 200 인 이하로 제한되어51 회사형 사모펀드의 투자자의 수에 상한을 

설정하였다. 회사법은 주식유한회사의 ‘모집52설립은 발기인이 회사발행지

분의 일부를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 또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53이라고 규정하여 모집설

립방식에 ‘특정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을 추가하였다. 발기인이 소유

한 회사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다54고 하여 기

존의 3 년 금지기간55을 대폭 줄여 지분의 유통성을 강화하였고, 지분유한

회사 등록자본금의 요구를 기존의 1000 만 위안에서 500 만 위안56으로 대

폭 낮춰 진입조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경영범위를 정관에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舊 회사법의 대외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는 

자본금 50%이내의 투자비율의 제한 없이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기타 법률에 별도의 예외가 없는한 

투자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출자를 할 수는 없도록 규

                                                              
49제정: 중국 주석령 8 기 제 16 호(主席令 八届 第 16 号, 1993 년 12 월 29 일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회의에서 통과,  1994 년 7 월 1 일부터 시

행. 수정: 중국 주석령 9 기 제 29 호（主席令 九届 第 29 号）199 년 12 월 25 일 제

9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회의에서 통과, 당일부터 시행. 수정:중

국 주석령 10 기 제 42 호(主席令 10 屆第 42 号), 2005 년 10 월 27 일에 전국인민

대표대회 10 기 상무위원회 18 차 회의에서 개정,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50 회사법 제 24 조. 
51 회사법 제 79 조. 
52 중국 회사법에서 말하는 募集은 자금의 집합을 뜻하는 용어로 한국 자본시장법

의 모집과는 다른 개념임. 
53 회사법 제 78 조 3 항. 
54 회사법 제 142 조.  
55 舊 회사법 제 147 조 제 1 항. 
56 회사법 제 81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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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57 보다 많은 회사가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탁법(信托法)58 

2001 년부터 실시된 신탁법은 신탁형 사모펀드의 법적 기초가 된다. 신

탁법은 신탁을 민사신탁, 영업신탁, 공익신탁 세 가지로 분류59하였고 신탁

형 사모펀드는 영업신탁에 속함으로 영업신탁에 관련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신탁법은 영업신탁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하였고 신탁회사

의 신탁재산의 운용 및 수탁자에 대한 규제는 주로 ‘신탁회사 관리방

법’(信托公司管理办法)60, ‘신탁회사 집합자금 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司

集合资金信托计划管理办法)과 ‘신탁회사 私人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

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权投资信托业务操作指引)에 의존한다. 현행 신탁법

은 성숙한 신탁법률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사모펀드의 발전과 규범화에 만

족할만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

하다.  

 

(5)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61 

2006 년 8 월에 개정된 ‘조합기업법’은 유한조합기업(Limited 

Partnership)를 도입하여 조합형 사모펀드의 발전에 획기적인 제도적 장

치를 제공하였다. 조합기업법은 기업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하

                                                              
57 회사법 제 15 조. 
58 중국 주석령 9 기 제 50 호(主席令 9 屆 第 50 号), 2001 년 4 월 28 일,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제 21 차 회의에서 통과, 201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  
59 신탁법 제 3 조. 
60은감회령 2007 년 제 2 호(銀監會令 2007 年第 2 号), 2006 년 12 월 28 일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제 55 차 주석회의에서 통과, 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61제정: 중국 주석령 8 기 제 82 호(主席令 8 屆 第 82 号), 1997 년 2 월 23 일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통과, 1997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중국 주석령 10 기 제 55 호(主席令 10 屆 第 55 号), 2006 년 8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통과,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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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

였다. 조합형 펀드의 설립, 투자자 자격, 일반 조합원의 자산운용, 유한조

합원의 지위 등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합기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6) 형법(刑法)62 

형법에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

모펀드의 운용업자에 불법경영죄(非法经营罪)63，자금모집사기죄(集资诈骗

罪)64 등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 자본시장의 분업경영, 

분업감독의 기본원칙상 집합투자업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규

제된 사모펀드는 적법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운용되지만 규제밖의 사모펀

드는 불법자금모집의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증권의 사모발

                                                              
62제정:중국 주석령 8 기 제 83 호(主席令 8 屆第 83 号), 1997 년 3 월 14 일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 199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안(1): 

중국 주석령 9 기 제 27 호(主席令 9 屆第 27 号), 1999 년 12 월 25 일 제 9 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 개정안(2):

중국 주석령 9 기 제 56 호(主席 9 屆第 56 号), 2001 년 8 월 31 일 제 9 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 개정안(3): 중국 

주석령 9 기 제 64 호(主席令 9 屆第 64 号), 2001 년 12 월 29 일 제 9 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개정안(4):중국 

주석령 9 기 제 83 호(主席令 9 屆第 83 号), 2002 년 12 월 28 일 제 9 기 전국인미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 개정안(5):중국 

주석령 10 기 제 32 호(主席令 10 屆第 32 号), 2005 년 2 월 28 일 제 10 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 개정안(6): 중

국 주석령 10 기 51 호(主席令 10 屆第 51 号), 2006 년 6 월 29 일 제 10 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 개정안(7): 중

국 주석령 11 기 제 10 호(主席令 11 屆第 10 号), 2009 년 2 월 28 일 제 11 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통과, 공표당일부터 시행. 개정안(8): 

중국 주석령 11 기 제 41 호(主席令 11 屆第 41 号), 2011 년 2 월 25 일 제 11 기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통과, 201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 

그 후 2011 년 2 월 25 일에 통과된 형법개정안(8)을 포함하여 총 8 차례 부분 개

정되었다.  
63 형법 제 225 조 제 1 항 제 3,4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 기관의 비준을 얻지 

아니하고 증권, 선물, 보험 또는 자금지급결산 등 업무를 불법으로 경영하거나 기

타 시장질서를 엄중히 해치는 불법경영행위는 불법경영죄로 해당된다.  
64 형법 제 192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사기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자금모집사기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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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인정되지만 사모발행방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규

제밖의 사모펀드의 운용자는 자산관리업무, 신탁업무 등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이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법경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행정법규, 정책적 문건 

현재 중국의 사모펀드는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관련 감독관리기관에

서 제정한 행정규칙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주로 아래와 같다. 

(1)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증감회)에서 제정한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

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65 ,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66는 증권회사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집합하여 집합자산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사모펀드를 규제한다. 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초안)((私

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征求意見稿）)67는 증권투자펀드법의 적

용을 받는 사모증권투자펀드의 펀드관리자의 등기요건, 적격투자자 요건, 

투자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65제정: 증감회령 제 93 호(證監會令第 93 号), ‘증권법’ (證券法), ‘증권회사감독관리

조례’ (證券公司監督管理條例)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 2012 년 8 월 

1 일 증감회 제 21 차 주석회의에서 통과, 2012 년 10 월 18 일부터 시행. 개정: 

2013 년 6 월 26 일 증감회는 ,증권회사고객자산관리업무관리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 (關于修改〈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的決定)에 근거하여 

개정, 공표당일부터 시행. 
66제정: 증감회공고(2013) 28 호(證監會公告[2013]28 号), 증감회가 증권법(證券

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證券公司監督管理條例),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에 근거하여 2012 년 10 월 18 일 증

감회공고(2012) 29 호(證監會公告[2012]29 号로 반포하였고 반포 당일부터 시행. 

개정: 증감회가 2013년 6월 26일 ‘증권회사 집합자산 관리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할 데 관한 결정’ (關于修改<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的決定)에 근거하

여 개정, 반포당일부터 시행. 
67 증감회가 증권법(證券法),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등 법률에 근거하여 

2013 년 2 월 20 일에 의견수렴고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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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은감회)에서 제정한 ‘신탁회사 집합자금 신탁계획 관리

방법’(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法)68 , ‘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 신탁

업무운용 가이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托业务操作指引) 69 은 신탁회

사가 적격투자자의 자산위탁을 받아 조성하는 펀드의 설정, 운용, 보관, 

양도 등을 규제한다. 처음으로 명확한 적격투자자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위험감별 및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적격투자자의 요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3) 증감회에서 제정한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

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業務試點办法) 70 은 펀드관리회사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펀드의 설정, 운용, 보관, 판매 등을 규제한다.  

(4)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에서 반포한 ‘지분투자기업의 규범화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통

지’(關于促進股權投資企業規範發展的通知）(2684 호문건)71, ‘지분투자기업 

등기서류 가이드라인’(股權投資企業備案文件指引)72  은 비공개기업의 지분

                                                              
68 제정: 은감회령 2007 년 제 3 호(銀監會令 2007 年第 3 号), 신탁법(信托法), 은행

업감독관리법(銀行業進度管理法) 등 법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고 은감회 제 55 차 

주석회의에서 통과, 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 은감회령 2009 년 제 1 호

(銀監會令 2009 年第 1 号), 2008 년 12 월 17 일 은감회 제 78 차 주석회의에서 통

과,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   
69 은감발(2008)45 호(銀監發(2008)45 号), 신탁회사관리방법(信托公司管理办法), 

신탁회사 집합자금 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法) 등 법

규에 근거하여 은감회에서 2008 년 6 월 25 일 통과, 발표 당일부터 시행.  
70 제정: 증감회령 제 74 호(證監會令第 74 号),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에 

근거하여 2010 년 10 월 25 일 증감회 제 282 차 주석사무회의에서 통과, 2011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 개정: 증감회령 제 83 호((證監會令第 83 号), 증권투자펀드법

(證券投資基金法), 증권법(證券法), 회사법(公司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2012

년 6 월 19 일 증감회 제 19 차 주석사무회의에서 통과, 2012 년 11 월 1 일부터 시

행.  
71지분투자기업의 운영과 등록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NDRC 에서 

회사법(公司法),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고 2011 년 

11 월 23 일 공표하여 공표 당일부터 시행 
72  NDRC 에서 2012 년 6 월 14 일 ‘전국지분투자기업 신고 관리업무 회의기록’과 

함께 공표하여 각 지역별로 제정하는 지분투자기업 관리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24

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회사형, 조합형 지분투자기업의 설립, 운용, 투자 

및 투자회수를 규제하는 각 성(省)73의 관리방법에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들은 정책적문건으로 NDRC 의 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각 지

역의 지분투자기업 관리방법은 엄격히 통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규칙과 동등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5) NDRC 등 10 개 국가 부서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창업투자기업관리

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74,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外

商投資創業投資企業管理規定)75은 벤처캐피탈펀드에 대한 규제 및 가이드

를 제공하였다. 동 방법은 처음으로 투자수익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운용업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II. 중국의 사모펀드 종류별 규제 개관 

1.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중국 자본시장은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등 분업경영, 분업관리

의 방침에 따라 현재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감독관리기관이 증감회, 은감회, 

NDRC 등 여러 부서가 있다. 예컨대 증권회사 및 펀드관리회사가 운영하

는 사모펀드는 증감회의 규제를 받으며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은 은감회의 

감독대상이고 지분투자기업은 NDRC 에서 감독관리한다.  

증권투자펀드법은 명시적인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73 중국의 1 급 행정구역단위. 현재 중국은 총 34 개 성급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74제정: 발개위령 2005 년 제 39 호(發改委令 2005 年第 39 号), 회사법(公司法), 중

소기업추진법(中小企業促進法) 등 법률에 근거하여 2005 년 11 월 15 일에 반포, 

NDRC,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은감회, 증감회,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연합 공표하였으며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

행.  
75 제정: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3 년 제 2 호(對外貿易經濟合作部 2003 年第二号),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

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회사법(公司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 

2002 년 10 월 31 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 11 차 부서업무회의에서 통과,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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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률 자체가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

하고 있고 증권투자펀드법에 근거하여 증감회가 공표한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의견수렴고)는 금융

기관이 사모펀드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76고 하여 금융기관의 적용을 명확히 배제하였다. 따라서 新 

증권투자펀드법이 시행된 후에도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주로 

앞에서 서술한 증감회, 은감회에서 정한 행정규칙들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각 유형의 사모펀드는 관련 감독관리기관의 행정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

라 사모펀드의 설립, 투자자의 자격,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 투자운용 등 

사항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계획 

집합자산관리계획(이하 집합계획)은 증권회사가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의 운용은 증권회사가 진행하고 자산은 제 3 자에 위

탁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77.  

(2)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펀드관리회사의 특정다수고객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계획)는 펀드

관리회사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또는 특정고객의 자산

위탁을 받아들여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자산보관인에 자산보관을 위탁하며 

자산위탁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자산을 운용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업무

를 말한다78. 펀드관리회사는 舊 증권투자펀드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모증

권투자펀드의 유일한 펀드관리자였다. 개정 후에는 펀드관리회사 외에도 

CSRC의 인가를 얻은 기타 조직이 공모증권투자펀드의 관리자가 될 수 있

                                                              
76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의견수

렴고) 제 37 조. 
77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제 13 조. 
78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業

務試點办法)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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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변경되었다79.  

(3) 신탁회사 신탁계획 

신탁회사의 집합자금신탁계획(신탁계획)은 2 인 이상의 위탁인이 위탁한 

자금을 수탁인인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신탁영업행위이다80. 

신탁계획은 증권투자신탁계획81과 지분투자신탁계획82으로 나뉘며 양자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다르다.  

신탁회사의 지분투자신탁계획은 신탁회사가 신탁계획의 자금을 비상장

기업의 지분, 상장회사의 유통제한주식(限售流通股)83 또는 은감회에서 비

준한 기타 투자가능한 지분에 투자하는 신탁계획을 말한다84. 신탁회사의 

지분투자신탁계획은 유일한 신탁형 사모지분투자펀드이다.  

 

2.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 

新 증권투자펀드법은 공모발행된 지분유한회사의 주식, 채권, 펀드지분

증권 및 증감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

는 사모증권투자펀드를 도입하였는데 주로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

권투자펀드가 그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모증권투자펀드는 적격투자

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수가 200 인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펀드관리자

는 일정한 요건85을 만족하는 경우에 펀드업협회에 등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직과 개인은 ‘펀드’ 또는 ‘펀드관리’의 이

                                                              
79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12 조 제 2 항. 
80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法) 제 2 조 
81 주로 신탁회사 집합자금 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

法)의 규제를 받는다.  
82주로 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

托业务操作指引)이 적용된다.  
83 일정기한내 판매가 금지되는 지분. 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

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权投资信托业务操作指引) 제 2 조 1 항. 
84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权投资信托业务

操作指引) 제 2 조 1 항 
85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제 6 조 제 1 항, 제 3 장의 내용

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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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증권투자활동을 진행하지 못한다86.  

 

3. 창업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 

공상행정기관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설립 가능하던 회사형펀드는 

2006 년부터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 (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에 따

라 별도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VC 의 형태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음과 

동시에 정책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2011 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비공개거래되는 기업지분에 투자하는 회사형펀드와 조합형펀드

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투자자요건 등 일부 기본사항에 대한 ‘지분투자기업

의 규범화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통지’(關于促進股權投資企業規範發展的通

知)(2684 호 문건)과 지분투자기업 등기서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사

모투자펀드를 전부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는 규제작업이 시작되었다. 

NDRC 는 회사형 및 조합형의 사모투자펀드에 대하여 지분투자기업(股權

投資企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설립, 투자자 및 운용에 대한 기본원칙

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성(省)급 등기기관에서 그에 따라 본 지역의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감독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의 등기기

관은 각각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있거나 기존의 관리방법을 수정 중에 있

다.  

 

4. 현행 법률상 규제밖인 사모펀드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외에 부동산 및 기타 투자상품에 투자하

는 회사형, 조합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또는 펀드관리자에 대한 규

제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펀드들은 법률적 성격이 모호하고 투

자자와 운용업자 이익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민간 사모펀드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밖에서는 펀드자금 모집의 합법여

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각 지역의 감독당국도 각각의 사안에 서로 다른 

                                                              
86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9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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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7 . 특히 증권의 비공모발행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불법자금모집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감독당국은 최근 몇년간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사모펀드를 

법적 규제의 틀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

속 시도하고 있다.  

불법자금모집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

법자금모집은 1998 년 7 월 국무원에서 공표한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

업무활동 제재방법’(非法金融机构和非法金融业务活动取缔办法)에서 ‘비준을 

받지 않고 사회 불특정대상으로부터 진행한 불법모집’이라는 문구로 처음 

제기되었다88 . 1999 년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표한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

융활동업무 제재 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取締非法金融機構和非法金融業務

活動中有關問題的通知)에서는 불법모집은 조직 또는 개인이 법적절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채권, 증권투자펀드 등을 발행하여 사회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일정기한 내에 화폐 실물 및 기타 방식으로 출자자에게 

원금보존 또는 수익을 승낙하는 행위89라고 하였다. 2007 년 7 월 국무원에

서 공표한 불법자금모집 법적처벌문제에 관한 통지(關于依法懲處非法集資

有關問題的通知)에서는 추가로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자금모집의 목적을 

감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불법자금모집에 연구를 살펴보면 

불법자금모집은 (ⅰ) 인가를 얻지 않고 사회대중, 일반적으로는 불특정대

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 (ⅱ) 일정 기한내에 투자이익을 약정하는 

것, (ⅲ)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자금의 목적을 감추는 것 등을 요건으로 

보고 있다90.  

증권의 비공모발행은 특정인을 상대로 그 대상자가 누계 200 인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고 증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 증권법에는 증권발행에서 전매가능성을 반영한 제도적장치를 두고 있

                                                              
87王霞，我國私募基金規範發展若幹問題研究, 2007 年, 新浪財經

http://finance.sina.com.cn/money/fund/20070613/14333688306.shtml , last 

visited 2013. 5. 10. 
88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업무활동 제재방법 제 4 조 
89 통지 제 1 조 
90 李有星 中國证券非公開發行融資制度研究 浙江大學出版社 2008 年版, 23 頁. 彭

冰 非法集資活動規制研究 中國法學 2008 年第四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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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실제로 누계 200 인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 펀

드지분증권을 비공모발행한 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수를 산정하

는데 대하여 명확한 산정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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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검토 

 

앞의 내용에서 서술했듯이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사 등금융기

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펀드의 설정, 투자자 및 운용자 요건, 펀드의 

판매, 운용 및 양도 등에 대하여 은감회와 증감회에서 제정한 비교적 구체

적인 행정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요건이 펀드유형에 따라 상이

하다. 본 장은 전술한 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설립으로부터 

관리, 운용, 보관 및 투자회수 등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펀드의 설립과 펀드지분증권의 판매 

I. 등기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설립 후 규정된 기한 내에 각 감독기

관에 등기를 이행할 것을 요한다. 

집합계획은 증권회사가 적법하게 발기 설립한 후 5 일 내 증권업협회에 

등기하고 동시에 증권회사 주소지, 자산관리 영업소 소재지의 증감회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91.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은 판매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 일내에 

자산검사보고서(驗資報告) 92 를 작성하고 자산검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증감회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93.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은 설정후 10 일 내에 은감회 또는 은감회의파견기

                                                              
91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10 조 
92 중국 공인회계사가 발행하는 출자확인서 
93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

産管理業務試點办法)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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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보고해야 한다94. 

 

II. 투자자 요건 및 투자자의 수 

1. 적격투자자(合格投資者) 

(1)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는 이유 

사모펀드 관련한 규정은 전부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일반 대중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위험 식별능력과 

감수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모펀드 자체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이로 인해 공모

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받아왔다.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특히 느슨한 

규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2) 사모펀드 유형별 적격투자자 요건 

(가) 증권회사 집합투자계획 

2013 년 6 월 개정된 증권회사 집합투자계획은 적격투자자에 대한 요

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집합투자계획은 개인 또는 가정의 금융자산

이 100 만 위안 이상 또는 기업, 회사 등 기구의 순자산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며 위험감별능력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95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

집하고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100 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96.  

 

(나)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94신탁회사 증권투자 신탁업무 가이드라인(信托公司證券投資信托業務操作

指引)제 11 조 
95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業

務試點办法) 제 26 조 
96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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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9 월 증감회는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을 개정하였고 자

산관리계획은 역시 투자금이 100 만위안 이상, 투자위험을 식별, 판단 및 

감수할 수 있는 개인, 법인,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 또는 증감회에서 인정

한 기타 특정고객을 투자자로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97.  

 

(다) 신탁회사 신탁계획 

가장 먼저 적격투자자제도를 도입한 것은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이다. 신

탁계획은 (ⅰ) 투자금액이 100 만위안 이상인 개인투자자, 법인 또는 적법

하게 설립된 기타 조직, (ⅱ) 개인 또는 가정단위의 금융자산이 신탁계획 

투자시 1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 (ⅲ) 최근 3 년간 개인수입이 

매년 20 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부 쌍방의 총수입이 최근 3 년간 매

년 3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 등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투자

위험을 식별, 판단 가능하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로 제

한하였다98. 이는 미국의 Regulation D 에서의 적격투자자에 대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Regulation D 는 총 여덟 가지로 적격투자자를 분류

하면서 개인 적격투자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합산 자산이 100 만 달러를 

넘고, 과거 2 년간의 소득이 20 만 달러를 넘거나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이 

30 만 달러를 넘을 경우, 또한 당해 투자년도에 동일한 수준의 소딕이 합

리적으로 예상되는 개인을 적격투자자로 보고 있다99.  

 

(3) 중국의 사모펀드 규제에서의 적격투자자 요건에 대한 평가 

한국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투자 및 위험관리 기

법을 선진화하기 위함’이라는 목표하에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특례 100 를 

신설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투자자펀드)를 도입

하였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

                                                              
97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 제 12 조. 
98 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 관리방법 제 6 조  
99 Regulation D, 17 C.F.R §230.501(a)(5),(6). 
100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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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투자기구로 새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재,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 인 이하이며, 셋째,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격투자

자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101. 도입초기에는 전문투자자 범주에 있

는 기관투자자만 적격투자자의 범주에 해당되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었

고 점차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개인으로서 5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자102로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5 억원으로 정한 기준은 미국의 경우 100 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전체 가계의 약 11% 수준이

고 한국은 상위 10% 가계의 평균 순 자산이 8.6 억 정도라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라 보고 있다103. 중국은 14.3%의 가계의 평균 순자

산이 247 만 위안(2012 년)으로 통계되고 있어104 100 만위안의 진입조건은 

외국의 규제와 비교할 때 어느정도 합리성 있는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이 복잡하고 투자금액을 기준으

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가 아닌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헤지펀드와 같이 고위험을 수반하는 펀드의 투자

자와는 거리가 있다. 은감회와 증감회가 각각 자산 또는 투자금액을 기준

으로 정한 것은 두 가지 기준의 장단점에 대한 각각의 판단으로 보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

증권투자펀드는 순자산과 투자금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젹격투자자를 가늠하는 기준은 순자산 또는 투자금액 외에도 투자위험

을 식별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투자경험이 많은지 여부이

다. 자산기준만을 유일한 적격투자자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투자의 내용

                                                              
101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Ⅱ, 박영사, 2009, 402 면 참조.  
10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5 
103 최민용, 개정 자본시장법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상사판례연구, 

제 24 집, 제 3 권, 160 면. 
104中國西南財經大學 中國傢庭金融調查與研究中心, 《中國傢庭金融調查報告·2012》

http://finance.qq.com/a/20120716/001090.htm?pgv_ref=aio2012&ptlang=2052, 

Last visited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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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용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있고 위험을 식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투자자가 단순히 자산기준 미달로 투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적격투자자의 자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에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도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투자금액의 기준이 경제성장에 따라 정기적 

또는 일정한 시기마다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국은 헤지펀드의 발전초기인만큼 헤지펀드의 소매화를 초래하여 헤지펀

드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규제된 사모펀드는 전부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제한하고 

있고 적격투자자에 대하여 모두 투자금액과 투자경험 두 가지 기준을 동

시에 적용하여 비교적 높은 장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투자위

험을 식별하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

이 없다. 실제로 펀드관리자가 펀드를 모집하면서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판

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집합계획의 특정고

객을 증권회사 및 집합계획의 선전을 대리하는 기구의 기존 고객으로 제

한105하고 있기때문에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투자경험을 판단하기 보다 쉬

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3 년 6 월 개정되면서 적격투자자의 자금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기존 고객의 제한성은 폐지되었다. 

펀드관리회사 또는 신탁회사의 경우에도 주로 투자금액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을 것이고 운용업자들의 자금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경험, 전

문지식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다. 

  

2. 투자자의 수 

증권법 및 증권투자펀드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사모 대신 비공모발

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5 년에 개정된 ‘증권법’은 ‘증권의 비

                                                              
105 舊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28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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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발행은 광고, 공개적권유 및 변형된 공개방식을 취하지 못한다’106는 

내용을 두어 처음으로 증권발행의 사모방식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증

권법은 명시적으로 증권의 비공모발행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았으나 증권의 공모발행에만 증감회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증권

의 비공모발행은 증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동법 제 10 조 제 2 항은 (1) 불특정인을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대상자가 누계 200 인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정한 경우 등을 증권의 공모발행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의 비공모발행은 특정인을 상대로, 그 대상자가 

누계 200 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증감회에서 제정한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실시세

칙’ (证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은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은 투자자

의 수가 2인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107 역시 증감회의 규제를 받

고 있는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업무도 투자자 1 인을 대상으로 한 자산

관리업무와 2 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은 200 인을 산정할 때 투자금액이 3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108 신탁회사의 신탁계

획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를 50 인으로 제한하고 투자금액이 300 만위안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와 적격기관투자자의 수가 200 인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09. 그러나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0 만 

위안 이상 외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III. 펀드지분증권의 판매 

                                                              
106 증권법(證券法) 제 10 조 제 2 항. 
107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실시세칙(证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27 조 제 3 항.  
108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

業務試點办法) 제 13 조 
109 신탁회사 집합자금 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法)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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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적격’의 투자자에 제한되는 것을 보장하고 일반 

대중이 사모펀드의 권유에 쉽게 넘어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나라들은 사모펀드의 모집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고 이는 또한 성숙한 시장경제의 보편적인 방법이다. 일반

적으로 권유대상, 권유경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

고 있다. 

증권법은 증권의 비공모발행은 광고, 공개적권유 및 변형된 공개방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규정110하였으나 공개적권유, 변형된 공개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각 유형의 펀드는 관련 행

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행위규제에 따르게 된다. 규제기관의 차이 및 

펀드의 특성상 각 유형의 펀드에 적용되는 판매금지행위는 그 범위가 다

르게 되고 동일하게 증감회의 규제를 받는 펀드의 경우에도 판매금지행위

의 범위가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제된 사모펀드는 적격투자

자의 진입요건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주로 증권의 비공모발행에 해당하는 

‘비공개’와 사기방지를 위주로 규제하고 있다.  

증감회의 규제를 받는 증권회사 집합계획의 경우 증권회사는 자체로 집

합계획을 선전할 수도 있고 다른 증권회사, 상업은행 또는 증감회에서 인

정하는 기타 기구에 집합계획의 선전을 위탁할 수도 있다111. 집합계획은 

집합계획의 선전기간 동안, 증권회사와 대리선전기구는 계획설명서, 집합

자산관리계약서 및 선전자료를 영업장에 비치한다. 텔레비전방송, 신문, 

라디오방송 및 기타 공공매체를 통하여 펀드를 선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자산보전을 약정하거나 허위선전, 기대수익을 과장하거나 상업뇌물을 주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집합계획을 선전하는 것이 금지된다112.  

은감회의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의 경우에는 판매시 규범화

되고 상세한 정보공개자료가 요구되고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10 증권법(證券法) 제 10 조 제 3 항 
111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26 조 
112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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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등록지역과 해당 판매지역의 은감회 성급 파견기관에 보고113

해야 하며 원금보존 또는 수익보증, 非금융기구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등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신탁계획은 공개판매가 금지되지만 어떤 행위가 공

개판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114. 

  

제2절 펀드의 관리와 운용 

I. 펀드관리자 

1. 진입요건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엄격한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기존에는 펀드설정 및 운용업무 종사자격

에 대하여 엄격한 인가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설정에 관한 2012년 10월의 개정은 증권투자펀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방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므로 그 개정방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에 증감회에서 제정한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시험방법’ (证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試行办法)은 2005 년 증권법 개정전인 

2003 년 9 월에 제정되었고 이는 증권의 사모발행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

이었다.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시험방법(证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試

行办法)은 사모펀드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규정이 아니었고 2008 년에 공

표된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证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

                                                              
113 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法) 제 7

조 
114증권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 회사채권 및 국무원에서 적법하게 인정

한 기타 증권의 발행과 거래, 정부채권, 증권투자펀드지분증권의 상장거래가 증권

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탁계획 수익증권의 판매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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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細則)에도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 도입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실무상 사모방식으로 설정된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은 공모증권펀드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펀드의 발기인이자 운용업자인 증권

회사는 집합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115 을 갖추어 

증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였다. 2011년초 증감회는 시장발전, 고객수요와 

증권회사 관리능력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관리방법과 시행세칙의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여 시장의 수요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증

권회사 자산관리업무의 발전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를 증가하

며 증권회사의 핵심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116. 증감회는 우선 2012 년 10 월 12 일에〔2012〕28 호 공고를 통하여 증

권회사의 집합관리업무 인가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증권회사는 집합계획을 

설립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가를 받으면 개별적인 집합

계획을 설립할 경우 더이상 증감회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집합계획을 

설립한 후 5 일 내에 설립사항을 증권업협회에 등기하고 증권회사 소재지, 

자산관리 영업분점 소재지 증감회 파견기구에 보고하면 된다117.   

한국은 종래의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하

여 금융투자업의 종류,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기준으로 업무단위를 구분하고 있다. 고객과 직접 채권채

무관계를 가지는 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인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하여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고객의 자산

을 수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채택한다118.  

                                                              
1153 년이상 증권투자, 연구, 투자고문 또는 유사 업종경력이 있으며 양호한 신용

기록을 구비하고 증권업협회의 등록을 이행한 투자책임자가 5 인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16 조 
116 증감회사이트, 

http://www.csrc.gov.cn/pub/newsite/bgt/xwdd/201210/t20121019_216020.htm, 

last visited 2013.4.21  
117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17

조.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2013년 증권투자펀드법이 개정된 후 펀드관리회사 또는 

증감회의 인가를 받은 기구는 개별적인 공모펀드를 설립할 시 증감회에 등록을 

하면 되고 더이상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증권투자펀드법 제 51 조. 
118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6, 

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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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금융기능의 구분 없이 금융업 종사자에 대하여 인가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펀드관리자에 대한 진입요건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등 물적요

건과 인적요건으로 나뉜다.  

증권회사는 (ⅰ) 대주주가 순자산이 2 억 위안이상, 3 년 내에 중대한 불

법행위가 없고 신용과 수익률이 양호한 자, (ⅱ) 위험관리와 내부감사제도

를 갖추고, (ⅲ) 적합한 영업장소와 경영설비, (ⅳ) 경영진이 임직자격, 직

원들이 증권업종사자격을 갖춘 등 조건에 만족하고 (ⅴ)등록자본금 요건 

등 조건119을 만족하는 경우 증감회의 인가를 받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

식유한회사의 법적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증권법은 7 가지 증권업무를 

열거하면서 각 증권업무에 각각의 최소등록자본금의 요구를 명시하고 있

다. 자산관리업무120에 종사하려는 자는 최저등록자본금이 1 억위안 이상121

이어야 하며 자금완납을 요구한다. 동시에 3 년이상 증권투자, 연구, 투자

고문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신용기록이 양호하며 증권

업협회에 등록한 투자책임자가 5 인 이상이어야 한다122.  

펀드관리회사는 최소 등록자본금 1 억 위안과 15 인의 전문인력을 요구

하고 있으며123 자본금의 완납한 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펀드

관리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중국주주와 외국주주 모두 자본금을 3 억 위

안으로 규정하고124 기타 5%이상 지분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자본금 및 순

자산 최소 1 억 위안을 요구하고 있다125. 대주주는 증권경영, 증권투자자

문, 신탁자산관리 또는 기타 금융자산관리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기

타 非 금융기업은 대주주 신분으로 참여할 수 없다. 주주간에 상호 지분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지배인의 통제를 받는 것이 금지되며 한 기업은 2

개 이상의 펀드관리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한 지배인의 통제

                                                              
119 증권법(證券法)제 124 조. 
120 증권회사의 자산관리업무는 투자일임업무과 집합관리업무 포함한다.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11 조 참조. 
121 증권법(證券法)제 127 조. 
122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16 조. 
123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관리방법(證券投資基金管理公司管理辦法) 제 6 조. 
124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관리방법(證券投資基金管理公司管理辦法) 제 8 조. 
125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관리방법(證券投資基金管理公司管理辦法) 재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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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여러 기구의 2 개 이상의 펀드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도 금지된

다126. 펀드관리회사의 주주는 경영실적과 재산상태가 양호하고 과거에 고

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127.  

신탁회사는 최소 자본금 3억 위안128을 요구하고 자본금을 완납한 후 유

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신탁회사는 건전

한 조직기구, 신탁업무절차, 위험공제제도를 구비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영

업장소, 안전조치와 기타 업무와 관련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영진

과 신탁종사인력들이 관련자격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주주의 자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국은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인가요건 및 등록요건에 대하여 유지의무

를 부과한다. 인가 또는 등록에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 요건의 70%를 만

족하면 된다. 자기자본은 경영성과에 따라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일시적으

로 경영이 부진한 때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유지조건은 다소 

완화한 것이다. 이 때 자기자본에 대한 인가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 회

계연말을 기준으로 1 년에 1 회 평가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

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인가유지요건으로서의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 년간의 보완기간을 준다는 취지이다129. 

중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가 높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운용업

자의 사기 등 불법행위를 포함한 리스크를 대비한 요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자산이 운용업자와의 자산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운용업자에게 최소 자본금을 리스크 대비용으

로 부과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본다130. 다만, 중국의 실정상 

운용사의 역량이 펀드의 운용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한다면 

                                                              
126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관리방법(證券投資基金管理公司管理辦法)제 11 조. 
127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관리방법(證券投資基金管理公司管理辦法) 제 7 조. 
128 신탁회사관리방법(信托公司管理办法) 제 10 조 
129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 2010, 516 면.  
130 개정 자본시장법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최민용, 상사판례연구, 

제 24 집, 제 3 권, 16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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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참여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이

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면 운용자의 수가 

적어 시장경쟁을 너무 억제할 수도 있어 진입조건과 사후관리를 적절히 

결합하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펀드관리자의 자금참여  

증권회사는 자기자금으로 자사에서 설립한 집합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집합계획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계획 

총 지분의 20%로 제한하고131 보유기간이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집합계획의 거액 환매, 유동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익충돌 

및 계약약정 위반사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6 개월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사후 즉시 고객과 자산보관자에 고지하고 소재지, 자산관리분점 소재

지의 증감회 파견기관 및 중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32.  

이에 반해 펀드관리회사는 자기자산을 투자자의 위탁자산과 혼합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지분투자신탁계

획에는 총자금의 20%를 초과하지 않고, 신탁회사 순자산의 2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가 가능133하나 증권투자신탁계획에는 펀드관리회

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참여가 불가하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

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

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

                                                              
131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22 조 제 2 항. 
132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23 조. 
133 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托业

务操作指引) 제 17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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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134. 또한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자가 그 집합투자기구 외의 그 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투자대상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135. 그러나 적격투자

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자본시장법 제 235 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

다136. 따라서 적격투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취득 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서 무한책임조합원, 업무집행사

원, 감독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증권 또는 지

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137. 

현재 중국의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는 점차 헤지펀드로

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규제기관도 점차 그에 맞춰 관련 행정규칙을 개

정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헤지펀드의 특성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투자기구의 운용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기구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진

국의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운용자의 

자기 자금 투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헤지펀드 운용수익이 투자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펀드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138. 펀드관리자가 자기자금을 펀드에 투자하

면 펀드의 운용으로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재의 규정처럼 똑같이 증권거래시장에 투자 가능한 집합계획과 자산관리

계획 중 증권회사는 자기자금의 참여를 허락하고 펀드관리회사는 자기자

금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적어도 헤지펀드에 

접근하는 펀드에 대하여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이 없고 펀드의 원활한 환

매를 위한 펀드관리자의 자금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

려해볼 수 있다.  

 
                                                              
134 자본시장법 제 235 조 6 항. 
135 자본시장법 제 84 조 4 항. 
136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 1 항 
137 강인태, 헤지펀드 규율체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12. 7. 303 면 참조. 
138 노희진, 김규림, 헤지펀드의 국내 허용방안, (2008.3), 1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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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보수 

펀드관리회사는 고정관리비용과 함께 자산운용실적에 따른 적당한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139. 개정 전의 성과보수는 해당 펀드 순수익의 20%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2012 년 9 월의 개정을 통하여 적당한 

선에서 투자자와 운용업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펀드관리

회사의 고정관리비용과 자산보관자의 보관비용의 비율도 동종의 또는 유

사한 투자목표와 투자책략을 가진 공모펀드 비용의 60%이상 약정하도록 

강제하였으나 각 자산관리계획의 특성에 근거하여 각기 약정하도록 개정

하였다. 다만 경쟁상대를 배척하기 위해 관리비용과 보관비용을 너무 낮추

어 시장질서를 혼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따르는 법적책임을 명시하였다140. 그러나 엄중한 경

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진일보로 시장진입이 금지된다고 하는 법적책임에 

비해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은 성과보수를 허용하는 명시된 규정이 없으나 실

무상 펀드계약에 약정 가능한 것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회사의 지분투자

신탁계획은 신탁서류에 사전 약정된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라 관리비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보수는 이익을 실현한 신탁계획이 

종결되는 시점에만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141. 이는 지분투자가 비

교적 긴 시간의 투자운용을 거친다는 점에서 볼 때 운용업자의 적극성을 

크게 저하하는 제약으로 보인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펀드계약은  펀드 설

립후 감독관리기관에 등록을 이행할 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다142.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성

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

                                                              
139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

業務試點办法) 제 28 조. 
140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

業務試點办法) 제 47 조. 
141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托业

务操作指引) 제 20 조 
142 자본시장법 제 86 조 1 항 단서 



  44

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대한 사항, 기준지표,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성과보수가 지급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에 기재하여야 한다.143  

헤지펀드의 경우 펀드운용자가 높은 성과보수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헤

지펀드는 운용하는 자산의 1-2%에 이르는 운용보수와 실적의 20-30%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를 받는다. 높은 성과보수는 운용자로 하여금 절대적 수

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4. 투자고문 

신탁회사의 지분투자신탁계획 관련 규정에만 투자고문의 선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탁회사는 직접 신탁계획을 관리하고 독자적으

로 투자전략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신탁계약의 사전 약정에 따라 

제 3 자를 투자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144. 투자고문은 실질적인 투자운용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단지 투자자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지분투자경험이 부족하여 독립적으로 지분투자업

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설립된 신탁계획들을 살펴

봐도 투자고문의 권한이 매우 크고 신탁회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피동적

이여서 전술한 규정들이 실시되는데는 일정한 난도가 있다145.  

신탁계획의 투자고문은 단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만 허용되고 실질적

인 투자운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규정상 자본금 2000 만 위안 이상 및 신

탁계획의 10%이상이라는 높은 비율의 지분을 소유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상 통상적으로 일반조합원의 투자비율이 1%좌우인 것에 비하면 차별

이 큰 규정이다. 투자고문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기관인바 서비스의 질은 주로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것이지 자금규모에 의

                                                              
143 자본시장법 제 86 조 2 항 및 시행령 88 조 2 항. 
144신탁회사 私人지분투자 신탁업무운용 가이드라인 제 21 조. 
145中國 PE 的法律解讀，北京市道可特律師事務所，道可特投資管理（北京）有限公司，

中信出版社，2010，13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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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규정은 업무능력이 강하나 자금실력이 보통인 자

문회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투자고문의 지분비율을 10%이상으로 정

하는 것은 투자고문의 재무위험을 증가하고, 대량의 자금을 신탁계획에 투

자하여 일상비용이 부족하거나 투자관리능력의 제고에 영향 줄 수 있으므

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  

투자고문의 행위에 대한 신탁회사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이 투자고문의 역할은 단지 투자자문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고 신탁계획의 운용은 신탁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

다. 투자고문의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결과적

으로는 신탁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증권투자펀드법은 비금융기

관인 펀드관리자가 투자고문을 선임하여 일부 업무의 집행을 위탁하였을 

경우 법적책임은 위임으로 인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46.  

 

II. 펀드운용 

1. 투자대상 

2013 년 6 월 개정후의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의 자금은 적법하게 발행된 

주식, 채권, Share Price Index Futures, 상품선물 등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투자품종; 중앙은행어음, 단기융자채권, 중기(中期)어음, 선도금

리, 금리스왑 등 은행간시장 거래의 투자품종; 증권투자펀드, 증권회사단

일자산관리계획, 상업은행 재태크상품, 집합자금신탁계획 등 금융감독기관

에서 비준 또는 등기 발행한 금융상품 및 기타 증감회에서 인가한 투자품

종을 투자대상으로 한다147.  

펀드관리회사의 경우, 2011 년에 10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던 기존의 시행

방법에서는 현금, 은행예금, 주식, 채권, 증권투자펀드, 중앙은행어음，비 

금융기업 채무융자도구, 자산유동화증권, 상품선물 및 기타 금융파생상품

                                                              
146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102 조. 
147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1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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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 년 9 월에 통과한 개정안에서 새롭

게 증권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양도되는 지분, 채권 및 기타 재산권리와 

증감회에서 인정하는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서 추

가된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펀드관리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자회사는 펀드를 설정한 후 실제 운용을 모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148.  

신탁회사의 증권투자신탁계획의 경우에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

된 규정은 없다. 다만 지분투자신탁계획의 경우에는 지분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은 채권, 화폐형펀드, 중앙은행어음 등 저위험-고유동성 금융상

품에만 투자하도록 제한된다149.  

 

2. 운용방식 및 금지행위 

(1)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집합계획은 融資融券 신용거래에 참여 가능하고, 보유중인 증권을 融券

의 標的증권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빌려줄 수 있다150. 신규발행증권을 구매

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두지 아니하나 집합계획의 현금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51 . 증감회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조건부채권

에 참여하는 집합계획자금은 펀드자산 순가치 40%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152.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인수하거나 중대한 연고자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이익우선 원칙

에 따라 우선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후 자산보관자와 고객에게 

                                                              
148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자산 관리업무 임시시행방법을 시행할 데 관한 규정(关

于实施《基金管理公司特定客户资产管理业务试点办法》有关问题的规定) 제 7 조. 
149 신탁회사 개인지분투자신탁업무 가이드라인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托业务操

作指引) 제 19 조. 
150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14

조 제 2 항. 
151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 제 34 조. 
152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 제 3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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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153 . 증권회사는 집합계획의 

자산을 대출, 저당, 대외담보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한책임을 부담할 가

능성이 있는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154.  

 

(2)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 

대부분의 펀드관리회사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정

에 비추어 두 가지 형태의 펀드자산의 운용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

다. 특정자산관리계획의 투자매니저는 공모펀드의 매니저를 겸임하지 못하

며 증감회에 등록이 의무화된다. 펀드관리회사는 자산위탁자에 관리비를 

반환하는 행위, 수익승낙 또는 손실보전을 하는 것155, 내부자거래 등 행위

가 금지된다156.  

펀드관리회사는 非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일상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투자조합간에 발생하는 거래의 시간, 가격, 수량, 이유 등에 대해 감

독하고 정기적으로 증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다. 동일한 투자조

합은 당일내 반대매매 및 기타 불공정거래와 이익송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시행방법은 ‘하나의 자산관리계획이 동일한 상장회사의 주

식을 취득할 경우 그 시장가치가 펀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동일한 펀드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자산관리계획의 전체 재산(단일고

객을 상대로 하는 자산관리업무 포함)은 동일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10%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존의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펀드운용이 

                                                              
153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제 29 조. 
154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34 조. 
155수익승낙, 손실보전을 하는 것은 불법자금모집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활동업무 제재 문제에 관한 통지

(關于取締非法金融機構和非法金融業務活動中有關問題的通知) 제 1 조. 
156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试点)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

管理業務試點办法) 제 35 조. 



  48

훨씬 자유로워졌다157. 위탁재산의 투자목표, 투자범위, 투자비율 및 투자

책략은 투자관리계약의 약정에 따르고  증권시장의 파동, 상장회사의 합병, 

자산관리계획의 규모 변동 등 외적인 요소로 인하여 투자비율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즉시 조정하도록 하였다.  

 

(3) 신탁회사의 신탁계획 

신탁계획은 사전에 약정한 투자방향, 투자비율, 투자책략 등에 따라 자

산조합 및 다양한 방식의 투자운용이 허용된다. 신탁회사는 신탁계획의 자

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담보와 자기거래가 금지되고 있으며 상이한 신탁계

획간에는 상호거래가 금지된다. 동일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상이한 신탁

계획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못한다. 타인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은감회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신

탁계획 보유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신탁자금이 전부 신탁회

사의 주주 및 그 연고자의 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그들을 투자대상으로 운용할 수 없다.  

 

3. 펀드관리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주로 신탁형펀드이다. 신탁형 사모펀드

는 신탁계약에 근거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설립된 형태이다. 신탁형 사모

펀드의 펀드 자체는 신탁자산에 불과하고 법인격이 없으며 이때의 펀드 

자체의 “인격”은 신탁계획 중의 수탁업자 즉 신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흡수되며 펀드자산을 바탕으로 생긴 권한과 책임의 진행 및 완성도 펀드

관리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의존한다158.  

                                                              
157 (공모)증권투자펀드는 동일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시장가치가 

펀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동일한 펀드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증권투자펀드의 전체 재산은 동일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10%이상 보유하지 못

한다. 증권투자펀드운용관리방법(證券投資基金運作管理办法) 제 31 조 제 1 항  
158王佳女，“私募基金監管法律制度研究”，西南政法大學，2007 年，碩士論文，1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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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관리자와 자산보관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탁형

펀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신

탁형펀드를 계약형펀드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양자는 법률형태, 운영구조가 

거의 일치하다고 본다. 신탁형펀드는 일반적으로 ‘신탁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펀드계약을 신탁계약으로, 펀드재산을 신탁재산으로 간주한다. 신

탁형펀드의 관리자와 보관자는 모두 전통적인 신탁의 수탁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탁형펀드의 당사자들인 투자자, 펀드관리자, 펀드보관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중국의 학설159을 살펴보면 주로 (ⅰ) 투자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보고 펀드관리자와 펀드보관자를 수탁자로 보는 경우, (ⅱ) 투자자를 위탁

자와 수익자로 보고 펀드보관자를 수탁자로 보며 펀드관리자를 펀드보관

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경우, (ⅲ)투자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보고 펀드관

리자를 수탁자로 보며 펀드보관자를 펀드관리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경우, 

(ⅳ) 펀드관리자를 위탁자로 보고 펀드보관자를 수탁자로 보며 투자자를 

수익자로 보는 등 견해가 있다. 펀드관리자와 보관자의 책임범위를 확정하

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첫번째 견해에 동의

하는 연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고 저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펀드관

리자와 펀드보관자를 수탁자로 보는 경우 양자를 공동수탁자로 볼 것인지

가 문제된다. ‘신탁법’에 의하면 공동수탁자는 공동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

고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펀드관리자와 펀드보

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수탁자가 아

니라 수탁자 직책에 대한 일종의 분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펀드관리자

는 펀드자산을 운용ㆍ보관하는 수탁자이고 펀드보관자는 펀드자산을 보관

하는 수탁자인 것이다.  

따라서 신탁형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와 펀드관리자의 관계도 신탁이고, 

펀드관리자와 자산보관자의 관계도 신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이

중적인 신탁관계’에서 전자의 신탁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159中关村证券股份有限公司, 「证券投资基金当事人的法律关系」, 《金融法苑》, 2006 

第 2 期, 中国证券报, 2002.01.31; 中国证券业协会,「基金公会．证券投资基金法规体

系研究［Ｍ］」．中国法制出版社, 2002, 114 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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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인 것에 비해 후자의 신탁은 재산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수동적인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자로부터 투자관리를 신탁받은 펀드관리자

의 업무의 일부인 신탁재산의 보관과 관리업무만을 보관자에게 신탁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60. 따라서 펀드관리자와 자산보관자는 관련 행정

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탁법상의 선관주의 의무161를 포

함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4. 지분신탁계획의 투자회수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주로 공개거래되는 증권 및 기타 금융

파생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 신탁회사의 지분투자신탁계획은 

비공개거래되는 기업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회수에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지분투자신탁계획은 투자대상기업의 상장, 계약에 의한 양도, 투자대상

기업에 의한 환매 등 방식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

상 신탁계획은 투자대상기업의 상장으로 투자를 회수하기가 어렵다. 신탁

회사가 참여한 절대 대부분의 상장계획회사는 증감회에 상장 인가를 신청

했다가 통과되지 못하여 결국 신탁회사가 상장전에 보유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162. 증권법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주식거래의 

참여가 금지된 자가 직접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

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163. 그러나 신탁회사는 지분투자신탁계획은 설립

후 10 일내에 은감회 또는 파견기관에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위탁인

의 정보공개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감회는 신탁계획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신청을 한 경우 주식거래가 금지된 자가 신탁계획의 

익명성을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대상기업이 상장

                                                              
160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 제 2 판, 641 면 참조. 
161 신탁법 제 25 조. 
162唐青楓, 信托制私募股權投資基金主體身份問題探析,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網站, 

http://www.saic.gov.cn/gsld/gztt/xxb/201110/t20111020_120322.html last 

visited 2012.9.30 
163 증권법(證券法)제 1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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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신탁계획이 보유한 지분을 적합한 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한

다164.  

그외에 국유지분이 포함된 신탁회사가 설립한 신탁계획의 계약양도 또

는 투자대상기업에 의한 환매에도 장애가 존재한다. 국가자산감독관리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이러한 신탁회사는 지분양도시 재산권거래소를 통

하여 거래를 진행165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소모가 적지 

않다.  

 

제3절 펀드자산의 보관 

I. 자산보관자의 선임 

금융기관이 설정하고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규칙에 

독립적인 자산보관자를 선임하여 펀드자산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증감회는 상업은행,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회사 또는 증감회가 인정하는 기

타 자산보관기관 중에서 자산보관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권회

사와 펀드관리회사는 그 중에서 자산보관자를 선임할 수 있다. 반면에 은

감회는 신탁회사가 정할 수 있는 자산보관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은

감회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는 상업은행, 농총합작은행, 외국인투자 독자

은행, 중외합자은행 중에서 자산보관자를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2년 

9 월말까지, 펀드보관자 자격이 있는 상업은행은 18 개로 통계되고 있다166. 

 

II. 자산보관자의 직책 

자산보관자의 직책은 주요하게 보관과 감독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보관은행의 직책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펀

                                                              
164唐青楓, 각주 158.. 
165 금융기업국유자본양도관리방법 제 5 조 제 2 항 
166 中國基金網, http://www.chinafund.cn/Article/201211/201211_222958.html, 

last visited 20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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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재산의 안전한 보관, 펀드투자의 청산, 결제 및 펀드운용의 감독 등 방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펀드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펀드구조에 보관자가 존재하는 가

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실질적으로 볼 때 상업은행의 화폐보관이라는 전통

적인 기능이 펀드영역에서 실현된 것이다. 사모펀드의 자산보관자 독립적

인 계좌를 개설하여 펀드재산을 보관하고 펀드관리자의 투자 또는 청산지

시를 집행하며 투자운용의 자금거래를 책임진다. 특히 증권회사의 집합계

획의 경우에는 자산보관자가 전문부서를 설립하여 자산보관의 직책을 수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67.  

펀드구조에서는 위탁대리관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해이가 존재

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사모증권투

자펀드의 경우에도 공모펀드와 비슷하게 펀드계약서를 관리자가 작성하고 

투자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협상할 여지가 적다. 또한 투자자는 위탁

자의 신분으로 펀드에 투자한 후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펀드관리자의 운

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자산보관자는 경

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여 펀드관

리자의 펀드운용상황을 파악하고 투자자와 펀드보관자의 이익충돌을 완화

하며 펀드관리자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정보공개를 통하여 대리비용을 감소

할 수 있다168.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보관자에 다음의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169. 하나는 펀드관리자의 투자운용을 감독하고 관리자의 지시가 법률, 

행정규칙, 감독기관의 규정 또는 펀드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

                                                              
167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46 조 
168 張廣興, 李強, 王新玉, 我國基金托管人監督職責問題研究, 商業研究, 2006/19 

总第 351 期, 73 頁. 
169  증권회사 고객자산관리업무 관리방법(證券公司客戶資産管理業務管理办法) 제

47 조 제 3 항,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험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

戶資産管理業務試點办法) 제 36 조, 신탁회사 집합자산 신탁계획 관리방법(信托公

司集合資金信托計劃管理办法) 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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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것, 다른 

하나는 거래절차에 따라 이미 효력을 발생한 투자지시가 법률, 행정규칙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또는 펀드계약의 약정

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펀드보관자, 투자자에 통지하고 관련 감

독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규제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완

화하면서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자산보관보고서의 제출 등 신탁업자의 

의무를 배제시켰다170. 그러나 중국은 자산보관자가 주 1 회 집합계획지분

증권의 가치를 공개하고, 분기별, 연도별 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함과 동

시에 증권업협회 및 증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71. 또한 펀드관

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의 보관자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고서를 확

인하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펀드계약에 약정한 고객의 이

익에 영향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고

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172 연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감회에 등기해야 

한다.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의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가치 및 신탁자

산 청산보고서의 검수, 신탁회사의 보수와 비용의 계산 및 지급을 감독 및 

확인, 이윤 배분방안 확인 등 직책이 부과되며 정기적으로 자산보관보고서

를 제출하는 외에도 신탁회사의 자산관리 정기보고서, 신탁자산운용 및 수

익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73.  

 

III. 자산보관자의 독립성  

자산보관자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모펀드의 자산보관자의 직책에 

                                                              
170 자본시장법 제 249 조 1 항. . 
171 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실시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40 조, 제 42 조. 
172 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管理

業務試點办法) 제 40 조 
173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무집행 가이드라인(信托公司證券投資信托業務操作指

引)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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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 않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는 

공모펀드 관련하여서도 자주 제기되는 자산보관자의 독립성 결여의 문제

를 말한다.  

자산보관자의 선택권은 펀드관리자가 가지고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자산

보관자의 보관수수료가 공모펀드에 비해 자유롭게 설정된다. 비록 펀드재

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급을 담당하는 것은 펀드관리

자이다. 사모펀드 당사자 사이에서 강력한 지위에 처한 펀드관리자는 통상 

자산보관자에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산보관자는 상업은행이 담당함

으로 동등한 능력을 구비한 기관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결핍하다. 현재 자

산보관자의 자격을 가진 18 개의 상업은행이 2012 년 상반기에 수취한 보

관비용은 23.83 억 위안이고 그중에서 4 대 상업은행이 19.28 억위안으로 

80.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174. 자산보관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상업

은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펀드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산보관자가 펀드관

리자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상업은행은 펀드관리자를 중요한 고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운용자와 보관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펀드법에 일정한 정도로 재무, 행정 

및 인력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으나175 이는 양자간의 

공동이익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다. 입법적으로 양자의 이해관계를 단절

시켜 자산보관자의 선임권을 투자자가 의결권을 통하여 행사176하거나 또

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등 구조 설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제4절 정보공개 

                                                              
174 사모펀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펀드를 합산한 금액임. 中國基金網, 

http://www.chinafund.cn/Article/201282/201282_218522.html, last visited 

2012.12.1 
175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35 조, 제 36 조, 제 39 조. 
176 張廣興,李 強,王新玉,我國基金托管人監督職責問題研究, 商業研究 第 351 期

2006 年， 7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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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증권회사와 자산보관자는 적어도 주 1 회 집합계획지분증권의 가치를 공

개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자산관리분기보고서와 자산보관분기보고서, 매년 

자산관리연도보고서와 자산보관연도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동

시에 중국증권업협회에 등기하고 증권회사 주소지, 자산관리 영업소 소재

지의 증감회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증권회사는 매년 회계심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고객과 자산보관자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중국증권협회에 

등기 및 증권회사 주소, 자산관리분점 소재지의 증감회 파견기관에 보고해

야 한다. 

II.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 

펀드관리회사는 자산관리계약의 약정에 따라 위탁자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기간내에 위탁자산의 투자운

용 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부가된다. 해당 보고서는 자산보관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177. 펀드관리회사와 보관자는 

자산위탁자가 자산관리계약에 약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위탁재산의 투

자운용, 보관 등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자산관리계약

에 약정한 고객의 이익에 영항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산위탁자에 고지해야 한다178.  

펀드관리회사는 분기별 특정자산관리업무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감

회에 등기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제도 집행사항, 특정자산관리업무

와 증권투자펀드간의 실적비교, 非정상거래행위에 대하여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하고 투자매니저, 감독자, 총경리가 각기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펀드관리회사 및 자산보관자은 각기 연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감회

에 등기해야 한다.  

 

                                                              
177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试点)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

管理業務試點办法) 제 39 조. 
178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试点)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

管理業務試點办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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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탁회사의 신탁계획 

신탁회사는 증권투자신탁계획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증권의 가치에 관

하여 엄격한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매주 회사 사이트에 신탁증권의 

기준가격을 공고하고 30 일에 한번 위탁인에게 신탁증권가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발송해야 하며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신탁증권의 전날 기준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179.  

또한 수익자대회의 소집, 신탁계약의 사전 종결, 투자고문, 보관인 및 

증권거래중개인의 교체, 신탁회사의 법인명칭, 주소의 변경, 신탁회사 이

사장, 총경리 및 신탁계획 매니저의 변동, 신탁회사의 관리직책과 신탁자

산과 관련된 소송, 신탁회사 또는 투자고문이 은감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신탁회사의 경영진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연고자간의 거래, 수익배분, 

신탁자산순가치의 계산착오가 0.5%이상인 경우 등 사항에 대하여 2 일 내

에 임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은감회에 보고해

야 한다.  

 

IV. 정보공개의 규제방향 

정보공개는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감독당국이 사모펀

드의 모집, 운용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사모펀드의 책임론이 거세지면

서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 사모펀드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

하였다.  

공시는 투자자에 대한 공시와 규제기관에 대한 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때의 투자자는 협상 능력 있는 전문투자자이므로 운용자와의 협상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이 있고, 따라서 적어도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공시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규제기관에 대한 공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179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무 가이드라인(信托公司證券投資信托業務操作指引) 

제 1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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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포지션은 펀드로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주체와 차별화된 방향과 내용의 투

자가 헤지펀드의 순기능으로 일컬어지는 시장 효율성 증진, 유동성 공급의 

원동력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공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에 대한 공시라 하여도 비

밀유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자공시되는 경우 문

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한도에서 공

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제5절 펀드지분증권의 양도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은 존속기간 동안, 증권회사, 펀드의 선전을 대리하

는 기구의 고객간에는 증권거래소 등 증감회에서 인정하는 거래소에서 집

합자금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180. 해당 집합계획에 처음 참여하는 양수인

은 우선 증권회사, 자산보관자와 집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81.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은 펀드를 개방하여 투자자의 참여 및 환

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3 개월 1 회 이상 개방하지 못한다. 투자자는 거래소

를 통하여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182. 그러나 

양도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아 진일보 안배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신탁계획의 수익자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양도할 수 있

다. 그 중 양수자가 개인투자자일 경우에는 분할양도가 불가하고 기관투자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양도하지 

못한다.  

                                                              
180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37

조. 
181증권회사 집합자산관리업무 시행세칙(證券公司集合資産管理業務實施細則) 제 37

조. 
182펀드관리회사 특정고객 자산관리업무 시행(试点)방법(基金管理公司特定客戶資産

管理業務試點办法) 제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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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모집의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즉 시행령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상대방이 50 인 미만이어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권이 1 년 이내에 50 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가능

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83.  

중국의 증권법은 증권발행에서 전매가능성을 반영한 제도적장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모펀드는 특성상 공개시장에서 대규모로 유통되지는 않

겠지만 투자자 및 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도방법 및 양수

인의 자격에 대해 진일보 체계적인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

서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사모펀드증권의 전매제도를 구

축해야 한다. (ⅰ) 전매 시 양수인은 반드시 적격투자자의 조건을 만족시키

켜 사모펀드의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ⅱ) 양수인의 적격투자자 조건

을 양도인 또는 펀드관리자가 보증하도록 한다. (ⅲ) 적격투자자의 투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양도가 불가하도록 하여 펀드운영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전매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피한다. (ⅳ) 전매의 경우에도 공개권유

의 방식을 택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일단 모두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양

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격투자자가 기존의 고객으로 제한되는 증권회

사의 집합계획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적격성 유지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펀드관리회사와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적격성에 대한 보증, 양도

금지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언급이 없다.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

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보관자가 조치를 취하여 양수인 적격성의 유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183 자본시장법 제 11 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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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는 주로 新 증권투자펀드법과 

증감회가 제정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私募证券投資基金

業務管理暫行办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증권투자펀드법은 사모펀드의 적

격투자자, 펀드관리자등기, 펀드재산의 보관, 자금모집방식, 펀드계약, 펀

드등기, 정보공개, 사모펀드관리자가 공모펀드관리자로의 전환조건 등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도입하였다. 증권감독위원회는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办法)를 제정

하여 펀드관리자의 등기요건, 적격투자자기준, 펀드판매, 펀드등기, 전문인

력관리 등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본 장의 내용은 

사실상 증권투자펀드법과 임시방법이 새롭게 도입한 규정에 대한 검토라 

할 수 있다.  

 

제1절 펀드의 설정과 펀드지분증권의 판매  

I. 등기 

펀드는 등기제도를 취하는바 펀드의 모집이 완료되면 펀드관리자가 펀

드업협회에 등기할 것을 요구한다184. 펀드금액이 1 억위안 이상 또는 펀드

지분증권 보유자의 수가 50 인을 초과한 경우 펀드업협회가 증감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5.  

 

II. 투자자요건 및 투자자의 수 

                                                              
184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95 조. 
185 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

行办法) 제 2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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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투자자(合格投資者) 

증권투자펀드법은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설립할 것

을 규정하였으나 적격투자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

暫行办法)는 적격투자자에 대하여 위험식별능력과 위험감수능력을 구비함

과 동시에 개인 또는 가정의 금융자산 합계가 200 만 위안이상, 최근 3 년

간 개인 연평균수입이 20 만 위안이상, 최근 3 년간 가정 연평균수입이 30

만이상, 회사, 기업 등 조직의 순자산이 1000 만 위안이상 등 조건 중 하

나를 만족하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186. 또한 금융기관이 설

립하고 관리하는 투자상품도 적격투자자로 간주한다. 적격투자자가 단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은 100 만이상이어야 한다187.  

금융기관 사모펀드의 경우 은감회와 증감회가 각각 자산 또는 투자금액

을 적격투자자의 기준으로 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었으나 비금융기관의 사

모펀드는 자산 및 투자금액을 동시에 적용하여 그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금

융기관은 엄격한 진입요건을 통해 펀드운영자격을 얻지만 비금융기관은 

그에 비해 진입요건이 보다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적격투자자의 자격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자의 수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펀드지분증권을 적격투자자에 한해 양도 가능

하며 양수인의 적격성 및 펀드지분보유자의 수가 누계 200 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펀드관리자가 지게 된다188.  

증권투자펀드법은 투자자의 수에 대하여 상한만 제시하고 있어 투자자

의 수가 1 인인 사모단독펀드는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3 장의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증권회사와 펀드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

                                                              
186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제 12 조. 
187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

行办法) 제 13 조. 
188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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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투자자의 수를 2 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모

펀드 규정과 비교해 볼 때 200 인을 산정할 때 배제되는 개인투자자나 기

관투자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 자본시장법은 입법단계에서 2 인 이상의 투자자를 요건으로 하여 

사모단독펀드를 배제하려고 하였다. 투자자 1 인의 의사로 설정되고 투자

운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투자일임ㆍ신탁과 유사하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89 . 그러나 사모단독펀드를 배제시킬 경우 거액의 

자금이 자산운용시장에서 이탈하여 업계의 우려가 심하였고 결론적으로는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라는 표현을 채택하였고 투자자가 반드시 

2 인 이상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중국은 사모단독

펀드를 굳이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 투자자의 수를 2 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III. 펀드지분증권의 판매 

新 증권투자펀드법은 적격투자자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자금을 

모집해서는 아니되고 신문잡지,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인터넷 등 공공매

체를 통하여 펀드를 선전하는 행위와 강좌, 보고회, 연구회 등 방식을 통

한 판매행위를 금지190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펀드지분증권의 판매에 대

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증권투자펀드판매관리방법은 공모증권투

자펀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도 허위선전, 기대수익을 과장하는 

등 행위의 금지191 외에 자산보전을 약정하거나 상업뇌물을 주는 등 부당

한 행위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89 김건식, 정순섭, 제 2 판, 79 면. 
190 개정초안 제 105 조. 
191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

行办法) 제 19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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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펀드의 관리와 운용 

I. 펀드관리자 

펀드관리는 적법하게 설립한 회사 또는 조합기업이 담당한다. 증권투자

펀드법은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펀드’ 또는 ‘펀드관리’ 의 용어 또

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증권투자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나 법률, 행정법

규에서 달리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2.  

펀드관리자의 등기요건은 (ⅰ) 실납자본금 1000 만 위안이상, (ⅱ) 공모

발행된 주식유한회사 주식, 채권, 펀드지분증권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서 규정한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한 규모가 1 억 위안이상, (ⅲ) 자

격증을 보유한 책임자 2 명 및 준법감시 책임자가 1 명, (ⅳ) 양호한 사회신

용, 최근 3 년동안 법률이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기록이 없고 금융감독, 공

상 세무 등 행정기관이나 상업은행, 자율관리기구에 신용불량기록이 없는 

경우이다193. 등기를 이행해야만 펀드관리자는 증권등기결산기구, 관련거래

소에 펀드계좌를 설립할 수 있다194. 증권투자펀드외에도 지분투자기업, 창

업투자기업의 펀드관리자도 전술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펀드업협회

에 등기를 요하고 있다195.  

2012 년 7 월에 공표된 증권투자펀드법 개정초안은 사모펀드의 관리자에 

대하여 펀드금액과 펀드지분보유자의 수가 규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증감회에 등기하고 그외에는 펀드업협회에 등기196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통

과된 개정안은 그 요건을 진일보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증감회는 현 단계

의 입법목적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모펀드관리자를 감독관리범위에 끌어

들여 그 법률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항을 장악하는 것이며 사모펀드

업계의 현황을 개변하거나 감독관리비용을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

                                                              
192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91 조. 
193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行

办法) 제 6 조 제 1 항. 
194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제 9 조. 
195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제 6 조 제 2 항. 
196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개정초안 제 100 조, 10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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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197. 펀드관리자와 펀드의 등기를 모두 펀

드업협회가 관리하게 됨으로 인해 사실상 펀드업협회의 재정비와 자율관

리능력의 제고가 시급해졌다.  

 

II. 투자운용 

1. 투자대상 

비금융기관의 사모증권투자펀드는 공모발행된 지분유한회사 주식, 채권, 

펀드지분증권 및 증감회에서 규정한 기타 증권 및 파생상픔을 투자대상으

로 한다.  

증권투자펀드의 투자대상 범위는 개정작업 중에 논쟁이 있던 사항이었

다. 2011 년초 배포되었던 증권투자펀드법 개정초안(의겸수렴안)은 사모펀

드의 투자대상을 ‘지분, 주식, 채권 등 증권 및 그 사팽상품’으로 규정198하

였으나 2012 년 7 월에 공표된 개정초안에서는 투자대상의 언급을 회피하

였고 최종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모발행된 지분유한회사 주식, 채권, 펀

드지분증권 및 증감회에서 인정한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정지었다.  

증권투자펀드법 개정 당시 투자대상에 상관없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전반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증권을 둘러싼 

논의가 재조명되었다. 투자대상에 대한 논쟁은 결국 증권의 범위와 증권의 

인정기관에 대한 논의로 비롯된 것이다. 현행 증권법은 증권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두지 않고 증권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주의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주식, 회사채권 및 국무원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과 거래, 정부채권, 증권투자펀드지분증권의 상장거래는 증권법의 규

정을 받고 증권파생상품의 발행 및 거래방법은 국무원에서 증권법의 원칙

에 따라 규정한다 199 . 새로운 금융도구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197사모증권투자펀드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제정에 관한 설명.  
198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개정초안 제 75 조 1 
199 증권법(證券法)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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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증감회가 아닌 국무원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국무원은 현재까지 별

도로 규정을 두어 증권의 열거대상에 새로이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열거주의체제는 금융공학의 발전에 따라 법적 형식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상품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 증감회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증권투자펀드법의 

적용을 받는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을 대폭 추가하였으나 증권의 승인여부

는 국무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파생상품은 직접 증권법의 적용

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기타 형식의 증권도 국무원에서 법률을 수정하거나 

입법기관에서 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결

론적으로는 ‘증권’투자펀드법이라 칭한 법률의 투자대상이 증권법에서 규

정한 ‘증권’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증감회에서 인정

한 기타 증권’이라는 표현도 증권법의 규정을 어기는 셈이 된다.  

한국의 구증권거래법도 유가증권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종류의 투자상품

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타

나면 그것이 정의규정에 열거된 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만약 검토결과 열거된 투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는 그러한 

상품을 거래할 수 없었다. 반면 증권회사가 아닌 업자가 거래하는 경우에

는 구증권거래법상 제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였다200.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기초개념으로 삼고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함으로써 규제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대상을 확장하는 열거

주의와 결별하였다. 대상상품의 기능과 위험에 주목하는 기능적 접근, 포

괄적 정의가 초래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품을 명시적

으로 포함하는 규정과 배제하는 규정을 통하여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1.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고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

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200 김건식, 정순섭, 21 면. 
201 김건식, 정순섭, 2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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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

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투자

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202으로 정의하면

서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증권, 증

권예탁증권의 여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203.  

중국의 열거주의 방식은 정부주도형 감독관리체계로 인한 제도적결함이

며204 투자자보호주의가 아닌 감독관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규정이라는 비

판이 많았다205.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단시기내에 한국의 금융투자상품

과 같은 포괄적인 정의의 증권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장

애는 현행 제도하의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의 분업관리, 분업경영이 원칙

이 아직도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

라 점차 혼합경영의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각 부서의 권력의 범

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라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의 발

전과 더불어 새로운 금융도구의 출현도 금속화하고 있기때문에 증권개념

의 제한적인 열거주의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운용방식 

펀드관리자의 일상운용, 펀드의 투자운용 등에는 투자인력의 자격요건, 

이익충돌제도의 수립 등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었을 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거나 진입조건을 두지 아니하고 펀드관리자가 펀드계약의 약정

에 따라 자주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펀드계약에 포함되

어야 하는 내용206과 Limited Partnership 펀드의 경우 추가로 펀드계약에 

                                                              
202 자본시장법 제 4 조 1 항. 
203 자본시장법 제 4 조 2 항. 
204 吳志攀, 從“ 证券” 的定義看監管制度設計, 10 頁 
205 鄭沖山, 論“ 证券” 的定義:以監管制度設計爲視角, 研究生法學，2006 年第 5 期，

105 頁； 彭冰: 《中國证券法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5 , 14 頁。 
206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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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내용207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Limited Partnership 의 경

우에는 일반조합원의 제명조건과 변경절차, 지분보유자 가입, 탈퇴의 조건, 

절차 및 관련 책임, 일반조합원과 유한조합원의 전환절차 등 내용을 펀드

계약에 명시할 것을 요하고 있다.  

 

제3절 펀드자산의 보관 

펀드보관자의 선임은 펀드계약으로 배제 가능하다. 그외에는 증권투자펀

드법에서 정한 펀드보관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공모증

권투자펀드와 동일한 펀드보관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투자펀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증권투자펀드법의 적용을 받는 공모증권투자펀드와 

비금융기관의 사모증권투자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증권투자

펀드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였을 뿐 공모증권투자펀드법은 별도로 

‘증권투자펀드 보관업무관리방법’ (证券投資基金托管業務管理办法)208의 적

용을 받는다.  

 

I. 펀드보관자의 선임 

증권투자펀드법은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자산보관자로 정하고 

있다. 그 중 상업은행은 증감회와 은감회의 공동 인가를 얻어야 하고 기타 

금융기관은 증감회의 인가를 얻도록 요하고 있다209. 펀드보관자는 펀드관

리자와 동일해서는 아니되고 상호출자 또는 지분보유가 금지된다210. 펀드

보관자는 증권투자펀드법 제 34 조에 명시된 조건을 더이상 만족하지 못하

거나 근면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 증감회, 

                                                              
207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94 조. 
208 2013 년 2 월 17 일 증감회에서 통과되어 2013 년 4 월 2 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11월 29일에 공표되어 시행되었던 ‘증권투자펀드보관자격관리방법’이 폐

지되었다.  
209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33 조 
210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3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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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업무의 제한 또는 보관업무자격이 정지된다211. 연속 3 년간 펀드보관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자도 펀드보관자격이 취소된다212.  

 

II. 펀드보관자의 직책 

증권투자펀드법에 규정된 자산보관자의 직책도 역시 보관과 감독 두 방

면으로 나뉜다. 펀드보관자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 펀드자산의 결제, 청산, 

보관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 등 직책213을 이행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운영

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독권이 부여된다. 즉 펀드관리자의 투

자운용을 감독하고 위법 또는 위약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

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것, 거래절차에 따라 

이미 효력을 발생한 투자지시가 위법, 위약인 경우 투자자에 통지하고 감

독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다214.  

 

제4절 정보공개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의 경우 정보공개는 펀드계약

의 약정을 따른다. 펀드관리자와 펀드보관자는 펀드계약의 약정에 따라 펀

드가치, 투자수익분배, 투자인력, 책임자 및 펀드자산의 소송상태 및 펀드

지분보유자의 합법권익에 영향주는 중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215. 그러나 구체적인 제공범위나 주기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펀드지분증권 보유자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장부 

                                                              
211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40 조 
212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41 조. 
213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37 조 
214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38 조 
215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

行办法) 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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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무자료를 검사할 권리가 주어진다216.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 비하여 볼때 비금융기관이 운

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는 대폭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감독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

다. 진입규제가 보다 엄격한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비교적 엄

격한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점,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가 

도입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한도에서 일정한 주기의 규제기관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제5절 펀드지분증권의 양도 

펀드계약에 달리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지분보유자는 적격투자자

를 대상으로 펀드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펀드계약의 약정에 따라 확인, 

등기 또는 기타 절차를 이행한다. 펀드지분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양수

인의 적격투자자요건과 투자자의 수가 200 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

는 것은 펀드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여 보장하도록 한다217. 그러나 투자자

요건을 위반하여 양도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책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

급이 없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수인의 적격

성과 투자자의 수 유지의무를 펀드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사모펀

드증권의 전매제도를 진일보 보완하였다. 아쉬운 점은 적격투자자가 아닌 

사람이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모펀드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도 공개권유의 방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6 증권투자펀드법(證券投資基金法) 제 47 조 제 2 항. 
217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의견수렴고) (私募证券投資基金業務管理暫

行办法) 제 11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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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분투자기업, 창업투자기업 규제에 관한 검토  

 

지분투자기업은 전문법률의 규제도 미비하고 감독기관의 행정규칙도 제

정되지 아니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회사법, 조합기업법 등 기본법률의 적

용을 받으며 설립, 운용되다가 2008 년부터 일부 지역 정부에서 본 행정구

역내에 적용되는 지분투자기업 및 지분투자기업관리회사에 대한 관리방법

을 제정하여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1 년말과 2012 년 6 월에 공표

한 지분투자기업에 관한 NDRC 의 2684 호문건(國家發展改革委办公廳關于

促進股權投資企業規範發展的通知)과 지분투자기업 등기서류 가이드라인(股

權投資企業備案文件指引)은 앞의 내용에서도 설명했듯이 국가행정부서의 

정책적문건으로 NDRC 의 행정규칙은 아니나 각 지역의 지분투자기업 관

리방법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특성상 지방정부의 행정규칙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한다고 간주하고 본 장의 내용을 서술하기로 한다.  

 

제1절 펀드의 법적형태 

창업투자기업(VC)와 지분투자기업은 모두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일반조합기업, 유한조합기업 중 임의의 법적 형태로 설립 가능하다218. 따

라서 선택하는 법적형태의 유형에 따라 회사법 또는 조합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I. 회사형 

회사형 사모펀드는 모든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모투자펀드회사

를 설립하고 회사의 법적 구조를 통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회

사형 펀드는 법적 형태 면에서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하고 주주총회, 이사

                                                              
218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제 6 조, 2864 호문건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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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 기구를 설치하지만 일반 사무직원이 없고 회사자산은 자산보관회사

에 위탁하여 보관하며 자산의 운용은 전부 자산관리회사 또는 투자고문회

사에 맡겨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19. 중국의 감독당국은 회사

형 지분투자펀드(VC, 지분투자기업 포함)을 규제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진

입요건을 명확히 하는 반면 펀드관리자의 투자운용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아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회사라는 제도적장치가 다소 무색해보인다.   

한국의 투자회사의 경우, 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주도권은 회사형태

로 운영되는 펀드 자체의 이사회가 아니라 집합투자업자가 쥐고 있다220. 

집합투자업자가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기때문에 투자회사에서 중요한 임무는 집합투자업자의 권한

남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1.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

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두지 못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고 주식

발행, 명의개서 등 일반사무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투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회사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회사의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주

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의 결정과 같은 권한을 가진

다. 그러나 집합투자의 투자자들이 일반회사의 주주들보다 더 소극적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위임장

권유를 행하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주주총회의 권

한을 최소화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하기는 하나 가급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지분투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2864 호문건은 지분투자회사가 펀드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산운용을 할 수

도 있고 회사 내부에 관리부서를 구축하여 직접 투자운용을 진행할 수도 

                                                              
219金麗娜，我國私募基金監管法律制度研究，西南交通大學，碩士論文，2012 年 6 月，

9 頁。 
220 김건식, 정순섭(제 2 판), 647 면. 
221 김건식, 정순섭(제 2 판), 64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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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222. 회사 내부에 관리부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회사가 명목상의 회사로 유지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자본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자의 동의

를 받은 전제하에 자산보관자의 선임의무가 배제되고 운용업자가 관리하

는 경우에도 모든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전제하에는 자산보관자를 선임하

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부에 관리부서를 두어 직접 투자운용을 진행하고 

자산보관자도 선임하지 않은 지분투자회사의 경우라면 명목적인 회사와는 

거리가 멀고 자산의 독립성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지분투자회사는 관리부서와 고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등 여러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부서들이 상호 제약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223.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투자운용을 책

임지는 관리부서의 구성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의 지분투자기업 관리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법

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년간 관리비용이 펀드자산 또는 실제 대외투자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분기별 제한목표와 계산방식, 성과보수의 지급원칙, 비율, 

지급방식 등을 사전에 약정할 것을 요구한다224. 지분투자회사의 운용비용

을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투자자산의 독립성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각 지역의 관리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

적인 제도적설계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여겨진다.  

 

II. Limited Partnership 형  

대부분의 사무투자펀드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와 유한책

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구성되는 Limited Partnership 의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Limited Partnership 형태는 기업인수ㆍ

                                                              
222 2864 호문건 제 1 조. 
223 지분투자기업 자금모집설명서 가이드라인 제 2 조 3 항 
224 지분투자기업 자금모집설명서 가이드라인 제 2 조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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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225. GP 는 통상적으로 작은 부

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펀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회사로써 투자

업무를 관리하고, 펀드의 대부분 자금을 공급하는 LP 는 유한책임을 지는 

대가로 조합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일정한 정도의 감독권만 보유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모투자펀드를 도입하는 경우에 Limited 

Partnership 의 형태 또는 그와 가장 근접한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국은 해외 거대 PEF 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

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이에 대항하는 국내자본의 형성을 위해 사

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면서 그 법적 형태를 Limited Partnership 과 가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합자회사로 도입하였다.  

Limited Partnership 이 주요한 법적형태로 채택되는 이유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6 년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이 통

과되면서 유한조합기업이 도입되었었다.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조합기

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 소득은 각 조합원이 소득세를 납부226하도록 규

정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모투자펀드의 발전기반을 제공하였

다.  

유한조합기업은 1 명 이상의 일반조합원이 있고 2 인 이상 50 인 이하의 

조합원으로 설립된다. LP 형 지분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설립시 투자자와 

운용자간에 권리의무, 투자목적, 운용, 이윤배분 등 각 사항들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계약을 두고 있다.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로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유한조합기업에 대한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의 일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가입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가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

                                                              
225 박정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개념 및 도입배경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투신, 제 48 호, 투자신탁협회(2004.12), 2 면. 
226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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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다. 단, 새로이 조합원이 가입하는 경우, 조합계약에 달리 약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227. 일반적으

로 LP 형 조합은 일반조합원의 동의 및 통지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유한조합원의 동의를 배제하는 이유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 LP 형 펀드의 운용효율에 크게 영향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입의 

가격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규정이 없고 계약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새

로이 가입한 유한조합원은 기업의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

로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계약에 자유로이 약

정할 수 있다.  

 

2. 양도 

유한조합원은 조합계약의 약정에 따라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 보유지

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30 일전에 기타 조합원에 통지해야 한다228. 그러나 

펀드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계약의 사전 약정 또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유한조합

원이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조합원에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는 

지가 문제된다.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법원이 유한조합원의 지분증권

을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 통지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기타 

조합원의 우선매수권을 가진다고 규정229한 외에는 기타 경우에 대한 명확

한 언급이 없다. 유한조합기업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

반조합기업의 경우를 적용하게 된다. 일반조합기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제 3 자에게 조합기업의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조합원은 조합기업에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매수권을 가진다230고 되어있다.  

 

3. 탈퇴 

                                                              
227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43 조. 
228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73 조 
229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74 조 제 2 항. 
230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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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조합기업에서는 회사법과 같은 자본확정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조합

계약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형펀드보다 상대적으로 탈퇴가 쉽다.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임의탈퇴(任意退夥) , 당연탈퇴(當然退夥), 제명

탈퇴(除名退夥) 등 탈퇴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탈퇴는 조합계약에 약

정한 탈퇴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계속 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따른 탈퇴이다. 당연

탈퇴는 개인 조합원의 사망, 행위능력의 상실 또는 조합원이 경제능력의 

상실하고 폐쇄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명탈퇴는 조합원

의 계약위반 또는 고의중대과실로 조합기업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사

무를 집행할 때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유한조합원은 탈퇴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탈퇴 

시 회수 가능한 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회수자금에 관한 규정은 

조합계약에 사전 약정 가능하다. 

 

4. 유한책임의 배제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업무집행권을 일반조합원에 부여하면서231 유

한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LP 를 

대표하지 못한다232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유한조합원의 소극

적 투자자의 지위 및 일반조합원의 당연한 업무집행권을 확립하고 있다.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제 3 자가 유한조합원이 일반조합원이라 합리

적으로신뢰하였다면 그로 인해 유한조합원과 거래한 경우, 유한조합원은 

해당 거래에 한해 일반조합원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유한책임

을 배제하고 있다 233 .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모델법인 RULPA(1985)는 ‘거래상대방의 신뢰’외에도 

Limited Partner 의 업무지배권을 요건으로 유한책임의 보호를 배제하는 

                                                              
231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67 조. 
232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68 조 제 1 항. 
233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76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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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고 있다234. 또한 업무지배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

정한 권리행사 또는 활동을 하는 것에는 업무 지배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

로 간주하는 행위를 열거하여 안전항235을 두고 있다. 안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당연히 업무지배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배제하려면 그러한 주

장을 하는 자가 업무지배 및 합리적인 신뢰의 두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의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ⅰ) 일반조합원의 가입 또는 퇴출, 

(ⅱ) 기업의 경영관리에 건의를 제기하는 것,  (ⅲ) LP 의 회계감사를 책임

질 회계사사무소의 선임에 참여하는 것, (ⅳ) 회계감사를 받은 LP 의 재무

보고서를 받는 것, (ⅴ) 자기이익과 관련하여 LP 의 재무회계장부 등 재무

서류를 검열하는 것, (ⅵ) LP 에서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책임있는 조합원

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소을 제기하는 것, (ⅶ) 업무집행사원이 제때에 권

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의 행사를 독촉하거나 도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ⅷ) 적법하게 LP 에 담보를 제

공하는 등 행위는 조합사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236고 하

여 업무집행의 참여에서 배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안전항을 두고 있다. 그

러나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은 ‘업무지배’의 요건이나 또는 기타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함으로 유한조합원의 유한책임이 상대적으로 덜 보호

받고 있다.  

유한조합원이 수권 없이 LP 의 명의로 다른 자와 거래하여 LP 또는 다

른 조합원에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다237. 여기서 배상책임

은 ‘민법통칙(民法通則)’과 ‘계약법(合同法)’에서 규정한 無權代理의 내부책

임이며238  만약 대리행위가 일반조합원의 승인(追認)을 얻지 못하는 경우 

유한조합원은 상대방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한조합원이 법적책임

                                                              
234 RULPA(1985) §303(a). 
235 RULPA(1985) §303(b) 
236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68 조 제 2 항. 
237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76 조 제 2 항.  
238 민법통칙(民法通則) 제 66 조제 1 항, 계약법 제 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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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는 것을 피하고 또한 일반조합원의 관리능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하

여 “지분투자기업 조합협의 가이드라인” (股權投資企業合夥協議指引)은 조

합계약서에는 유한조합원이 어떠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

기업관리와 투자결책에 참여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다.  

 

제2절  펀드의 설립과 펀드지분증권의 판매  

I. 설립 

투자자는 투자책략에 따라 지분투자기업과 창업투자기업(VC) 중에서 선

택권이 주어진다. 비공개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 중 일정한 

요건239을 만족하는 펀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선등록 후 감독관리기관에 

VC 로 등기할 수 있다. 외국자본이 참여한 VC 는 단독으로 엄격한 비준제

도를 실시하며 유한조합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240.  

비공개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중 VC 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펀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선등록 후 1 개월 내에 NDRC 또는 산하

의 감독기관에 지분투자기업으로 등기해야 한다241. 하나의 조직 또는 개

인 1 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펀드외에도 자기의 100% 자회사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펀드, 동일한 모회사의 여러 100% 자회사가 공동 설립

한 펀드 등 단독펀드로 간주되는 펀드는 등기의무에서 제외된다242. 등기

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NDRC 의 사이트에 등기회피기업으로 명시한다
243.  

 

II. 투자자요건 및 투자자의 수 

                                                              
239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 제 9 조 
240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管理規定) 제 4 조. 
241 2864 호문건 제 15 조 
242 2864 호문건 제 15 조. 
243 2864 호문건 제 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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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투자기업(VC) 

국내자본 VC 의 등록자본금은 3000 만위안 이상으로 처음 납입한 자본

금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면 되고 남은 자본금은 전체 투자자가 VC 등

기 후 5 년 내에 납입하면 된다. 투자자의 수는 200 인 이하로 제한되고 

그 중 유한책임회사, 유한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VC 는 50 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각 투자자는 100 만 위안 이상의 현금출자로 참여 가능하다.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은 투자자의 위험판단능력, 위험감수능력 등 요

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VC 의 지속기간을 7 년 이

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244.  

 

2. 지분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의 자금은 위험 식별능력과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

를 대상으로, 사모로만 모집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은 1000

만 위안이상이어야 한다245. 최소출자금액이 1000 만 위안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분투자기업이 중소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펀드의 규모는 1 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설

립시 20%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246. 공상등기서류를 이용한 사기행

위를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 제 3 조 및 2684 문건 제 1 조에 따라 국유독자기

업, 국유기업, 상장회사 및 공익성 사업기관은 지분투자기업의 일반조합원

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국유기업은 국유지분이 50% 또는 그 이상인 기업

을 말한다247. 미국의 경우 PEF 에 Partner 로 참여하는 법인은 대부분 금

융기관이고 특히 GP 의 역할은 거의 모두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248. 

그러나 중국은 국유자본이 GP 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국유자본이 개

                                                              
244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 제 19 조. 
245 전국지분투자기업 등기관리업무회의기록(全國股權投資企業備案管理工作會議紀

要) 제 2 조 2 항 
246 전국지분투자기업 등기관리업무회의기록 제 2 조 2 항 
247 전국지분투자기업 등기관리업무회의기록 제 2 조 3 항 
248 박정훈, 앞의 논문,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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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금융기관들이 LP 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PEF 도입 초기에는 관련 

규정상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가 적어서 LP 층이 얇다는 지적이 많이 제

기249되었는데 근년에는 점차 규제가 풀리면서 사모투자펀드에 참여 가능

한 기관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급이상 정부의 부서, 상업은행, 정

책성은행, 보험회사, 사회보험기금, 증권회사 등이 포함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조합의 형태로 설립한 펀드의 경우에는 회사법 및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50 인 이하로 제한되고 

다른 형태의 사모투자펀드들은 투자자의 수가 모두 200 인으로 제한된다
250. 투자자가 집합자금신탁, 조합기업 등 非법인일 경우에는 look through

하여 해당 조직의 투자자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심사해

야 하고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다. 단 전문 운용업자가 발기 설립하고 관리

하는 母지분투자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자격요건과 투자자의 수가 2684 호

서류의 요구에 부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펀드를 단일 투자자로 간주한다251.  

 

III. 펀드지분증권의 판매 

VC 는 자금모집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지분투자기업의 경

우에는 미디어(각 종 인터넷사이트 포함)를 통한 공고, 사회구역 공고, 전

단지, 핸드폰 메세지 발송 또는 연구회, 강좌 및 기타 공개적 또는 변형적

인 공개방식(상업은행, 증권회사, 신탁투자회사 등 기업의 카운터에 모집

설명서 설치 등 포함)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특정 또는 非

적격투자자를 상대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252 .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의 

경우 증권회사와 대리선전기구는 계획설명서, 집합자산관리계획서 및 선전

자료를 영업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2864 호문건은 증권회사 카운터

                                                              
249劉麗君，商振濤，合夥型私募股權基金的合法性運作初探，《河南社會科學》2008

年第 05 期. 
250 지분투자기업 자금모집설명서 가이드라인(股權投資企業資本招募說明書指引) 

제 2 조 2 항의 3 
251 지분투자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252 2864 호문건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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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집설명서를 설치하는 것을 변형적인 공개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증

권의 비공모발행에 해당하는 ‘비공개’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 각 규제기관

이 통일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펀드의 관리와 운용 

I. 펀드관리자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과 NDRC 가 지분

투자기업 규제와 관련하여 공표한 일련의 정책적문건들은 모두 펀드관리

자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현재 북경, 천진, 

상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본 지역의 지분투자기업 및 외상투자지분투자관

리회사의 설립, 자격요건, 운용 등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와 달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내지 등록 대상

이 아니고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의 자격제한도 없는 등 진입규제가 없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운용자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253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부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첫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감독

의 대상으로 포섭하면 운용자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그 결

과 펀드사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운용자의 등록요건을 법정함으로써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하도

록 함으로써 금산분리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등 자본시장 외의 

                                                              
253 박삼철, 사모펀드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금융법연구 제 6 권 제 2 호(2009), 

10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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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는 점이다.  

현재 각 지역의 정부는 지분투자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선진관리기술

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외국의 펀드운용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지역의 

사모투자펀드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적 취지하에 각각 상이한 진입요

건을 둔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분투자기업의 운용업자에 대하여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진입규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분투자기업의 펀드관리자도 자금요건 등 물적요건과 인적요견을 만족

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ⅰ)펀드관리자의 경영진은 임직 

자격이 있고, 일정 수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ⅱ) 최소 등록자본금 

요구,  (ⅲ) 성숙한 위험관리구조와 내부공제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등록자

본금의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부분이지만 자본금의 설정은 한면으

로는 펀드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용을 진행하는데 필요하고 다른 방면으

로는 불법행위 또는 펀드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손실을 조성했

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보장임으로 최소 자본금으로 진입조

건을 두는 것은 효과적으로 사기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자본금에 관

한 각 지방정부의 규정을 살펴보면 북경은 지분투자펀드관리자의 등록자

본금을 3000 만위안으로 정함과 동시에 완납을 요구하여 가장 엄격한 제

한을 두고 있다. 상해, 천진, 중경의 유한책임회사형 펀드관리자의 등록자

본금은 100만위안으로 비교적 낮고 상해와 천진은 LP형 펀드관리자에 등

록자본금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펀드관리자가 관리하는 자산규모에 대

하여 일정 제한을 두고 등록자본금의 10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도

덕적해이의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254.  

증감회가 제정한 사모증권투자펀드 업무관리임시방법(私募证券投資基金

業務管理暫行办法)(의견수렴고)에서는 VC 와 지분투자기업의 펀드관리자도 

사모증권투자펀드를 운용하는 비금융기관과 같은 조건의 등기조건을 적용

하려고 하고 있다. 즉 (ⅰ) 실납자본금 1000 만 위안이상, (ⅱ) 공모발행된 

주식유한회사 주식, 채권, 펀드지분증권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

                                                              
254 陈向聪.中国私募基金立法问题研究, 北京,人民出版社，200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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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한 규모가 1 억 위안이상, (ⅲ)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 2 명 및 준법감시 책임자가 1 명, (ⅳ) 양호한 사회신용, 최

근 3 년동안 법률이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기록이 없고 금융감독, 공상 세

무 등 행정기관이나 상업은행, 자율관리기구에 신용불량기록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이다.  

만약 실제로 위와 같은 등기조건이 VC 와 지분투자기업의 펀드관리자에

게 적용되는 경우 아래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우선 위의 내용에서 서술

했듯이 각 지역의 관리방법에 차이가 커 현재 실제로 VC 나 지분투자기업

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관리자들 중 새로운 등기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펀드관리자들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규제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VC 와 지분투자기업의 

감독기관이 명확하지가 아니하다. 증감회는 펀드관리자는 증권투자펀드업

협회에 등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NDRC 는 VC 나 지분투자기업을 

NDRC 의 관리를 받는 각 지역의 등기부문에 등기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자체에 대한 규제와 펀드관리자에 대한 규제가 상이한 감독

기관에 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II. 펀드운용 

1. VC 

VC 는 설립단계 또는 재건 중인 성장성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며 특히 미

래의 높은 성장성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투자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255. VC 는 자산 

전액을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은행예금, 국채 또는 기타 고

정수익률의 증권에만 투자 가능하다. VC 는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자

산의 20%로 제한하고 투자대상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주, 전환

우선주 등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VC 는 적법한 범위내의 채권융자가 

허용되나 그 범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아니하며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

                                                              
255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 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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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6. VC 로 등록을 하는 사모투자펀드는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분참여 

또는 융자성담보를 통한 지원정책, 세금혜택 등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며 

사회보험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다.  

 

2. 지분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의 투자대상은 비공개 거래되는 지분에 제한된다. 여유자금

은 운행예금 또는 국채 등 고정수익의 투자상품에만 투자 가능하다257. 외

국투자가 참여된 지분투자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투자프로젝트 

인가를 받아야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258.  

지분투자기업은 투자대상기업 외에는 담보가 금지된다. 조합기업법(合夥

企業法)은 유한조합원은  계약에 달리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기업

과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일반조합원은 계약의 사전 약정 또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는 조합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2864

호 문건은 연고자에 대한 투자는 연고자（關聯方） 회피제도를 실행해야 하

고, 지분투자기업의 정관 또는 합작협의, 위탁관리협의 및 위탁보관협의에 

약정해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고자의 인정기준은 지분투자기업의 투

자자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관 또는 협의에 약정하도록 

한다.  

 

III. 투자회수 

투자대상기업의 발전이 비교적 성숙되어 가치증가를 실현한 후 매각 또

는 양도, 상장 또는 청산 등 과정을 거쳐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

한다. 순환투자는 사모투자펀드의 특징이며 전반적인 투자는 투자- 운용- 

투자회수-재투자의 순환과정을 따른다. 중국 사모투자펀드시장의 발전과

정이 잘 보여주듯이, 투자회수 제도는 투자순환과정의 마지막 또한 제일 

                                                              
256 창업투자기업관리임시방법(創業投資企業管理暫行办法) 제 26 조 제 2 항. 
257 2864 호문건 제 4 조  
258 2864 호문건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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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적인 절차로서 순조로운 자금회수가 보장되어야 사모펀드시장이 활성

화되고 투자자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투자회수제도

를 구축하는 것은 사모펀드 입법규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사모투자펀드는 

투자회수의 방식과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구체적인 

투자상황에 따라 상이한 회수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법적 실무상으로 장

애가 많다. 

1. 증권등기 

기존에는 증권법 규정에 따라 LP 형 펀드의 증권등기가  불가했다. 증권

법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계좌

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인신분

증 또는 중국법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였다259. 따라서 증감회는 조합형 

펀드는 투자대상기업이 상장하기전 지분을 적격한 상장회사 주주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PEF 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증감회는 2009년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证券登記結算管理办法)을 개정

하여 조합기업 및 법률, 행정법규, 증감회의 규장제도에 규정한 기타 투자

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후의 계좌개설주체는 개인, 중

국법인, 중국조합기업, QFII, 외국전략투자자, B 股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의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창업투자기업으로 등기를 이행한 VC 가 포함

된다. 따라서 LP 형 지분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의 상장을 통하여 투자회

수를 하는 가장 큰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기업공개(IPO) 

IPO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상태가 만족할만한 상태에 달한 후 추진되는 

것으로 자본시장이 회사경영성과에 대한 인정으로 표현되며 PEF 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회수 방식이자 가장 성공적인 투자회수 방식으로 간주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IPO를 통하여 유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분을 공개

지분으로 변환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대상기업의 입장에서는 

                                                              
259 증권법(證券法)제 16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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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를 통하여 독립성을 보존하는 전제하에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인 

융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신탁형 지분투자펀드가 투자대상기업의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가 어렵다

는 점은 이미 제 3 장에서 서술했다. 그러나 지분투자기업이 IPO 를 통한 

투자금의 회수를 실현하는것도 쉽지는 아니하다. 主板市場(Main-Board 

Market)은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를 포함하며 통상 기타 시장

보다는 공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진입조건이 높다. 현재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대상기업이 적어도 10000 개를 

넘어서고 있으나 2010-2011년 중국의 연평균 IPO는 300개 정도로 통계

되고 있다260.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 20%가량의 PEF 가 IPO 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약 80%는 M&A, 양도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261. 객관적으로 볼 때 IPO 가 투자회수의 주요방식이 될 수는 없기에 

중소기업지분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의 발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3. 투자대상기업의 청산 

만약 투자대상기업이 청산절차에 이르렀다면, 사모펀드는 이미 일부분 

또는 전부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청산은 파산

청산 및 非파산청산 두 종류를 포함한다. 파산청산은 기업의 자산이 기한

이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조를 조성

하고 기업채무를 정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분배하며 최종적

으로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하는 절차를 말한다. 非파산청산은 기업의 자산

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진행되는 청산 방식으로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상환한 후 여분의 자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분배한다. PEF 가 투자

회수의 방식으로 취하는 청산은 일반적으로 非파산청산 절차이다.  

투자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일단 투자대상기업이 경영이 곤란하고 

재무상황이 어려워지면 파산 변두리에 가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경영이 

                                                              
260北京股權投資基金協會，中國 PE 與 VC 專刊 第 207 期，2013 年 4 月 28 日 
261北京股權投資基金協會，中國 PE 與 VC 專刊 第 207 期，2013 年 4 月 28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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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 발생하면 통상 주주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 주주회의, 이사회 

회의가 일방의 거부로 유효하게 소집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설사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보통 지배주주가 아님으로 하여 회의 결

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62.  

회사법은 이에 대하여 ‘회사정관에 약정한 해산사유가 나타나면 해산 가

능하다’고 규정263하여 사전에 해산사유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정관에 해산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

도 회사법 제 182 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특별결의절차(즉 유한책임회

사는 2/3 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가 통과, 지분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 이상 통과)를 거쳐 회사정관을 수정하

여야 존속할 수 있다. 다만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

의를 통하여 정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존속되는 경우, 의의를 제기한 주

주는 회사에 지분회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사법은 상술

한 지분회수 청구권을 유한책임회사에만 부여하고 지분유한회사에는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사모펀드가 지분유한회사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청산을 통한 회수방식에 상대적으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따르게 된다. 

 

제4절 펀드자산의 보관  

VC 는 자산보관인의 선임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지분투자기업의 경우에

는 모든 투자자가 일치하게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산보관자의 선임이 제외

된다. 단, 펀드의 운용업자가 외국인독자기업 또는 중외합자기업일 경우에

는 반드시 법인자격의 독립적인 보관기구를 선임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262中國 PE 的法律解讀，北京市道可特律師事務所，道可特投資管理（北京）有限公司，

中信出版社，2010. 261 頁. 
263 회사법 제 18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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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산보관자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264.  

사모투자펀드의 경우에는 증권투자펀드와 투자대상, 설립방식, 운영구조, 

규제정도 등 여러 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으로 지분투자기업에 자

산보관자를 도입하는 것은 펀드의 운용비용을 증가하여 투자자와 펀드관

리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및 시도에 대한 타격이라는 주장이 있다
265. 그러나 중국은 현재 건전한 신용제도가 결핍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의 

절감, 펀드의 운용효율 보다는 투자자이익의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

이다. 물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분투자기업의 높은 투자자 

진입요건상 사적자치를 충분히 존중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5절 정보공개 

VC 는 정보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지분투자기업은 등기관

리부서에 연도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펀드관리자와 보

관자는 각각 자산관리보고서, 자산보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266. 그러나 NDRC 는 펀드관리자, 펀드보관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지에 대하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64 2864 호문건 9 조 
265 钟向春.中国私募股权基金立法问题研究[D].北京, 清华大学，2003, 76. 
266 2864 호문건 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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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모펀드 유형별 규제의 비교 및 규제의 개선방향  

 

제1절  적격투자자요건 

사모펀드는 규제기관 및 적용규칙에 따라 그 구체적요건이 상이하다. 그 

중 특히 적격투자자가 펀드유형에 따라 그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함이 부족하다 여겨진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와 비금융기관

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의 적격투자자요건을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펀드유형 적격투자자요건 규제기관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투자금액이 100 위안 이상, 개인 또는 가

정의 금융자산이 100 만 위안 이상 또는

기업, 회사 등 기구의 순자산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며 위험감별능력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 

증감회 

펀드관리회

사의 자산

관리계획 

투자금액이 100 만위안 이상, 투자위험을

식별, 판단 및 감수할 수 있는 개인, 법

인,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 또는 증감회에

서 인정한 기타 특정고객 

증감회 

신탁회사의 

신탁계획 

(ⅰ) 투자금액이 100 만위안 이상인 개인

투자자, 법인 또는 적법하게 설립된 기타

조직, (ⅱ) 개인 또는 가정단위의 금융자

산이 신탁계획 투자시 100 만 위안을 초

과하는 개인투자자, (ⅲ) 최근 3 년간 개

인수입이 매년 20 만 위안을 초과거나 또

은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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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 쌍방의 총수입이 최근 3 년간 매

년 3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 등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투자위험을

식별, 판단 가능하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 

비금융기관

의 사모증

권투자펀드 

투자금액 100 만위안 이상, 위험식별능력

과 위험감수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개

인 또는 가정의 금융자산 합계가 200 만

위안이상, 최근 3 년간 개인 연평균수입

이 20 만 위안이상, 최근 3 년간 가정 연

평균수입이 30 만이상, 회사, 기업 등 조

직의 순자산이 1000 만 위안이상 등 조

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조직 또는 개인 

증감회 

 

상술한 네 가지 유형의 사모펀드는 모두 주로 자본시장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각 유형의 펀드에 참여가능한 투자자를 여러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증감회와 은감회는 투자자의 투자금

액이 100 만위안 이상일 경우에 적격투자자로 간주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

다. 투자금액 외에도 순자산 요건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중국의 실

정상 신용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새로이 거래를 시작하는 투

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보다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외에도 

순자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즉 투자금액 100 만위안 

이상인 동시에 최근 3 년간 개인 연평균수입 20 만위안 이상, 최근 3 년간 

가정의 연평균수입 30 만위안 이상, 기업 또는 조직의 순자산이 1000 만위

안 이상인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통일할 수 있다.  기업 또는 조직의 순

자산을 1000 만위안 이상으로 정한 것은 NDRC 가 규정한 지분투자기업 적

격투자자의 투자금액이 1000 만위안 이상이고 이는 증감회의 기준과 일치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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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펀드관리자의 진입요건 

펀드관리자의 진입요건은 펀드관리자의 사기 등 불법행위를 포함한 리

스크를 대비한 요건으로 간주된다. 펀드관리자의 진입요건이 너무 엄격하

다면 운용자의 수가 적어 시장경쟁을 너무 억제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진입

요건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다. 각 유형의 사모

펀드의 펀드관리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도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펀드관리자 유형 자본금 요건 인력 요건 

증권회사 1 억 위안 이상 3 년이상 증권투자, 연구, 

투자고문 또는 유사한 업

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록을 이행한 투자책임

자 5 인 이상. 

펀드관리회사 1 억 위안 이상 전문인력 15 인 이상 

신탁회사 3 억 위안 이상 없음 

사모증권투자펀드

의비금융기관 

1000 만 위안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 

2 명 및 준법감시 책임자 

1 명 

VC, 지분투자기업

의 펀드관리자 

1000 만 위안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 

2 명 및 준법감시 책임자 

1 명. 

중국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가 높은 편이다. 특히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3 억 위안 이상의 자본금을 요

구하지만 전문인력에 대한 요건은 미비하다. 신탁회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고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 및 운용은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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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진행해야 함으로 전문인력의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

다. 또한 그에 따라 자본금의 요건을 일정한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에 비해 증권투자펀드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사모증권투자펀드 및 

VC, 지분투자기업을 운용하는 펀드관리자에 대한 진입요건은 현저히 낮다. 

VC 나 지분투자기업을 운용하는 펀드관리자의 경우에는 펀드의 투자대상

이 주로 비공개거래되는 기업지분이고 특히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조건을 높게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모증권투자펀드를 운용하는 비금융기관의 경우에

는 증권시장에 투자 가능하지만 펀드운용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펀드운용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다. 비금융기관에는 실납자

본금 1000 만 위안이상 외에도 공모발행된 주식유한회사 주식, 채권, 펀드

지분증권 및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

자한 규모가 1 억 위안이상 일 것을 요구하여 펀드운용자의 자질 및 자금

력을 일정한 정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운

용하는 사모증권투자펀드에 차입이 금지되는 규정이 없고 자본금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증

권투자펀드법 개정의 목적이 현존하는 펀드관리자를 규제의 틀에 끌어들

이고 비용을 증가하지 않는 전제하에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것인만큼 현재

는 자본금을 1000 만 위안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차후에 사모펀드시장

을 정돈하면서 자본금 요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3절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 

사모펀드는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가 특히 다르다. 금융기관인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사의 경우를 비교해봐도 운용규제 수준에 현저한 차

이가 있다. 각 유형의 사모펀드 운용을 도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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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유형 내용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자기자금 참여 가능; 신용거래에 참여 가능; 집

합계획 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발행증권 구매가능; 증감회에서 달리 규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조건부채권에 참여하

는 집합계획자금은 펀드자산 순가치 40%이상 

초과하지 못함;연고자거래는 투자자의 사전동의 

및 사후보고 필요; 대출, 저당, 대외담보 금지; 

무한책임의 투자 금지. 

펀드관리회사 

자산관리계획 

자기자금 참여 불가; 자산관리계획의 투자매니

저는 공모펀드의 매니저를 겸임하지 못함; 자산

위탁자에 관리비를 반환하는 행위, 수익승낙 또

는 손실보전 및 내부자거래 등 행위가 금지; 非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일상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증감회에 보고; 동일한 투자조합은 

당일내 반대매매 및 기타 불공정거래와 이익송

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행위 금지 

신탁회사의 

신탁계획 

자기자금 참여 가능; 사전에 약정한 투자방향, 

투자비율, 투자책략 등에 따라 자산조합 및 다

양한 방식의 투자운용 가능; 담보와 자기거래 

금지; 상이한 신탁계획간에는 상호거래가 금지; 

동일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상이한 신탁계획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 보유금액 30%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대출 가능; 신탁자금이 전

부 신탁회사의 주주 및 그 연고자의 위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투자대상으로 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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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기관의 

사모증권투자

펀드 

원칙적인 규정, 펀드계약의 약정에 따라 안배가

능. 

VC 담보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여유자금

은 은행예금, 국채 또는 기타 고정수익률의 증

권에만 투자 가능;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20%로 제한; 채권융자가 허용; 분할 또

는 합병이 가능. 

지분투자기업 지분투자기업: 투자대상기업 외에는 담보가 금

지; 연고자 회피제도를 실행해야 하고, 지분투자

기업의 정관 또는 합작협의, 위탁관리협의 및 

위탁보관협의에 약정. 

 

금융기관은 비금융기관보다 진입규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엄격한 

운용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사모펀드의 발전연혁으로 볼 때 증권회사가 처

음에 취급했던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자격요건이 낮아 거의 공모펀드와 비

슷한 수준이였기에 투자운용이 엄격할 수 밖에 없었고 공모증권투자펀드

와 사모증권투자펀드를 동시에 취급 가능한 펀드관리회사의 경우에는 펀

드자산의 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공정거래 및 이익송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펀드관련 규정은 공모펀드를 규제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배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모방식으로만 투자자를 모으고 일반투자자의 수가 제

한적이라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중시되고 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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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267.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입장은 자율관리, 사

후감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

상의 범위가 기존에 비해 대폭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엄격한 운용

규제와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어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계획에 자금참여가 불가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

다 생각되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자금참여가 가능하도록 점차 완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비금융기관에 대한 운용규제는 진일보 구

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4절  펀드보관자 

각 유형의 펀드보관자의 선임범위와 규제기관을 도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운용업자 선임범위 규제기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상업은행,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회사 

또는 증감회가 인정하는 기타

자산보관기관 

증감회 

신탁회사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외국인투자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은감회 

비금융기관 
상업은행 증감회+은감회 

기타 자산보관기관 증감회 

                                                              
267 박삼철, 사모펀드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금융법연구 제 6 권 제 2 호(2009), 9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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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구조에서 자산보관자의 직책은 주로 보관과 감독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뉘고 각 유형의 펀드에 참여하는 자산보관자에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의

무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펀드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직책임은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상술한 도표의 내용을 살펴보

면 동일한 상업은행이라도 참여하는 펀드에 따라 상이한 규제기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규제기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절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감독당국이 사모펀

드의 모집, 운용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이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만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도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펀드유형 내용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증권회사와 자산보관자는 적어도 주 1 회 집합계획

지분증권의 가치를 공개; 매 분기 자산관리분기보고

서와 자산보관분기보고서, 매년 자산관리연도보고서

와 자산보관연도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 및 중국증

권업협회에 등기; 매년 회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과 자산보관자에게 제공, 중국증권협회에 등기 

및 증권회사 주소, 자산관리분점 소재지의 증감회 

파견기관에 보고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 

자산관리계약의 약정에 따라 위탁자산의 투자보고서

를 작성하여 자산위탁자에게 보고, 보고기간내에 위

탁자산의 투자운용 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부

가; 해당 보고서는 자산보관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

로 의견서를 제출; 펀드관리회사와 보관자는 자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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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가 자산관리계약에 약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위탁재산의 투자운용, 보관 등 사항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장; 중대사항 즉시 보고; 분기보고서를 작

성하여 증감회에 등기, 보고서는 공정거래제도 집행

사항, 특정자산관리업무와 증권투자펀드간의 실적비

교, 非정상거래행위에 대하여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함; 펀드관리회사 및 자산보관자은 각기 연도보고서

를 작성하여 증감회에 등기. 

신탁회사의 

신탁계획 

증권투자신탁계획은 매주 회사 사이트에 신탁증권의 

기준가격을 공고, 30 일에 한번 위탁인에게 신탁증권

가치에 관한 서면자료를 발송, 위탁인의 요구에 따

라 수시로신탁증권의 전날 기준가격을 공개; 수익자

대회의 소집, 신탁계약의 사전 종결, 투자고문, 보관

인 및 증권거래중개인의 교체, 신탁회사의 법인명칭, 

주소의 변경, 신탁회사 이사장, 총경리 및 신탁계획 

매니저의 변동, 신탁회사의 관리직책과 신탁자산과 

관련된 소송, 신탁회사 또는 투자고문이 은감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신탁회사의 경영진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연고자간의 거래, 수익배분, 신탁자산순

가치의 계산착오가 0.5%이상인 경우 등 사항에 대

하여 2 일 내에 임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은감회에 보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공개의무는 비금융기관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

게 엄격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와 증권회사의 집합계획의 자산

보관자는 주 1 회 지분증권의 가치를 공개해야 하고 신탁회사의 경우에도 

매주 신탁증권의 기준가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위

기 이후 사모펀드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투자자에 대한 공시와 규제기관에 대한 공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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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도록 적격투자자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적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투자자보호 장치일 것이다.  

 

제6절  펀드지분증권의 양도 

각 유형의 펀드지분증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규정을 도표로 비교하면 아

래와 같다.  

펀드유형 내용 

증권회사의 

집합계획 

증권회사, 펀드의 선전을 대리하는 기구의 고객간

에 증감회에서 인정하는 거래소에서 양도 가능.  

펀드관리회사의 

자산관리계획 

거래소를 통하여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 

가능. 

신탁회사의 신탁

계획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가능, 양수인이 개

인투자자일 경우에는 분할양도 불가, 기관투자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양도 불가. 

비금융기관의 사

모증권투자펀드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 가능, 양수인의 적

격성은 펀드관리자가 보증.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수인의 적격성을 누가 책임지고 보증할 지는 언급이 

없으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수인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금융

기관이 훨씬 전문적임으로 비금융기관의 사모증권투자펀드의 경우처럼 양

수인의 적격성은 펀드관리자가 보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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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펀드지분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권유의 방식을 택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7절  규제기관의 재정비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감독기관이 많고 각 감독기관에서 각자 관할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감독하고 있기때문에 각 규제요건이 통일적이지 

아니하고 사모펀드 규제 체계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여러 감독기

관간 규제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 펀드자체와 펀드운용업

자에 대한 규제기관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VC 와 지분투자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증감회는 펀드관리자는 증권투자펀드업협회에 등기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나 NDRC 는 펀드자체는 NDRC 의 관리를 받는 각 지역의 등기

부문에 등기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감독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각 유형 펀

드의 감독기관을 명확히 하고 규제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체계

적인 정비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모펀드

의 운용 특성상 펀드의 모집, 설립, 운용, 자금회수는 모두 증감회의 기능

과 밀접히 관련 있으므로 증감회를 주요 감독기관으로 정하고 사모펀드의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하며 동시에 재정부, 인민은행, 상무부, 은감회, 

NDRC 등 행정기관에서 증감회의 감독기능을 협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이다. 둘째는 여러 정부기관에서 공동으로 연합감독부서를 설립하여 감독

하는 방식이다. 분업경영, 분업관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감독기관

에서 쉽게 규제권을 양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번째 방식이 

보다 실천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제8절 지분투자기업 감독체계 구축 

I. 지분투자기업관리방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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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상장기업지분에 투자하는, 회사형 또는 조합형으로 설립하는 지

분투자기업은 법률 또는 국가차원의 행정규칙이 미비하다. DNRC 는 2684

호문건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분투자기업의 설정, 자금모집, 투

자자, 운용 등 사항에 대하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그것을 기초로 각 지역의 관리방법을 제정하라는 입장이다. NDRC 는 전술

한 정책적문건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규칙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지분투자기업의 펀드관리자

에 대한 자격요건, 펀드보관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분

투자기업의 경우 펀드관리자에 아무런 진입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정

보비대칭, 신용제도의 불비 등으로 하여 투자자가 불안하여 과도하게 펀드

운용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종사자격이 없는 자들이 진입하여 투자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펀드관리자의 규제기관을 증감회로 결정

할 지는 진일보 검토의 여지가 있다. 펀드관리자와 펀드에 대한 규제기관

이 상이한 것은 실무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II. 자율협회의 설립과 신용제도의 구축 

지분투자기업의 전국적인 자율협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전국적인 

신용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투자기업의 펀드관리

자에 대하여 다층차적인 감독체계를 이루어 직책의 이행을 감독한다. 협회

에서 펀드관리자의 신용당안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범위내에서 기본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북경, 천진은 이미 사모지분투자펀드협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교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펀드관리자의 의견을 모아서 집중

적으로 감독관리기관과 소통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경험

을 공유하여 전국적인 사모지분투자펀드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투자기업의 경우 엄중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하여 대리비용이 

비교적 높다. 신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모지분투자펀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환경이다. 중국은 현재 시장발전이 규범화하지 않고 

재산등급제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펀드의 열풍에 펀드관리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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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력이 너무 몰려 전문성이 천차만별이다. 부적격한 펀드관리자가 투

자자에 대한 사기행위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모지분투자펀드 업

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함으로 신용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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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최근 몇 년간 중국 학술계와 펀드업계의 큰 이

슈였다.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률 및 행정규칙의 

개정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왔다. 증권투자펀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모

펀드의 법률의 형태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모펀드 체계도 변화를 가져왔

다. 즉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증권투

자펀드, 창업투자기업과 지분투자기업 및 현행 법률상 규제밖의 사모펀드 

등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각 유형의 사모펀드는 펀드의 설정으로부터 투

자자 및 펀드관리자 요건, 펀드의 판매와 운용 및 펀드지분증권의 양도 등

에 대하여 각 감독기관이 규정한 상이한 요건이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각 유형의 사모펀드에 대하여 상이한 규제방침을 취한 것으

로 보인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방침은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

의 발전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를 증가하며 금융기관의 핵심경

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펀드설립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선진국형 사모펀

드에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하여 계속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

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서 주를 이루는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신탁회

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기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적격투자자요건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요건을 합리적으로 통

일하고 펀드운용과 정보공개를 진일보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주로 개정된 증권투자펀드법의 적용

을 받게 된다. 증권투자펀드법은 현존하는 사모펀드관리자를 감독관리범위

에 끌어들여 그 법률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항을 장악하며 사모펀드

업계의 현황을 개변하거나 감독관리비용을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

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필

요이상으로 엄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는 적격투자자, 펀드관리자의 등기, 펀드재산의 보관, 자금모집방식,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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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펀드등기,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만을 도입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NDRC 는 지분투자기업에 대하여 전국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대신에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 정부가 자주적으로 관리방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은 진일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NDRC 에서 직접 지분투자기업관리방법을 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분투자기업의 펀드관리자에 대한 자격요

건, 펀드보관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펀드 및 펀드관리자에 대

한 규제기관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중국은 지분투자기업을 발전시킬 수요

가 있고 조합기업법(合夥企業法)을 통하여 지분투자기업의 가장 중요한 형

태인 LP 형 조합기업의 형태도 갖추었으나 투자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

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은 가

장 중요한 투자자보호장치인 적격투자자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

다. 펀드유형에 따라 투자자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적격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통일하여 투자위험 판단능력과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펀드관리자의 진입요건을 정비고 

펀드운용에 대한 규제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

를 도모하여야 한다.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가 복잡한 것은 분업경영, 분

업관리의 원칙에 따라 감독기관이 여러 부서로 나뉘고 상이한 규제를 적

용하며 감독기관간에 규제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규제기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모펀드의 운용업자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를 기대해볼 수는 있다. 그러

나 현 시점에서는 각 유형의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요건들을 되도록 통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불어 현행 법률상 규제

밖에 있는 사모펀드도 점차 전부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는 규제작업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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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   要 

 

私募基金是 20 世纪 40 年代从美国起源并发展起来的投资组合方式，是现今

国际金融市场的重要投资工具之一。中国私募基金市场从 20 世纪 90 年代开始

随着资本市场的发展迅速发展起来，但因缺乏法律规定及政府监督管理不善等

原因，私募基金市场的发展一直困难重重。 

近年来，中国政府越来越重视私募基金市场的发展，接连不断地修订了私募

基金相关法律、法规，并于 2012 年 12 月 28 日修订了证券投资基金法，确定

了私募基金的法律地位，私募基金体系也发生了相应的变化，即划分为金融机

关运营的私募基金、非金融机关运营的私募证券投资基金、创业投资企业与股

份投资企业及现行法律规制外的私募基金等。作者认为证券投资基金法修订后

的私募基金体系有必要重新梳理，本文则简单说明并分析了法律规制内私募基

金的基金投资者、基金管理人、基金托管人等主体的要件，基金设立、运营及

收回投资等整个过程。 

金融机关运营的私募基金取消了以往严格的审批制度并转为登记及事后监督

制度，但占其主要规模的证券公司、基金管理公司、信托公司运营的私募基金

有必要进一步统一基金设立、投资者资格、基金管理人规制等基本要件，有必

要放松基金运营限制及公示要件。证券投资基金法将现有的私募基金管理人纳

入监督管理范围并明确其法律地位有助于掌握私募基金市场基本情况，但证券

投资基金法就非金融机关运营的私募基金只制定了原则性的规定，有必要做出

具体安排。NDRC 就股权投资企业只揭示了基本原则，并让各地地方政府自主

制定具体管理办法的方式需要进一步斟酌。NDRC 应亲自制定全国性的行政法

规来确定基金管理人的资格要件及监督管理机关。 

私募基金相关规定仍有诸多需要改善的部分，应根据监督管理机关对各类型

私募基金的监督方针，尽量统一相关要件，调节法律规制的适当性，并且有必

要整顿监督机关并建立股份投资企业的监督体系。建立私募基金相关制度应根

据中国实情具有时效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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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Research of Private Fund in China 

 

Piao chunshi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vate Fund originating from 1940s is used as an important Portfolio 

investment method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Private Fund grows 

rapid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in 90s.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 on Private Fund as well as Governmental 

supervision, lots of problems are arising from the Private Fund market. 

Recently Government in China is going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rivate Fund in hopes of 

facilitating the market of Private Fund. Especially on December 28th 

2012, new Security Investment Fund Law was passed to introduce 

Private Fund and it makes a change on the system of Private Fund. It 

divides Private Fund into Private Fund operated by Financial institution, 

Private Securities Fund operated by Non-Financial institution, Venture 

Capital, Equity Investment company and Private Fund out of regulation. 

Considering the need to study the changed new system in detail after the 

enactment of new law, this article talks about and analyze the elements 

of investor, fund manager, fund custodia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and disinvestment regarding each Privat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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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relaxed the regulation by shifting from requiring a strict level 

of regulation to registration and after-supervision on Private Fund 

opera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there is need to unify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und operated by Security company, Fund 

management company, trust company, qualification of investors and the 

regulation on managers and to relax the Management of Fund and 

Information Disclosure. Security Investment Fund Law puts Private Fund 

managers into the regulation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tus and to 

acquire basic information. However, regarding Fund operated by 

Non-Financial institution there is no specific regulation on it. 

Considering Equity Investment company, NDRC just offers basic 

principles and leave the room for local governments to regulate which 

should be analyzed further. It's better for NDRC to enact nation-wid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to specify the qualification and regulatory 

agency of Fund manager. 

Many improvements should be required regarding the regulation of 

Private Fund. Based on the policy of regulatory agencies regarding 

specific Private Fund, it's better to unify the elements of Private Fund 

and adjust the proper level of regul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gulatory agencies and build supervisory system of Equity 

Investment Company in order to establish a practical system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Keyword: Private Fund, legislation status,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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