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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상등기는 상사주체(商事主体)가 공상등기 법규와 시행세칙을 바탕으

로, 법정절차와 내용에 따라 영업장소소재지의 등기기관에 설립, 변경, 

중지 등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을 제출한 후, 등기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

쳐 공상등기부(工商登记簿)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을 

가리킨다. 등기신청인은 공상등기를 통해 법인의 신분이나 주체 자격 및 

영업집조(营业执照)를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해서 거래활동을 한다. 그리

고 공상등기는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하는 경로와 

수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상등기를 통해 기업의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통제를 진행한다. 

  현재 중국 공상등기는 주로 등기정보의 부실, 등기된 내용과 항목이 

매우 적고, 등기신청인의 신청이 불편하고,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열람하

기에 불편 등의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시장에 진출하려는 

등기신청인과, 기업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 기업과 거래하는 정보이용자

에게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다. 등기가 부실하면 시장의 안정과 안전

에 위협이 초래되고, 정부의 관리에 불리하며, 공평하고 효과적인 시장 

거래를 해칠 수 있다. 회사등기사항이 적은 것은 정보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도의 기능과 효력을 최대하게 발휘하지 못

한다. 공상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 겪는 불편은 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등기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될 수 있다. 따라

서 공상 등기가 원활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데 불리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된다. 

  중국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회사법”과 “회사등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은 규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위 등기에 대한 

행정 책임, 형사책임은 “회사등기 관리 조례”와 “형법”에 모두 규정

되어 있다. 등기기관에서 조성한 부실등기에 대해서는 행정책임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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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규제도 있다. 동시에 등기신청 환경 및 등기정보 조회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전 과정의 등기 전자화 및 전국 기업 신용정

보 공시 시스템의 투입 및 사용을 대대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전자등기 

및 전자조회를 통하여 공상등기제도 이용자의 편리 증진에 주력한다.

  그러나 이런 단속 방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여전히 

예외적인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인과 등기 기관에 많

은 부담을 주었다. 부실등기에 대한 민사책임 부분은 체계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민법총칙” 중 개괄적인 조항 이외에 책임 있는 주체와 어

떤 민사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 신용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는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행사도 보완이 필요하

다. 등기기관이 부실등기를 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도 체계적

인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 둘째, 전 과정 전자화 등기를 규정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전자화 등기는 보충·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다.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시도 진일보하여 

범위 확대 및 정보공유와 정보연동 강화가 필요하다.

  공상등기의 이상 상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에 이르러야 한다. 우선 등기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되고, 다음으로 등기

정보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부실등기를 감소하고 등

기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방법을 채택하는 전제가 등기신청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거나 등기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상

등기제도 이용자(등기 신청자와 정보 이용자를 포함)에게 최대한도로 편

의를 제공한다. 그들이 공상등기제도를 이용할 시의 불편과 장애를 최대

한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힘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공상등기에 대한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법

률규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싶

은 것이 본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다. 또한 상업등기가 발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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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들에서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방식과 규제연혁을 공부함으로써 

중국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경험을 참고하면서 중국 현재의 공상등기의 

정보 정확성, 등기정보의 확대와 공상등기 이용자 편의증진상 하나하나

의 부족점을 분석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의 규제방향을 제기하고자 한

다. 

주요어 : 공상등기, 실질적 심사권, 부실등기, 등기사항, 이용자 편의증진

학  번 : 2016-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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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공상등기제도(工商登记, 사업자등록제도, 이하 “공상등기제도”)는 법

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법적 자격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각종 시장 

주체의 시장진입을 등기하고, 그 활동이 합법적인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

  최근 중국은 실제 납입자본(实际缴纳资本)에 대한 등기를 없애고 등기

사항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전자영업면허(电子营业执照)를 채

택하고 기업연도검사제도(企业年度检验制度)를 기업연도보고공시제도(企
业年度报告公示制度)로 변경하는 것 등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여 공상

등기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등

기는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정보의 정확성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공

상등기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등기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제도 개선으로 등기사항이 줄어든 데다 정작 공

시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제공된 기업정보, 즉 사회와 대

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정보가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등기신청인은 

등기 신청하는 과정 중에 등기 절차의 복잡과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곤

란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정보이용자는 기업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더 많은 기업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이에 필자는 회사와 등기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등기의 효율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등기신청인에게 편리한 신청환경을 제공

하면서,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이

1) 李良德, 泉州工商登记制度改革试点研究[J], 福建：华侨大学，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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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기업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공상등기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필자는 중국 국내의 학자들의 공상등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 공상등기제도의 현황과 법률규제 및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존

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공상등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적 근거와 현실적 건의를 제공한 다음, 이를 통해 중국의 공상등기제도

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모하려고 한다. 등기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방법

  공상등기는 법학뿐만 아니라, 행정학과 사회학 등 여러 분야 학자들의 

관심을 모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중국 내에서는 공상등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을 제·개정하여 왔고 학자들도 이러한 안을 

바탕으로 수많은 개선방안과 건의를 제기하여 왔다. 본 논문은 기존 학

자들의 연구와 여러 나라의 제도를 바탕으로 비교법적 분석, 문헌연구 

및 도표분석 등 방법으로 이용하여 중국의 공상등기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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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상등기의 특성과 규율방향

제1절 공상등기의 의의 

    Ⅰ. 공상등기의 개념

  공상등기는 상사등기 또는 공상행정심사(工商行政审查)라고 부르기도 

한다.2) 중국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공상등기는 “상사주체(商事主体)가 

공상등기 법규와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법정절차와 내용에 따라 영업장

소 소재지의 등기기관에 설립·변경·중지 등의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을 

제출한 후, 등기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등기부(工商登记簿)에 등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을 가리킨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3) 

  상사주체는 ‘상인’이라고도 부르며, “자신의 명의로 상행위를 실시

하고 독립적으로 민사권리 및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라고 본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사주체를 구성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상사주체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민사권리 및 의무

를 향유하고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상사주체는 반드시 

상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상사주체는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상행위를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사주체는 또한 ‘상사 법

률관계 주체’와 ‘상주체’라고 부르며, 법률규정에 따라 상업적 권리

능력과 상업적 행위능력을 구비하고 자신의 명의로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상사적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을 말한다.4)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행정규정에도 공상등기

2) 庄莎莎, 泉州市工商登记制度改革研究[J], 福建：华侨大学，2017, 9.
3) 范健、王建文. 商法基础理论专题研究[M].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5.
4) 중국 "상법통치" 초안 건의문 제 10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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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사주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 “선전(深圳) 경제특별구

역 상업등기에 관한 약간 규정(深圳经济特区商事登记若干规定)”에서 공

상등기는 “신청인이 공상등기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등기기관에서 상

사주체의 설립, 변경 또는 말소 사항을 상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라고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 상사주체는 “법에 따라 등

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을 가리킨다.”라고 규정한다.5) 이것은 중국 규범적인 법률 문

건에서 상사주체에 대한 규정의 수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명확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상등기제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시장주체의 진입을 등기하고, 시장주체가 국가의 관련 법

률, 행정법규에 제대로 따르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총합’이

다.6) 이는 국가가 경제사회를 관리하는 기초적인 제도 중 하나다. 전체

적으로 공상등기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시장주체의 진입

등기를 통해서 공상영업집조7)(工商营业执照)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을 

통해 시장주체의 법률주체자격을 확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주

체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 시장주체의 합

법적인 경영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주체의 자격으로 시장

에 진입하려면 공상관리부문에 등기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체자격을 확인받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영업집조

를 취득해야만 비로소 실질적으로 시장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8) 

현행 공상등기제도는 중국 시장경제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완벽해지고 중국 특색이 구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의 기업등록

5) "심천 경제특구의 상사등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참조.
6) 李良德, 泉州工商登记制度改革试点研究[J], 福建：华侨大学，2015，12, 7.
7) 한국에서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면허"라고 한다. 이하 “영업집조”로 통일한
다.
8) 조동제, “중국 기업의 시장 접근제도에 관한 소고”, 유라시아연구 제8권 제3호
(통권 제22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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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책임회사(국유 단독출자, 자연인 단독출자, 법인 단독출자 포

등기 제도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주체범위를 확대하고 공평하고 공

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했다.

  공상등기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본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공

상등기의 목적은 상업경영주체의 자격을 확립하거나, 어떤 경영행위의 

존속과 중지를 공시하는 것을 통해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

다. 둘째, 공상등기의 참여주체는 국가 및 상사주체, 공상등기 주무기관

이다. 셋째, 공상등기 절차는 법률법규와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야 한다. 넷째, 공상등기는 구체적으로 설립, 변경과 말소를 포함하고 있

다. 다섯째, 공상등기 주무기관의 직책은 심사 방식, 공시 행위 등을 포

함한다. 이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본 글에서는 공상등기제도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상업경영활동을 종사하는 주체가 상사주

체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제도의 규정에 따라, 공상

등기 주무기관에 상사 주체의 설립, 변경, 말소와 관련된 신청을 제출하

는 등기 행위이며, 공상등기 주무기관이 심사를 통해 그 주체의 자격을 

확인하고 사회에 공시하는 행정허가제도이다. 

  공상등기제도의 취지는 시장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기초 위에서, 시장의 

주체를 육성하고 시장거래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나아가 

시장발전을 격려하여 시장의 활력을 북돋아, 시장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법률규정과 각종 기업의 설립등기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공상등기 상

업주체를 아래의 몇 가지 기업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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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됨). 

2. 주식유한회사(상장회사 포함됨). 

3. 유한책임회사지사. 

4. 주식유한회사지사. 

5. 집단 소유제(주주합작)기업. 

6. 집단 소유제(주주합작)기업이 설립한 비법인 지점. 

7. 집단 소유제(주주합작)기업이 설립한 법인 지점. 

8. 단 소유제(지분합작)기업이 설립한 법인 지점의 영업등기 단체. 

9. 국민 소유제 기업. 

10. 국민 소유제 기업의 영업단체. 

11. 집단 소유제 기업. 

12. 집단 소유제 기업의 영업단체. 

13. 파트너쉽기업(合伙企业 합화회사)(일반 합화, 특수일반 합화, 유한 

합화). 

14. 합화회사의 지점. 

15. 개인 단독출자 기업. 

16. 개인 단독출자 기업의 지점. 

17. 개인 사업자. 

  그 중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등기(회사등기)는 가장 전형적

이고 대표적인 등기라 할 수 있다. 공상등기는 회사등기 외에도 합화회

사 등기, 개인독자기업 등기 등 비회사 등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범주가 매우 넓다. 이어서 공상등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형

태인 회사등기를 전형으로 공상등기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Ⅱ. 공상등기의 유형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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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등기는 공상등기에서 가장 전형적인 등기로서 유형에 있어서는 공

상등기의 유형과 동일하다. 공상등기의 유형을 논의하려면 회사등기의 

유형만 검토하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래는 회사등기의 유형을 소

개하고자 한다. 

  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립부터 소멸까지 모두 등기절차를 거

쳐야 한다. 회사등기 제도는 국가등기 관리기관이 관련된 사항을 기재, 

변경, 취소하고, 회사 설립, 변경, 말소 등 사실을 확인하는 법률 제도다. 

그리고 회사등기 제도는 국가가 경제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직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그 목적은 주로 회사의 조직 형태를 규범하

고 양호한 사회경제질서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9) 

  각국의 입법을 살펴보면 회사등기 등록의 종류에 대해서 통일적인 규

정을 만들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기된 내용과 결과에 따라 회사등

기는 설립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회사등

기관리 조례”는 이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설립 등기, 변경 등기와 

말소 등기에 대하여 규범화하였다.

      2. 설립등기

  회사 설립 등기는 모든 회사등기 중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다. 주주의 

전체 출자금액은 법정된 자금 조사 기구의 자금 조사를 거친 후(자금 조

사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예컨대 “회사법”의 요

구에 따라 자금 조사가 필요한 모집 설립된 주식 유한 회사와 “중국 인

민 공화국의 은행업 감독 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신탁 회사다.) 전체 주주들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하는 대리

9) 董书强, 论我国公司登记注册制度的完善[J]. 北京 : 中国政法大学, 200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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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 등기는 개

업 등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의 설립 등기 신청자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등기기관에 신청을 제

출하고 회사 등기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등기기관이 등기를 처리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10) 설립 등기를 등록한 후 회사는 설립되는 것이

다.11)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의 운영은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

사 설립이 없으면 회사의 회사 설립의 목적인 영리는커녕 회사의 운영도 

없다. 회사가 사회 경제 생활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회사의 유효 존

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설립 행위는 회사의 법인격을 창설하는 법률

행위 중 하나다. 바꿔 말하자면 설립 행위는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법에 근거하여 회사등기 기관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법”은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

사 등기기관에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되고, 그렇

지 않으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기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회사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등기 전에 법

에 의해 비준소속을 밟아야 한다. 대중은 회사 등기기관에 회사의 등기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등기 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 “회사등기관리 조례”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또

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회사의 

10) 范健、王建文. 公司法[M]. 法律出版社, 2006，181.
11) 赵旭东. 公司法学[M]. 高等教育出版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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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비준받기 전, 회사명칭 예비등기 수속을 밟

고 회사등기기관이 허가한 명칭으로 비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의 회사 설립 등기는 직접적으로 등기

하는 것을 주요 요소로 여기고, 심사 비준을 부차적인 것으로 삼는데, 

이런 구조는 회사 설립 등기의 사항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판

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는 주로 회사명칭에 대한 등기, 출자

자와 투자자의 등기, 회사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의 등기, 법정 대표자의 

등기, 등록자본의 등기와 영업범위의 등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12) 물론 

서로 다른 조직형태를 갖고 있는 회사의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통일 규

정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

다. 예를 들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시

기에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식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이사회가 

창립 대회 폐회 후 30일 내에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라는 요구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등기는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은 등기 요건 주의를 취해 온 것이고 

회사가 설립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설립되지 못한다.13)

      3.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명칭, 주소, 영업범위 등 등기사항

에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가 등기기관에 신청하는 일부 사항의 등기를 변

경하는 것이다.14) 일반적으로 이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후, 합병, 

분리, 양도 또는 경영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화가 초래

되어 회사가 기존 등기기관에 신청하는 등기 유형이다. 변경등기의 신청

12) 중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9조 참조. 
13) 王东辉, 公司登记法律制度研究[J]. 黑龙江: 黑龙江大学, 2009, 7.
14) 王东辉, 公司登记法律制度研究[J]. 黑龙江: 黑龙江大学,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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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고, 해당사항이 변화를 발생하거나 회

사가 변경 결의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일정한 시간 내에 등기기관

에 신청하여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사항을 독단적으로 변경하

는 경우에는 상응한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회사등기관리

조례” 제28조에서는 “회사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의 또는 결정

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동시에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기업 명칭

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1000 위안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변경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이로부터 중국은 회사의 변경등기에 대해 강제적인 규정도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사가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한 사항

은 무효가 되어 등기부에 명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법에 규정된 주식

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

경되는 경우에는 회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

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될 시, 환산된 납입 자본금 총

액은 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

로 변경되면서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하여 공개 주식을 발행할 때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

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이전의 채

권·채무는 모두 변경 후의 회사에 물려주게 된다.15)

  회사는 회사의 정관이나 영업범위를 수정할 수 있지만 변경한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법정대표인(法定代表人)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16) 회사가 주주회나 주주총회 혹

15) 董书强, 论我国公司登记注册制度的完善[J]. 北京：中国政法大学, 2007, 6.
16) 중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30조,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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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은 해당 등기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기관에서 

등기된 것이다. 

(2) 사건은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3) 사항 자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 판결한 것

이다. 

(4) 강제로 휴업 처분을 받은 것이다. 

(5) 등기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 등등이

다.17)

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경 등기를 마쳤지만 법원에서 상술한 결의에 

대해 무효 선고를 내리거나 결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회사 등기기관

에 변경 등기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등기기관이 파산, 해산, 영업집조 취소 등으로 인해 경영

을 정지시킨 회사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영업집조를 회수하여 취소하

고 그의 등기 등록번호를 취소하여 회사 법인격을 말소하는 등기 유형이

다. 회사등기기관이 말소 등기를 거쳐 회사는 정지된다. 회사 말소 등기

의 사유는 비교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가 해산하게 되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는 경우, 청산조(清算组, 

기업 경영 종료 후 사무 청산을 집행하고 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

하는 기관)는 구성일로부터 10일 내에 청산조의 구성원, 청산조의 책임

자 명부를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18) 회사 청산조는 

17) 范健、王建文. 公司法[M]. 法律出版社, 2006, 184.
18)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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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청산조의 책임자가 서명한 등기말소신청서.

b. 인민법원의 파산재정서, 해산재판문서, 회사가 “회사법”에 의해 

내린 결의서 또는 결정, 폐쇄를 명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문건.

c. 주주회의, 주주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외상투자회사의 이

사회 또는 인민법원, 회사 비준기관에 등록(备案, 주관기관에 사유

를 보고하고 차후 조사ㆍ고찰하기 위하여 등록해 놓는 것)하여 확

인을 받은 청산보고서.

d. “기업법인영업집조”

e. 법률, 행정법규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문건.

회사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존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말소

를 신청하여야 한다.19)

  회사의 등기말소 신청 시, 다음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독자회사가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결정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독자회사는 

본 급 인민정부의 비준문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分公司)가 있

는 회사가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사의 등기말소 증명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20)

  주의해야 하는 것은, 회사등기는 설립, 변경, 말소를 막론하고 모두 통

일한 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21) 기업이 이전하거나 지역

을 초월하여 지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더

라도 동시에 기존 등기기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19)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42조 참조. 
20)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43조 참조. 
21)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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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철회하는 것과 달리 말소등기는 등기기관 직원이 소홀히 하거

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초월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회사에 

등기를 했다고 해서 철회하고 취소하여야 할 등기가 아니다. 회사의 말

소 등기가 설립 및 변경 등기와 다른 점은 신청에 의한 말소와 직권에 

의한 말소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는 모두 법적인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며 전자는 예컨대 회사의 휴업, 취소, 파산 

선고 등이 있고,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의 “(1) 회

사가 법에 따른 파산을 선고 당한 경우 (2)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영업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 정관이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후자는 등기기관에서 위법 경영, 비도덕

적인 경영행위를 발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원인이든 

말소 등기의 절차는 필수적이다. 말소 등기의 결과는 회사가 정지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회사 영업집조를 회수하여 

취소했지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 법인격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설립 등기가 회사 설립의 마지막 절차인 듯이 회사의 말

소 등기도 회사가 소멸하는 마지막 절차다.22)

    Ⅲ. 공상등기의 효력 

      1. 서설

  부실등기의 효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상등기의 효력을 알아보겠

다. 공상등기의 효력에 대해 중국학자들의 관점은 상이하다. 어떤 학자

는 공상등기의 효력 내용의 부동함에 따라 창설효력, 공신효력 및 대항

효력으로 나눈다.23) 하지만 다른 학자는 효력을 창설법률관계의 효력, 
면책효력과 공시효력으로 나누기도 한다. 일반공상등기는 제3자에게 대

22) 王东辉, 公司登记法律制度研究[J]. 黑龙江：黑龙江大学, 2009, 8.
23) 叶林、黎建飞. 商法学原理与案例教程[M].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6, 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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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효력을 갖고 있다.24) 중국 국내의 주류관점은 앞의 관점인 것으로 아

래에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겠다. 

      2. 창설적 효력

  공상등기의 창설적 효력이란 등기하는 주무기관이 기업의 주체자격에 

대한 등기를 통해 행정확인을 진행하며 주체자격, 영업자격을 확인하고, 

기업이 창설회사로 등기하는 주체를 확정하는 것이다. 즉 상사주체가 주

체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공상등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

사주체는 반드시 공상등기를 통해서만 설립된다. 공상등기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등기기관의 허가를 거쳐 등기한 

것이면 상사주체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동시 상사행위능력과 의 무능력

도 함께 보유한다. 이와 반대로 상사주체가 공상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상사주체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각국의 입법과 실천에 따라 공상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상인자격의 취득에 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국가에서 

상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자가 등기를 거치지 않고 경영활동에 참

여한다면 해당 행위자는 상인이 누리는 권리를 가지지 않고 그의 경영활

동이 상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를 거쳐 상인 자격을 취득한 후 행위

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상법에 적용할 수 있고, 상법이 상사주

체에게 부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예

컨대 중국의 “합화기업법”제10조에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자료가 완

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어 기업등기기관은 즉석에서 등기할 수 있으면 

즉석에서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가 있

다.

24) 赵中孚、邢海宝. 商法总论[M].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3,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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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법인자격의 취득이다. 예컨대 중국 “회사법” 제6조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반드시 법적으로 회사등기기관에서 설립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본 법률이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유한

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회

사등기관리조례” 제3조에서는 “공상등기기관의 법적 등기를 거친 회사

는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로서 기업법인의 자

격을 취득할 수 있다.본 조례가 시행하는 날부터 설립한 회사 중 등기기

관의 등기를 거치지 않는 회사는 회사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밖에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5조에서는 

“상사회사는 상업과 회사 등록부에 등기한 그 날부터 법인자격을 보유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공신력

        가. 공신력의 범주

  공신력이란 상사주체가 공상등기의 관련 법률규정 내용과 절차에 따라 

등기 및 공고를 진행하고, 행정주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법적으로 공신력

을 가진 등기와 공고가 그 내용이 틀리더라도 해당 내용을 믿는 제3자의 

이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과 같이 공상등기의 

공신력을 정리할 수도 있다. ‘우선 권리와 신분은 진실한 권리와 신분

이라는 것이며, 사회에 절대적인 믿음성이 있다. 즉 등기가 부실하여도 

권리와 신분의 진실성을 뒤엎을 순 없다.’25) 

  또한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의 제3자가 등기기관에 대

한 믿음으로 등기한 상사주체와 거래를 진행하였을 경우 등기사항은 진

실하고 유효하다. 이는 등기공시의 형식을 실질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효

25) 王令浚, 商事登记法律制度研究[J]. 北京：对外经贸大学, 2007, 69.



- 16 -

a.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내용과 

사실이 서로 일치하면 당사자가 등기한 공상등기사항으로서 모든 

사회 대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등기사항은 합법적이고, 진실하

며, 유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부실등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등기내용과 사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선의의 제3자가 해당 등

기내용과 등기주체가 진행한 일정한 법률행위로 이 등기내용을 믿

었으면 이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과 내용의 판정은 등기사항을 기준

으로 한다. 등기주체는 부실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의 인사조직에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변경등기를 아

직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진행한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물론 선의의 제3자는 등기내용에 따라 등기주체에 

대항할 수 있다. 

력을 발생하게 하는데 이런 원가의 지출은 많은 정보의 원가 지출을 면

하게 하고, 사회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상사거래에 관련 정

보의 지원을 제공한다. 공신력 제도를 전제로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에서 

전달한 상업정보가 틀리더라도 거래 상대인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이런 역할은 상업정보의 전달 통로가 될 수 있어 더 많

은 상사거래에 견고한 지지대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 공신력의 구체적 표현형식

  학계 내에서의 이론 정리와 실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회사등기의 구체

적인 표현형식으로 아래 2가지가 있다. 

  중국에서는 공신력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지는 않

았지만, 구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8조에서 “회사가 발표한 설립, 변

경, 등기말소의 공고내용은 반드시 회사등기기관이 심사 허가한 등기내



- 17 -

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신 “회사등기관리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을 규정하지 않았다.

      4. 대항력

        가. 대항력에 관한 범주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는 급진적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시장을 

규범화하는 법률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랜 

시기 동안 계획경제의 시대에 머물고 있어 경제영역에는 아직도 짙은 계

획경제색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시장을 규범화하는 회사 법률

규범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또한 공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법률개념

도 일치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론상 공상등기의 대항력의 범주는 명확하

지 않다. 

  장국건은 회사등기의 대항력은 항상 적극적으로 권력에 대항한다고 인

정한다. 그는 “대항력자, 즉 어떤 권력의 내용을 상대로 특정된 사람이

나 특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률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

다.26) 우리는 이 말에서 대항자의 권력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원명과 당영은 “공상등기의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공상등기사항이 주무기

관의 등기공고를 거친 후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되며 이로서 기업은 면

책효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27) 이런 관점으로부터 보면 

면책력과 대항력은 거의 동일하다. 채서연의 관점에 의하면 “공상등기

의 대항력은 주무기관의 등기 및 확인을 거쳐 공고한 회사정보를 사회대

26) 张国键. 商事法论[M]. 台北：三民书局, 1980, 94.
27) 王远明、唐英, 公司登记效力探讨[J]. 中国法学,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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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게 진실하게 알려주는데 이 정보는 회사의 진실한 등기사항인 것으

로부터 사회대중은 공포한 이 정보를 알거나 알아야 하고 회사는 이로서 

면책력, 증명력 및 공시력 등을 포함한 면책효력을 획득한다.28)”라고 

설명하며, 범건은 “기업주체가 등기할 사항을 법률법규가 규정한 내용

과 절차에 따라 진실하게 등기기관에 등기하고, 주무기관의 확인 및 공

고를 거친 후 대중들은 이 등기사항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것으로부터 

기업주체는 등기사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면책효력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29)”라고 표현했다. 

  필자의 생각에 따른 대항력은 공상등기의 사항이면 악의 또는 선의의 

제3자를 막론하고 모두 이에 대항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중 제3자가 불

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이 사실을 모르는 등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항력의 구성

          1) 진실한 등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등기내용 및 사항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등기록에 등기하지 않은 것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구비하지 않는다. 하

여 기업이 등기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의거는 법률 또는 법규에 따

라 등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가리키는 등기사항은 공상등기

법이 규정한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이며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등기한 사항이여야 한다. 만약 기업주체가 법률 또는 법규의 내용과 절

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등기수속을 밟지 않았다면 이 등기로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8) 柴瑞娟, 企业登记效力研究[J]. 武汉：武汉大学, 2003.
29) 范健. 商法[M]. 高等教育出版社. 200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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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외 공시

  공상등기는 법률이 규정한 등기사항에 근거하여 등기기관에 등기를 진

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는 해당 등기사항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기재한 모든 사항을 알게 할 수 없

다. ‘공평’이란 관점을 강조하며 살펴보면 진실한 상황을 모르는 당사

자에게 거래 대상의 등기사항으로 인한 불리한 사정을 완전히 받아들이

라는 것은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

에 따라 진실하게 공상등기를 하는 외에 등기사항도 법률법규에서 규정

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공상등기의 특성

    Ⅰ. 일반적 특성

      1. 기업인격 발생, 변경과 소멸에서 필수적 과정

  공상등기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회사인격의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등기제도는 법적으로 설정된, 전문적으로 기업의 인격 발생, 변경

과 소멸을 규율하는 제도다. 즉 기업의 인격이 발생은 설립등기를 필요

하고, 기업인격의 변경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 기업 인격의 소멸은 말

소 등기가 필요하다. 기업 인격 방면에 대한 모든 변화는 상응하는 등기

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 인격적인 변화는 상응하는 사회적 

공신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기업 인격

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과 시장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

에 있다. 이리하여 공상등기는 설립등기와 말소등기, 변경등기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 세 가지의 등기제도는 각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설립등기는 회사 인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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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경등기는 기업 인격의 어떤 방면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고 예컨대 등기자본의 증가와 감소, 말소 등기는 기업 인격의 소멸을 의

미한다. 이런 점에서 공상등기제도의 법률적 의미는 더욱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정관을 제정하기만 한다면 기업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

해 주는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이 법에 비추

어 등기를 거쳐야만 그의 적법적인 주체 자격을 취득하거나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상등기 행위의 법률성은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2. 요식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한 형식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

로 요식법률행위와 불요식 법률행위로 갈릴 수 있다. 요식 중의 “식”

이란 법률행위에 대한 형식적 요구를 뜻한다. 공상등기는 일종의 전형적

인 요식법률행위다. 요식성은 공상등기에 높은 효율을 보장하고, 공상등

기의 진실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에 유리하다. 공상등기는 법정내용

과 형식에 따라, 법적 기한 내에 법정관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

며,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공상등기의 요건과 절

차는 법적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전제이며, 그 규범적인 서면형식(현재

의 전자정보형식이 포함됨)은 모두 요식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이다. 

      3. 공법적 요소 병존 사법 행위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전체 법질서의 기초와 기본 원칙이지만 그의 획

정 기준은 도미투스 우르피안이 공법과 사법을 제시한 뒤부터30) 많은 

관점이 갈려 왔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의 관계를 조정하며, 권력 복종 관계를 구현하는 법은 공법이고, 개인 

30) 邹瑜. 法学大辞典[M].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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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자는 모두 일정한 국가기관에서 신청자의 신청에 응하여 하는 것

이다. 

간에 또는 개인과 사적 단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며 평등자원 당사자 자

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사법이다, 공법행위는 공법효력을 가지고 있고 

공법효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반면, 사법행위는 사법적인 

성격과 효력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전자는 입법 행위, 행정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고, 후자는 상법행위, 민사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공상등

기의 절차는 신청과 심사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절차는 신청인

데, 신청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 

신청서류, 신청기간과 신청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이 규정들은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법적인 조항에 해

당되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공상 행정관리 기관과 신청자 사이의 관

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권리복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신청자는 위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할 수 없다. 

두 번째 단계는 심사인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

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하고 서류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기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없다. 관련 법률규범은 명확한 공

법속성을 지니고 있다.

    Ⅱ. 부동산등기와의 비교 

      1. 공통점

  공상등기와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같은 점이 있지만 효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형식적 요소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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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기로서 기업의 내부상황과 부동산 자신의 권리 상황이 공시될 수 

있다. 

c. 등기 자체는 모두 공법의 성격을 띤 행위다. 

d. 등기 후 등기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e. 제3자의 손해를 막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차이점

        가. 가치 추구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제도를 설립할 때 먼저 중요시하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가치다. 부동산등기는 안전에 

대한 추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

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등기의 가치 취향은 오히려 거래안전에 대

한 보호에 더욱 치우쳐야 한다. 우선 부동산등기인 만큼, 회사등기제도

의 가치 추구는 당연히 안전을 위한 것이다.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안전

과 효율을 비교해보면 기업등기는 효율에 더 치우치는 편이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공민과 회사에게 거래하는 자율적 선

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점은 효율 우선인 기초에 입각한 것이었

다. 그 다음 회사의 설립은 대부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 

회사의 존속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안 된다는 점을 명

심하여야 한다.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효율의 중요성이 점점 나타

나고 있으므로 회사등기의 가치 추구는 이익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

다. 부동산등기는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말미

암아 가치 취향은 더 효율적이고 정의적이어야 하며, 회사등기 입법의 

기본적인 가치 취향은 효율과 자유가 우선되는 동시에 거래공정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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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31) 이는 양자 사이에 가치 취향에 따

른 차이점이다.

        나. 구체적 제도 안배

  회사등기든 부동산등기든, 두 등기제도 모두 신청, 심사, 발급, 공시 4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등기는 실현 경로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등기조례” 제6조32)에 따르면 국무원 국토자원주관 부서에서 

전국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하고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

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33)에서는 중국에서의 회사등기

기관은 “공상행정관리국”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등기기관의 선

택에 있어서 양자가 모두 행정기관의 주관 모델을 채택하는 것을 주장하

는 이유는 중국의 등기 현황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토자원부에서 

부동산등기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공상부서(部署)에서 회사등기를 주관

하여 양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운용하는 것은 단지 기관의 통일성과 직원

의 전문성, 그리고 기존 경험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 등일 뿐이기 때문이

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회사설립의 신청은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할 때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34) 이 

점은 부동산등기와 비슷하다. 

  신청시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업등기를 상업 경영의 전

체로 간주하여 신청시기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31) 商黎娜, 企业登记与不动产登记法律制度比较研究[J]. 宁波大学, 2014, 6.
32) 《不动产登记条例》第6条：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负责指导、监督全国不动产登
记工作。
33) 《公司登记管理条例》第4、5条：工商行政管理机关是公司登记机关。国家工商行政
管理总局主管全国的公司登记工作。
34) 郑曙光, 中国企业组织法：理论评析与制度构建[J]. 中国检察出版社, 200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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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건이 없다.35) 이런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고 더 중요한 점은 신청요

건에 있는데 회사의 경영권이 부동산 재산권만큼 배타성을 갖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상대적으로 훨씬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것은 부동산등기처럼 권리확정이 중요성이 강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 

  심사절차에서 회사등기와 부동산등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전

자는 절충적 심사주의가 채택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실질적 심사

주의가 적용된다고 주장되었다.36) 심사절차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에 

언급할 배상책임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다. 효력의 정도

  입법 차원에서 중국의 “토지관리법”, “담보법” 등의 법률을 비롯

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까지는 부동산물권에 예외 없이 등기발효

주의를 취했다.37) 예컨대 “토지관리법”에서는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귀속 등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변경 등기수속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38) 이런 입법 정신에 기초하여 부동산소유권의 각종 

변동은 당사자들의 법률적인 행위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외에 등기가 필요

하다. 당사자들은 법적 행위와 법적 절차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

비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등기제도를 고찰할 때, 등기의 법률적 가치 추구든 효력의 정도를 확

실히 정리하는 것이든 등기 자체의 목적과 기능으로부터 고려하여야 한

다고 본다.39)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논의할 때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35) 范健、王建文. 商法基础理论专题研究[M]. 高等教育出版社, 2005, 324. 
36) 商黎娜, 企业登记与不动产登记法律制度比较研究[J]. 宁波大学, 2014, 15-16.
37) 商黎娜, 企业登记与不动产登记法律制度比较研究[J]. 宁波大学, 2014, 23.
38) 중국 "토지관리법" 제12조 참조. 
39) [德]K·茨威格特、H·克茨, 潘汉典等译. 比较法总论[M]. 贵州人民出版社, 200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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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디자인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더욱 좋은 역할을 작동시키도록 해

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기능은 주로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기존의 

부동산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등기발효주의 방식은 등기대항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에 언

급된 기능을 강화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학

이론의 관점에서도, 실천 효과에서도, 등기발효주의는 중국 현재 발전 

단계의 실제 상황에 더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등기제도가 등

기발효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중국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되고, 중국 부

동산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요구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에 비하면 중국의 회사등기에 관한 법률법규에서는 어떤 사

항에 등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항이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명

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항이 등기 후 발효하거나 등기하지 않아

도 발효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즉 등기발효주의인지 또는 등

기대항주의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률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지 “회사법”에서만 주주등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회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주주의 성명이나 출자금을 막론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에 의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회사

법”의 이 규정은 입법기관이 주주변경등기에 대해서 등기대항주의를 채

택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구현하였다. 회사등기 할 때 등기의 사항이 어

떤 효력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등

기사항이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가린 이상, 상황에 따라 다르고 두 가지의 효력 모델을 탄력적으로 운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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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는 등기가 부실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효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물권 등기에 추

정력과 공신력을 부여하고, 부실등기가 선의 제3자에게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로 거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정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40) 이는 부동산 물권의 가치 취향 및 기능 요구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완전히 일치된다. 부동산등기처럼 회사등기는 입

법 실천에서 부실 등기의 효력에 외관 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상업 거래

의 공시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외관주의에 따라 법률행위가 완성된 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어떤 사항이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제3자가 

이 방식에 의하여만 회사의 경영현황과 관련된 사실을 추정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해도 제3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제3자가 사정을 모르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제3자는 원전 등기공고의 공신력에 의존하는 것이다.41) 이때 회사의 부

실등기가 선의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감독관리

  부동산 등기기관의 책임 추궁은 회사등기에 비해서는 더욱 엄격하며, 

잘못한 등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허위로 신청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을 제외하고 부동산 등기기관에서는 손해배상의 책

임을 져야 하지만 해당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

다. 회사등기가 잘못된 경우 등기기관의 책임 인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

기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등기기관에 잘못이 있으

면 책임을 지고 나머지 경우에서 회사가 자신이 제출한 자료와 공개된 

40) 孙兴辉, 不动产物权登记效力研究[J]. 上海：复旦大学, 2008, 19.
41) 张丹丹, 论我国商事登记中不实登记效力制度的建立[J]. 太原师范学院学报, 2004(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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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진실성 등에 대해 부담함으로써 자율 감독 관리의 효과도 커진

다.

제3절 공상등기의 기능

    Ⅰ. 대외 정보공시 기능

  상업등기의 주된 기능은 상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상등기제도

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공상등기제도는 시장주체의 확인 기능과 공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상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생겨난 

업종 등기 제도에서부터 현재의 표준 공상등기제도로 이르기까지 시장주

체는 항상 시장 거래의 핵심이었고 공상등기제도는 시장 주체의 경영행

위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시장주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며 시장주체가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체 

형태와 행동 기준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제도는 등기 정보의 

공시 수단을 이용하여 경영 주체의 기본 정보, 경영 상황, 심지어 위법 

상황까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사정을 알 권리와 감독

권을 보장하고, 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42) 공상

등기심사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이며 공상등기정보의 공시는 행정심사기관

의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시기관은 등기정보를 정리하여 정

보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능

은 영업의 자유와 안전성, 효율성 등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도

록 하는 공상등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공상등기의 공시기능은 기업이 공시됨으로써 확정된 시장주체 자격으로 

시장경제활동에 진입할 수 있고 법에 의해 법적 권리를 누리고 이행하여

42) 庄莎莎, 泉州市工商登记制度改革研究[J], 福建：华侨大学，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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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시장경제 활동 주체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질서와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43) 아울러 공상

등기는 자신의 정보 공개성으로 우승열패의 시장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거래원가와 거래위험을 낮추고, 사회 전반

의 효율을 높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44) 

  공시 기능은 등기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구현된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 국가가 등기 의무자인 원천정보보유자에게 법적 형식으로 정보신고

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등기기관이 정보의 수집, 

정리, 심사, 비준과 등기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통일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 정보의 공시 및 공개가 진행되어 검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대중이 회사 정보를 숙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회사 등기의 제도 구축 및 운영의 목적이기도 하다. 여기에서의 등기기

관의 기능은 정보공시 및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경제

체제하의 중국에서는 등기기관의 행정관리인식이 성행되고 공상등기의 

공시기능은 무시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가 갖춰질수록 등기기관의 인식

은 반드시 행정관리에서 공공서비스개념으로 바뀔 것이며 공상등기의 정

보공시기능은 마땅히 중시되어야 한다.

  대외적 정보공시는 기업, 거래상대방 및 공공이익에 적극적 효용을 주

게 된다. 첫째 기업이 공상등기를 통해 공시한 정보는 모두 기업이 확정

하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거래상대방이 공시된 정보에 대해 기

업에 권리를 주장할 때, 기업은 공시된 정보에 따라 합법적인 항변을 진

행하여 자신의 적법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45) 둘째 공상등기의 공시성

은 기업이 공상등기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법률상 등기를 요구한 사항을 

43) 李良德, 泉州工商登记制度改革试点研究[J], 福建：华侨大学，2015, 7.
44) 庄莎莎, 泉州市工商登记制度改革研究[J], 福建：华侨大学，2017, 13.
45) 李良德, 泉州工商登记制度改革试点研究[J], 福建：华侨大学，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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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거래상대방과 사회대중이 기업의 등기부를 열람

함을 통해 기업의 기본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가 어떤 상업 

거래를 종사할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식별한 상황에 따

라 어떤 조건으로 회사와 거래를 종사하는 결정을 해내야 한다.46)

    Ⅱ. 검증·증명 기능

  이어서 공상등기기관은 기업에서 제공한 정보를 심사할 의무를 가진

다. 이로써 등기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 

동시에 등기기관은 기업에서 제공한 등기정보를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

다. 등기기관의 심사행위로는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및 절충적 심사

라는 세 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형식적 심사는 등기기관은 다만 신청인

이 제출한 신청이 법률 부합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실질

적 심사는 등기기관이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의 형식적인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 사항의 진위까지 심사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절충적 심사는 

등기기관이 등기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되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여 부실한 점이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등기를 거절

하는 것이다. 어떤 등기심사제도가 실행되었든지 공상등기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각항 자료를 심사할 때 자료 간 정보의 일관성, 적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도 공상등기관리는 동적경과이기 때문에 회사는 등

기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의무를 가진다. 중국에서 회사는 연간 검사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기관의 공시정보는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 

  등기기관이 회사관련자료를 심사할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변경은 효율성과 동시에 정확성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는데, 양자

의 모순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공상등기의 

46) 张民安. 商法总则制度研究[M]. 法律出版社, 2007,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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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상사주체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에 있으며, 공개된 정보의 진

위여부는 단순히 정부, 즉 등기기관의 심사행위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

는다. 다른 제도나 제도 외의 요소로도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다. 예컨대 연보등록제도(연간 보고서 등록제도, 年报备案制度)，기업신

용종합평가 체제구축 및 공식제도화, 신용박탈징벌체제, 사업주체 스스

로의 의식 제고 및 사회 공중의 자기 판단, 보호능력의 육성 등이 있다. 

다시 말해 형식적심사제도가 가져온 효력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실질적 심사 제도를 택하여 정

부신용평가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신용의식 향

상과 공개체제의 강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47) 심사기관의 심사권에 있

어서는 제3장 제1절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제4절 공상등기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현재 공상등기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있는데, 본 절에서 문

제점과 규율방향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제 3 장,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상세한 전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Ⅰ.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과 규율방향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문제점은 등기의 정확성이 

낮으며, 부실등기 현상이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실행

하고 있는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실질적 심사는 허점이 많으며, 예를 들

어 등기 신청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등기가 지연되고,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부실등기를 조성할 수 있

다. 부실등기의 관련 책임 추궁은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각각의 책임

47) 冯果、柴瑞娟, 我国商事登记制度的反思与重构———兼论我国的商事登记统一立法
[J]. 甘肃社会科学, 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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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부실등기자

(법인과 자연인 포함)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의 확정, 책임부담, 배상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정책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

지 않고 행정감독조치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형사책임의 처벌 범위가 매우 좁다. 등기기관이 부실등기를 조성하여 부

담하여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공상등기제도가 진정으로 바람직하고 최고인 공상등기제도로 되려면 

정보가 우선 질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이 등기를 살

펴봄으로써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여 허위 등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등기의 지연을 초래하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으

면 부실등기의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

적 심사의 폐해가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기능보다 크다고 여기므로 실질

적 심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허위 등기에 대해서는 사후책임부담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허위 등기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 입법상의 구체적인 규정 

설정, 배상 제도의 완비, 신용 시스템의 적용, 개인의 민사 책임 제도의 

건설 등을 통해 민사책임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행정책임의 부담을 구체

화하고, 행정감독조치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형사책임 처벌범

위 확대 및 처벌 강도 가중으로써 부실등기 행위자를 규율한다. 아울러 

등기신청인 외에 등기기관이 부실등기를 초래한 경우, 그의 배상책임에 

대한 추궁도 강화시킨다. 등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형식적 심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회사 등의 주체를 시장에 진출하게 하고, 만약 부실등기 현상이 발견되

면 책임 및 책임자에 대한 명확함과 책임의 가중 등 제도상의 디자인과 

조치를 통해 부실등기 행위를 단속하고 부실등기 행위에 억지력을 부과

함으로써 등기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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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양적 측면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등기된 항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데,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 "회사등기관리조례"에 규정된 등기

사항은 8 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등기 내용의 범위가 매우 좁다. 특히 회

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등기사항이 적거나 주주, 채권자, 거래상대인 등 

이익관계인들이 회사의 구조조정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경제활동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데 불리

하다. 더 나아가 이해관계인의 합법적인 이익과 거래 안전을 보호함에 

이롭지 않다. 그 다음으로 기업에 매우 중요한 정보인 이사, 감사 등 주

요 임원이나 정관을 등기사항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보의 부재가 

공상등기의 공시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보가 정확하지만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면 외부에서 정보

이용자들이 등기를 이용할 때 실효성이 없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유통된 

정보량이 많으면 정보이용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수량상 확

대되면 등기제도의 구성도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구조조정 측면에 

등기사항을 추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즉각 인지

하고 대처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다

른 방면에 중요한 등기사항을 추가하는데, 회사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된 

것들, 대외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등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등기사항을 증가할 때는 등기신청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

도록 주의하고 등기가 지연되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보 공

개의 실효성을 고려할 시 등기 효율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

고 정부는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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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각종 경제 관련 의사결정을 상응하게 내리거나 수정할 수 있는 

동시에 시장 리스크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다.

    Ⅲ. 이용자 편의 증진의 문제점과 규율방향

  등기 신청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여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 신청

인에게 부담을 부여한다. 전자 파일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

식적 심사가 관철되지 않고, 정보 데이터 사이에는 균열이 생겨,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열람의 신청 수속과 절차가 복잡하여 열람 가능한 회

사 정보가 부족하다. 열람 신청자의 신분 요구와 열람 가능한 내용에 대

하여 제한이 과다하고, 열람 신청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

라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가 너무 많다. 이 점은 정보이용자의 정보 조회

에 거대한 불편을 가져왔다. 전자 열람상의 정보플랫폼은 분산되어 있어 

정보 분포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이용자가 조회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규율방향은 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에 접근하기에 편한 이용자가 등기제도에 정보

를 올리고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속하기에도 편리하여야 한다. 우

선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등기 신청의 전자화를 관철하

고 인터넷 전자화 등기의 기본 절차를 설계하여 신청 과정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등기의 전산화에 대한 개

선, 예를 들면 전자 자료의 효력 확인, 형식적 심사권 실시, 등기절차 및 

신청자료 간소화, 신청자료 최적화,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등기신청자의 신청 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보이용자가 편리하게 하기 위

해서는 등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열람권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열람 

가능한 등기 정보, 특히 기업의 신용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조회 신청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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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양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기타 기업정보 공시사이트나 플랫

폼과 연동시켜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데 주력한다. 이로써 정보이용자에

게 기업정보를 조회할 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Ⅳ. 소결

  중국에서 공상등기는 주로 양쪽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선은 공

상등기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으로는 정부이다. 공상등기를 이용하

는 사람은 등기신청인과 정보이용자로 나눌 수 있다. 등기신청인은 공상

등기의 주체등기를 통해 주체자격과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

여 거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등기를 통하여 특수 업계의 경영에도 

종사할 수 있다. 정보이용자는 공상등기가 공시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후 이로써 해당 기업과의 거래 여부, 어떤 조건

으로 거래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상등기를 이용하여 기업의 

관련 정보를 등기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거시적인 조절·제어를 진행하면

서 시장거래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공상등기제도의 이상

은 이 삼자의 이익을 고려의 전제와 기준으로 삼고 이 삼자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물론 공상등기를 구축하고 개혁하

는 과정에서 이 삼자 사이에서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삼자의 이

익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익을 최대화 할지는 이상적인 공상등기제도를 

추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처하고 있는 특색 사회주의 단계로부터 보면 중국의 이상적인 

공상등기제도에는 우선 거시적인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등기 

효율의 제고, 시장 거래 안전의 보장, 상사주체의 신속하고 편리한 시장 

진입, 시장 활성도의 향상과 국가 감독으로부터 시장 자체 조절 및 관리



- 35 -

로의 전환 등이다. 중국은 공상등기를 어떤 길로 발전하고 개혁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에 토론하던 세 가지 문제점과 규율방향을 종합하면 이상적인 공상

등기제도의 구상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일단 공상등기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질적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기업한테 무조건 많고 정확한 정보

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영상 비밀 유지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된 상태에서, 양적·질적으로 현재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편리를 증진하는 것, 즉 양자의 조

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등기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러므로 이 방향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상세하게 보겠다. 첫째는 정

확성 제고에 대한 쟁점이고, 둘째는 양적인 확대에 대한 쟁점이며, 세 

번째는 편리가 증진하는 데에 대한 쟁점이다. 본문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 논문의 첫 번째 규율 방향에서 부실등기를 억제하기 위하

여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두 번째 규율 방향에는 정보의 양적 측면으

로부터 출발하여 양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단 현행법상의 등기사항을 소개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회

사의 구조조정과 그 밖의 등기사항 확대 필연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기의 결론을 도출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

상등기제도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세 번째 규율 방

향에서는 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어떤 좋은 개선방안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면서 등기의 전산화,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

템의 보완 등 방향에 대하여 전개하려고 한다. 중국 공상등기제도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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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다 좀 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등기제도로 개혁하고 갱신하기 위하

여 다른 나라의 우수 예시를 빌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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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의 질적 측면 : 정보 정확성의 제고

제1절 현행 제도 :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Ⅰ. 중국의 실질적 심사권 현황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상등기의 실질적 심사권은 등기기관이 신청 자료

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심사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은 신

청 자료의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지 즉 신청 자료 진실 여부를 대조 검

사하여야 하고, 신청 자료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즉 신청 자

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신청 자료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

는지 즉 신청 자료 유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 

심사권은 신청 자료의 내용, 곧 실질적 요건의 진실·합법·유효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신청인이 기업등기를 취득하는 실질적 조건을 갖고 있는

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 문건의 주주 서명에 대해

서 실질적 심사는 주주의 성명은 해당 주주가 사인한 것 인지를 조사·

확인하고 해당 서명의 법률적 효력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48)

  중국에서는 공상 행정 기관이 회사 등기를 주관하는데 이것은 행정기

관의 주관 형식이다. 일단 중국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에 유관되는 현재 

실행되어 있는 법률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장기간으로 심사관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식, 즉 

실질 심사 기준을 채택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절충 심사 기준으로 바

뀌었다. “회사등기관리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8) 陈彦峰、钱力军, 对企业登记实质审查若干问题的思考[J]. 中国工商管理研究, 200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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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a. 신청문건,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회사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 보정 문건 및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수리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b. 신청문건,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지만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하기

로 결정하여야 하며, 확인 필요한 사항, 이유 및 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49) 또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 자료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受理일로부터 15 일 내에 등기 허

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50)

  국가공상총국의 “기업등기 절차 규정” 제 9 조, 제 11 조에는 더 상세

한 규정이 있다.51) 이 규정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충 기준인데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신고한 등기 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

를 적용하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는 이것은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실질적 심사 기준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실천 경험

으로부터 보면 등기기관이 심사 요구에 의하여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 실질적 심사가 탁상공론이 될 수 있게 된다. 등기기관

은 한편으로는 권력에 대한 추구 및 지대 추구를 고려하여 실질적 심사 

기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면책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 

심사 의무만 부담한다고 표방하는 경향이 있다. 상하이시 충밍현(崇明县) 

49)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51조 제1관 제1, 2항 참조. 
50)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53조 제2관 참조.
51) 第九条　登记机关收到登记申请后，应当对申请材料是否齐全、是否符合法定形式进
行审查。申请材料齐全是指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依照企业登记法律、行政法规和规章
公布的要求申请人提交的全部材料。申请材料符合法定形式是指申请材料符合法定时
限、记载事项符合法定要求、文书格式符合规范。
   第十一条　 企业登记机关认为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的，应当派两名以
上工作人员，对申请材料予以核实。经核实后，提交“申请材料核实情况报告书”，根
据核实情况作出是否准予登记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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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에서 심리한 공상등기기관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에서 인민법원은 ‘충런현(崇仁县) 공상행정관리국이 주주 서명의 

진실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신중한 심사 의무를 거치지 않

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기관이 한 회사 주주 변경등기는 위법’이

라고 판단했다.52) 이 판례에 따라 중국의 공상등기제도에는 실질적 심사

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질적 측면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등기관이 심사할 때 정확한 

정보만 걸러서 하면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경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허위 정보가 등기되지 않도록 하려

면 사전에 실질적 심사권으로 막을 수 있지만 실시할 때 곤란하다는 한

계가 있다. 즉 실질적 심사권은 부실한 정보가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도

록 막아버리는 것이지만 폐단이 있다. 

    Ⅱ. 실질적 심사권의 폐단

      1. 등기신청인의 부담 가중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면,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회사등기관리조례”제 52 조 제 2 항53)에 따라 등기신청

인은 등기기관이 공지한 시간에 다시 등기기관 소재지에 방문하여 조

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서 실질적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

여 등기신청인은 등기 자료의 적법성, 합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

52) 中国裁判文书网（China Judgements Online）:一审：（2010）崇行初字第7号,　二
审：（2011）抚行终字第42号。
53) 《公司登记管理条例》第51条第2项：“申请文件、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但公
司登记机关认为申请文件、材料需要核实的，应当决定予以受理，同时书面告知申请人
需要核实的事项、理由以及时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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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등기신청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원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등기기관

이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해서 엄격한 

실질적 심사 원칙을 채택하는 동시에 등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법정대표자 및 주주가 등기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

문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등 일련의 요구를 제기한다면 이는 등

기신청인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다면 1. 등기신청인이 등기기관에 여러 차례 왕복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인이 더 많은 등기신청 자료와 등기 재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와 뒷받침 재료를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3. 실질적 

심사의 절차가 복작하고 번거로워지는데 이것은 등기신청자에게 더욱 많

은 부담을 줄 것이다.

      2. 등기의 지연 

  실질적 심사는 긴 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진다. 베이징시의 경우에 따라 2017 년에 발급한 영업집조는 138.7 만 개

에 이르렀다.54) 따라서 등기기관이 매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건수가 

매우 거대하므로 모든 신청에 대해 엄격한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 

자료의 서명 또는 도장을 모두 감정한다면 작업의 효율은 짐작할 수 있

다. 아울러 신청서류에 대한 사법 감정의 진행은 물론 신청인에게 공증

을 요구하는 것도 막대한 시간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밖에

도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이 일부의 공식적인 문서라면, 등기기관은 이 

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신

청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4) 2017년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업무 총화에 참조. 2017年北京市工商行政管理
局工作总结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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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질적 심사권의 실시를 감독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에 등기기관과 

등기관의 책임을 증가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책임은 등기기관이 회

사의 신청 행위에 더욱 많은 규제를 설치하게 함을 초래하고, 이는 등기 

효율이 낮아지고 지연되는 현상을 가중시킨다. 

      3. 부실한 ‘실질적 심사’로 인한 부실등기 만연

  현재 중국의 공상등기제도에서 규정한 실질적 심사가 정작 ‘실질적’

이란 말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 심

사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상등기기관은 반드시 기업등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사실적 관점에서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기관의 실무

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인식 수준과 문제 분석 능력을 요구하며, 아울러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하여 실증적 현지 조사가 필요한데, 중국의 기업 등

기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등기기관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과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도 등기기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역량과 수준을 

요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신청 요건을 적법성, 유효성과 진정성으로부

터 전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없어, 실질적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부

실등기가 폭주하고 기업등기의 안전과 효율성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본래 등기관에게 실질심사권을 부여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부실 등기를 초래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등기 등재 시 실질적 심사제도를 이용한다고 하

더라도 정작 관리·감독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등기기관 및 

등기 담당자의 직권남용, 권력을 이용하여 일삼는 부패행위(权力寻租)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작 ‘실질적 심사’란 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4. ‘부실등기’로 인한 손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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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관과 그 담당자는 부실한 실질적 심사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기되는 사항은 강한 공신력을 갖지만, 등

기기관과 그 담당자들은 수많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족한 처리 능력으로 

빈번한 실수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이 등기를 의뢰한 거래상대방이 받은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등기기관과 그 인원

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기관과 그 담당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등

기 관련 행정소송 중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정작 제대

로 해결된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5)

    Ⅲ. 실무상 실질적 심사권의 문제점 

      1. 주주서명 실질적 심사권 부여 여부

  앞서 살펴본 상하이시 충민현 인민법원이 등기신청 서류에 대한 실질

적 심사권이 심판한 등기관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원고인 조국양(赵国良)은 보유한 푸싱이회사(福星公司)의 지분을 타인

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어떠한 형식의 지분 양도 협의도 체결하지 않았

으며, 푸싱이회사 제출한 2009 년 4 월 5 일 장시성 숭인현(江西省崇仁县) 

푸싱이실업발전 유한회사(福星实业发展有限公司)의 주주회 결의 및 세부 

2009 년 4 월 10 일 지분양도계약에 조국량(赵国良)의 서명은 모두 허위 

서명이지, 조국량(赵国良) 본인이 사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신청등기자료

로 간주되었다. 

55) 叶钦, 论企业登记审查制度[J]. 北京: 中国政法大学, 20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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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기서류는 숭인현(崇仁县)공상국에서 2009 년 4 월 14 일 푸싱이회

사에 대하여 회사주주(지분)등기를 변경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므로 

현(县) 공상국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사실이 분명치 않아 주요 증거가 

부족했다. 푸싱이회사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서류 제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县) 공상국은 주주 서명의 진

실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신중한 심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것은 잘못이 있었다. 

  본 사건의 초점 문제는 피고인 숭인현(崇仁县) 공상행정관리국이 주주

변경 등기 시 신중한 심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해당 주주 변경등기

가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다. 즉 공상행정관리국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

하여야 하는가 여부, 공상등기관리국이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합의체에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피고인 숭인현(崇仁县) 공상행정관리국이 신중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처리한 회사 주주 변경등기를 위반으로 보고 있

다. 공상행정기관은 신고서류의 완전 및 완비 여부, 또한 법정형식에 부

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 일반원칙 중 합리적

인 행정원칙에 의거하여 등기기관의 판단과 식별 능력을 한도로 보고 전

문적인 범위에서 신고서류의 서명 날인 등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신중

한 심사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안에서 피고는 제 3 자가 제출한 

조국량(赵国良)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 회사주주회 결의와 지분양도협의

서에 대한 신중한 심사직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회사주주 변경등

기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 확인을 하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피고인 숭인현(崇仁县) 공상행정관리국이 법정 직책을 

다하여 처리한 주주 변경 등기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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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는데, 즉 서류가 완전하고 

완비했는지 여부, 법정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신청서류

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엄격한 형식적 심사기준을 적용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등기주관기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

성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

국의 답변(工商企字【2001】제 67 호 답변)56)에 따라 등기 주관기관의 책

임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와 증명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신청 

자료와 증명 서류 및 그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신청서류와 증명 서류가 진실하지 않

아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등기주관기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이것은 형식적 심사설의 중요한 근거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실질적 심사권이 존재하고, '회사등기관리조례' 

제 51 조 제 2 항57)도 등기기관에게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사실 확인

의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합의체는 첫 번째 의견을 채택하였다.58)

  

  그러나 필자는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

의 허위 서명은 사법 감정을 통하여 검사한 것이며 공상기관의 담당자들

은 육안으로만 서명의 진위를 구별해 낼 수 없다. 처음부터 서명의 진실

성을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는 주주 수가 비교

적 적은 경우 가능한 한 전체 주주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 특히 원래의 

주주와 새로운 주주가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직접 출석하지 않

56)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登记主管机关对申请人提交的材料真实性是否承担相应责任
问题的答复（工商企字〔２００１〕第６７号）
57) “회사등기 관리조례”제 51 조제2항: 신청문건,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
합되지만 회사등기기관이 신청문건,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며, 확인 필요한 사항, 이유 및 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58)  中国裁判文书网（China Judgements Online）:一审：（2010）崇行初字第7号,　二
审：（2011）抚行终字第4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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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현장에 출석한 자에게 원래의 주주의 위임 위탁서 및 신분증 원본

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회사 명의로 신청하여 인장

을 찍어야 하려면, 회사의 주주회 결의나 전체 주주의 일치된 동의를 받

은 기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는 사실 확인을 거쳐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는 서명 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안 문서 속의 서명

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관찰, 문의, 비조 등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의 주주가 직접 현장에 도착하도록 요

구하거나 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이런 일련의 절차와 요구는 등기기관의 업무량을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책임과 부담도 많이 증가시켰다. 등기기관에게 전혀 모르는 

서명을 일일이 비교하여 정확도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

다. 또 등기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

는 것은 등기기관에게도 지나친 요구일 수 있고, 실무자들에게도 마찬가

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에게 현장에 가서 서명을 하거나 일련의 증

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등기신청인에게 부담을 더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등기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등기 건수도 많기 때

문에 서명 하나하나에 대하여 상술된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등록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면, 등기시간이 지체되어 효율적 

업무 수행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부실등기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등기를 실

시한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실등기를 취

소, 벌금을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형법 위반 시 형사책임에 처하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실등기에 부과한 책임부담은, 아래 후술할 부

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기관이 실질적 심사 책임

을 부담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아 부실등기가 초래된 책

임을 등기기관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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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문건의 기초 법률관계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 부재

  원저우화리그룹 유한회사(温州华利集团有限公司)가 창남현(苍南县) 공

상행정관리국을 기소한 공상행정등기 사건에서, 피고 창남현(苍南县) 공

상행정관리국은 신청을 심사하는 기간에 원고인 회사 원래의 법정 대표

인 소씨(苏某)가 화리회사(华利公司)의 법정 대표인 변경 등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서 공상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1) 화리회사(华利公司)가 2014 년 1 월 5 일에 거행한 임시 주주회가 회

사법 규정에 따라 전체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 임시 주주회 기록

에 기재된 회의 참석 인원과 현장 표결 인원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두 명의 주주가 실제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3) 임시 주주회 3 명의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주식은 실제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공상국에서 이 회사의 신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

기므로 원고 회사의 등기신청을 거부했다.

  창난현(苍南县) 공상국의 답변에 대해서는 원고인 화리회사(华利公司) 

측은 이 회사 임시주주회가 이미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했으며 통지가 위

법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화리회사(华利公司) 측은 일부 주주가 

주소를 변경한 후 회사에 제때 알리지 않았는데 그들에게의 통지를 제대

로 하지 못한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 개인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고, 일부 주주가 통지 택배 수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주주회에 출석하지 않은 법적 결과를 감당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주주 주씨(周某), 소갑(苏甲)이 주주회의 결의의 내용에 동

의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서명은 모두 본인의 서명으로 확인되고, 두 사

람은 사전에 이미 지분결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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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명하는 행위는 주주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

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화리회사(华利公司) 측은 또 주주의 실제 지분 보유 상황의 변화가 사

실인지 아닌지는 공상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상국에서 직접 심사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공상국의 권한은 신청서류는 허위 위조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것인데, 그 외에 진일보하여 심사를 진행

한다면 법률 권한을 초과할 것이다. 이것은 공상국이 주주회 결의 효력

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계되는데, 회사법이 이

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주회 결의를 철회할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창남현(苍南县) 공상국은 "기업등기절차규정"59) 규정에 의거하여 그가 

실제 내용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회의 

소집 통지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화리회사(华利公司)

는 형식에 따라, 어떤 통지가 반송되고 반송된 이유도 묻지 않아,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주주회는 실제 출석 인원과 

기록 인원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공상국에서 심사하여야 할 범위라는 

것이다.

  쌍방의 쟁의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2014년 1월 5일 주주회 결의는 주주의 서명 경우로 살펴보면 11명 주

주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54.94%를 차지하여 이미 과반수 의결권을 

59) 《企业登记程序规定》第三条: 企业登记机关依法对申请材料是否齐全、是否符合法
定形式进行审查。根据法定条件和程序，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的，依法
进行核实。 “기업등기절차규정”제3조 : 기업등기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류의 
완비 여부, 법정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실 확
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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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주주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비록 주주회가 열린 후 주주 2명이 추

가로 서명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이 의결 방식은 법률 및 정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서명이 진실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서명의 효력

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법원의 의견에 따라 공상국은 회사 법정 대표인의 등기기관

으로, 화리사(华利公司)는 법정대표인의 변경을 결정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공상국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며, 그 변경 결정은 법률 및 정관 규정

에 부합하므로, 공상국은 응당 법에 따라 등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에 

의거하여 공상국이 등기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

은 잘못이며, 화리회사(华利公司)가 해당 등기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피

고에게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하여, 이를 지지하여야 하여, 법원은 

결국 상술된 판결을 내렸다. 공상국은 실제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할 권리가 없다.60)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지지했고, 등기신청인

이 제공한 심사자료의 기초적인 법률관계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공상국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이 관점에 찬성한다. 피고 공

상국은 임시주주회의 통지, 주주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등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서류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로 원고의 

변경등기 신청을 거절했는데, 이 심사 행위는 공상국 심사의 법률 권한

을 초과했기 때문에 등기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 

공상국에 신청 서류의 기초 법률관계의 합법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다면 등기신청인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이며, 본안과 같다. 동

시에 원고의 변경등기 신청을 거절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

   

60) 中国裁判文书网（China Judgements Online）: 温州华利集团有限公司诉苍南县工
商行政管理局工商行政登记一案在苍南法院审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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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자의 이의 제기를 통한 등기 기각 권리 부재

  린리현(临澧县)에 있는 한 의약유한책임회사(이하 의약회사)가 2001 년 

9 월 설립했는데, 신모(辛某)와 샤오모(肖某)는 모두 이 회사의 주주이다. 

신모(辛某)는 2014 년 4 월 6 일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원래 가치 

30000 원에 샤오모(肖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일 회사는 

주주회를 열어 신모(辛某)와 샤오모(肖某)의 지분 양도를 의결하여 통과

했다. 신모(辛某)가 다른 사람과 민사 분쟁을 일으켰는데 법원은 양도대

금 30000 원을 인출하고 양도 행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2015 년 6

월 29 일, 의약회사가 공상국에 신청을 하여 신모(辛某)와 샤오모(肖某)의 

지분양도에 대한 등기변경을 요청하였다. 공상국은 2015 년 7 월 1 일 지

분양도자 신모(辛某)가 서면상의 이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의약회사의 

주주변경 신청을 기각하였다.

  공상국의 등기 기각 고지서가 나온 후, 의약회사가 불복하여, 결국 공

상국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 년 7 월 7 일, 의약회사는 린

리현(临澧县)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기본적인 심사를 거친 

후 바로 사건을 접수하였다.

  7 월 31 일, 린리현(临澧县) 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 심리하였다. 재판에

서 의약회사는 자신이 이미 규정에 따라 완전한 등기신청 자료를 제출했

고, 관련 자료가 진실이고 합법이므로 신모(辛某)가 제기한 이의가 공상

국이 등기를 기각하는 법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에 따라 원

고를 위하여 주주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자기의 소송주장을 견지

했다. 피고 공상국은 지분양도자인 신모(辛某)가 이의를 제출하는 것은 

지분양도에 관하여 양수인 측과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민사 

분쟁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 등기의 변경을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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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리현(临澧县)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주변경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신청문건,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므로 피고는 마땅히 원고를 위하여 

주주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인 신모(辛某)가 서면상의 

이의를 제출하여 피고가 신청문건과 자료를 사실 확인하여야 하더라도,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지분양도 자료는 이미 인민법원의 발효된 재정을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신청문건과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원고를 위하여 주주변경등기를 하여

야 한다.61)

  

  제 3 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법원의 발효된 재정을 통하여 확

인된 자료에 대해서는 공상등기기관에서 여전히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고 

본다. 공상국은 제 3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이유로 등기신청인의 등

기를 거절할 수 없다.

    Ⅳ. 소결

  실질적 심사권을 등기관에게 부여하면 통상적으로 등기 정보의 정확성

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등기 정보의 정확성 제고도 좋지만 실질적 심

사권의 부여로 인해 등기가 지나치게 지연이 된다. 앞부분‘공상등기의 

규율 방향’에 언급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등기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제약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필자의 관

점은 중국의 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다. 중국 제도개혁의 방향은 형식

적 심사기준을 선호하는데 국무원에서 발행한 “등록자본 등기 제도 개

61) 章琦, 异议成为不予登记当然理由, 医药公司状告工商部门胜诉, 临澧县人民法院, 
2015.08.20. 湖南法院网 (인터넷 주소 : http://hunanf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5
/08/id/1693707.shtml 2018.10.8.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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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방안”은“시장 주체의 민사 권리를 존중하며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 환절 중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를 실시하겠다.”62)

라고 명확히 했다. 

제 2 절 부실등기 발생 시 해결 방안

    Ⅰ. 부실등기의 개념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부실등기가 나타나는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리하여 부실등기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

다. 공상등기에서 부실등기는 등기사항이 실제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등기자본이 원래 법적으로 규정한 자본 금액

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

가 지분을 가지지 않는 자연인을 주주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서류의 서

명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63)

    Ⅱ. 현행법에서의 제재 방식 

      1. 서설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를 진행하는 주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

기신청인의 책임과 제재 방식만 토론하고자 한다. 

      2. 민사책임

62)《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三、严格市场主体监督管理，依法维护市场秩序 
（三）尊重市场主体民事权利，工商行政管理机关对工商登记环节中的申请材料实行形
式审查。
63) 张瑞, 商事登记中的不实登记[J]. 西南政法大学学报, 2009(1).



- 52 -

  부실등기가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를 준 사람의 민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더 마땅히 중국의 민

법에 의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

국의 상사법은 “회사법” 제 214 조에서만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

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벌금과 벌과금을 납부하여

야 할 때, 그 재산으로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

을 먼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사법”은 단지 

회사가 민사 배상을 부담하는 동시에 벌과금도 납부하여야 할 때 민사 

배상이 더 우선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론 부실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회사는 마땅히 먼저 손해를 받은 상대방에

게 배상한 후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64) 이로부터 부

실등기를 한 책임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

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민사책임에는 법률적 허점이 있는 것이

다.65)

      3. 행정책임

  중국 “회사법” 제 199 조에서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자본

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허위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사기

적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등기를 하였을 경우, 회사등기기

관은 시정할 것을 명하고, 등록자본금을 허위 신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한 등록자본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적

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사기적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긴 

회사에 대하여는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정상이 엄중할 경우, 회사등기를 철회하고 영업집조를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제 30 조에는 “기업법인

64) 张瑞, 商事登记中的不实登记[J]. 西南政法大学学报, 2009,(1).
65) 王晓娟, 公司登记不实的法律问题研究[J]，湖南：湖南师范大学,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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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기주관기관은 정황에 근거하여 

각각 경고·벌금·불법소득물수·영업정지정비·<<기업법인영업집조>>

압수·취소의 처벌을 내린다. (一) 등기 과정 중 실제 정황을 은폐하거

나, 거짓을 꾸미거나 혹은 등기 허가 없이 임의로 개업하는 경우; (二) 

주요 등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혹은 심사하여 등기한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 10 장 법적 책임에서 제 63 조에 따르면 등록자본을 허위 

신고하고 회사등기를 사취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기기관은 그 시정을 명

하고 허위 신고한 등록자본금 5% 이상,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또

한 제 64 조에서 허위증명문건을 제공했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고 회사등기를 사취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기기관은 그 시

정을 명하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에

서 살펴보았듯이 경위가 엄중할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

를 말소시킨다고 하는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관

련 조항에서 ‘경위가 엄중할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

다.

  2018 년 11 월 1 일, 공상국 법조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등기

를 편취한 사건을 막 처리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봉홍가업

과학무역우한회사(北京峰鸿家业科贸有限公司) 등 26 개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등기를 하였다. 현재 베이징공상국은 

이미 법에 의거하여 이 26 개 회사에 대하여 영업집조를 말소시키는 행

정처분을 실시했다. 26 개 회사가 제공한 회사 주소증명은 허위적임이 

증명되어 있으며, 회사주소가 있는 장소의 소유권자나 권한 피수여자가 

베이징봉홍가업과학무역우한회사(北京峰鸿家业科贸有限公司) 등 26 개 회

사와는 관련 주택에 대한 세가문권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상술된 회사

에 회사의 직인을 찍은 공상 등록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적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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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6) 이 사건에서 영업집조를 말소시키는 행정처벌을 통하여 부실등기

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정보공시 측면의 행정처벌을 살펴보면,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

용상실 기업 명단관리 잠행 방법” 제 5 조에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 급(县级)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엄중 위법

으로 인한 신용 상실 기업명단67)에 포함시켜 관리한다.（二） 허위자료 

또는 기타 사기수법을 이용하여 중요 사실을 은폐 제출하여, 회사의 변

경 또는 말소등기를 취득하고, 등기가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용상실 기업명단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용상

실 기업명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적 신용과 명성의 감손으로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손실은 간접적 손실에 해당

하여 행정 처벌이 당사자에게 가하는 직접적 제재와 일정한 차이가 있

다.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용상실 기업명단의 신용 제약 매커니즘은 행

정상대자의 신용상실 기록과 행정 집법(执法) 결과를 누계한 후 행정상

대자에게 권익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는 혁신적인 행정규제 활동

이다.

      4. 형사책임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제 30 조에 따라 (一) 등기 과정 중 실제 정

황을 은폐하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혹은 등기 허가 없이 임의로 개업하

66) 陈琳, 提交虚假材料骗取登记 北京市26家公司被吊销执照, 2018.11.2.
67)《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第三条：本办法所称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
管理，是指对列入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的企业实施信用约束、部门联合惩戒，并通过
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엄중 위법으로 인한신 용상실 기업명단 관리 
잠행방법”제3조:본 방법에서의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용 상실 기업의 명단관리는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용 상실 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신용규제 및 부서 
합동 징계를 실시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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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회사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증명문서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기망의 수단으로 등록자본을 허위보고함으로써 회사등기 

주관부서를 기망하여 회사등기를 취득한 경우, 허위보고한 등

록자본 액수가 크고, 결과가 엄중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

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

고, 허위보고한 등록자본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는 벌금을 선

고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159조 회사발기인, 주주가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페, 실물 또

는 재산권 등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출자하거나 또는 회사 

성립 후에 그 출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간 경우, 액수가 매

우 크거나 결과가 중대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허위출자

는 경우. (二) 주요 등기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혹은 심사하여 등기한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기업법인을 상기 규

정에 따라 처벌 시,  형법에 저촉된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68) 중국“형법”제 158 조, 제 159 조와 제 162 조에서 각각 

등록자본허위보고죄(虚报注册资本罪), 허위출자 및 출자인출죄（虚假出
资、抽逃出资罪）과 청산방해죄 및 허위파산죄(妨害清算罪、虚假破产罪)

를 규정하고 있다. 

68) 《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第30条：企业法人有下列情形之一的，（一）登记中隐瞒
真实情况、弄虚作假或者未经核准登记注册擅自开业的；（二）擅自改变主要登记事项
或者超出核准登记的经营范围从事经营活动的；触犯刑律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
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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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또는 함부로 인출해 간 출자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

의 10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부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는 벌금을 선

고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

한다.

제162조 회사,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회사, 기업의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회사, 기업이 재산은닉, 허위채무의 부담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 처분하고, 거짓파산을 행하여 채권자나 

다른 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직

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Ⅲ. 문제점 및 입법적 시사점

      1. 서설

  부실등기의 책임부담에 대해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분석하려 

한다. 하나는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처벌을 통하여 부실등기

를 한 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실등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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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실등기로 인해 초래된 사법적 효력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 한다. 

      2. 민사책임의 확인과 보완

        가. 민사배상책임의 확인

  중국 공상등기에 관한 법률법규에는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실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의 민사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아울러 등기신청인의 부실등기 책임부담은 주로 회사 설립등기 때 

등록자본 허위신고, 출자 인출 등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69) 하지만 거래

가 활발한 현대 시장경제에서 이 같은 규정은 정보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매우 크다. 

  

  프랑스에서 등기 위법 행위가 초래한 민사책임은 주로 손해배상으로 

구현된다. 누구든 프랑스 상사 등기기관에 등록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

기만 하면 그들이 등록등기를 신청할 때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가능한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 등기를 했을 때 자기의 부작위 또는 등기 신청할 내용의 부정확 혹

은 불완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은 경우, 곧 자신의 부작위 

또는 잘못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0) 이와 같이 중국에서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손

실을 초래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회사법”이나 “회사

등기관리조례”에서 허위 등기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어야 한

다. 부실등기를 한 회사와 회사의 직접적 책임자가 손해를 받은 자에게 

69) 《公司登记管理条例》第 63 条-第 70 条，《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第 30 条的
相关规定。 
70) 张民安, 法国商事登记制度研究[J]. 商事法论集第11卷, 20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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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민사책임의 추궁에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민사책임은 행위자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피해자에게는 구제가 된다. 

"민법통칙"제 134 조에서 규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다음

을 포함한다. a. 침해를 정지함; b. 방해를 배제함; c. 위험을 제거함; d. 

재산을 반환함; e. 원상회복함; f. 수리, 재제작, 교환; g. 위약금을 지급

함; h.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함; i. 손해를 배상함; j. 예를 갖추어 

사과함. 이상의 민사책임 부담의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병행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71) 의심할 바 없이, 마땅히 손해배상을 등

기부실의 주요 책임방식으로 해야 하되, 부실등기 피해자의 배상구제 경

로가 명확하지 못하다. 단일한 배상책임은 부실등기자의 위법 원가를 올

리기에 부족하고 예방과 경고의 역할을 하기에도 불리하다. 

  부실등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있다. 회사가 성립되지 않았

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회사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경

우이다. 회사의 법인주체자격이 소멸된 경우, 등기부실의 행위가 일부 

주주의 소행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 가능한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해

당 주주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회사의 모든 주주는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기타 과실이 없는 주주는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회사 정관에 의하여 행

위자의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후자의 상황에서 등기기관은 신청인

에게 관련 자료, 예컨대 회사 회의기록, 청산자료, 재산권 이전 증명서 

등을 보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주주는 미납 또는 완전히 납부하지 

71) 《民法通则》第134条: 承担民事责任的方式主要有:1、停止侵害2、排除妨碍3、返还
财产4、消除危险5、恢复原状6、修理、重作、更换7、支付违约金;8、消除影响、恢复名
誉9、赔偿损失10、赔礼道歉。以上承担民事责任的形式,可以单独适用,也可以合并适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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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본을 보충 납부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대외적으

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의 주주, 채권자, 거래상대방 등 제 3 자는 

회사나 회사책임자에게 배상을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법원에서 위법사실을 인정한 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

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 보유 시간과 비율을 제

한하여야 한다. 

  배상의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에 근거하며, 직접손실과 간접손실

을 포함한다. 즉, a. 제 3 자가 부실등기를 신뢰하므로 초래된 손실; b. 

제 3 자가 부실등기를 신뢰하므로 등기신청인과 거래하기 위하여 지불한 

실제 비용; c. 제 3 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d. 제 3 자

가 부실등기를 신뢰하므로 초래된 손실의 기대 가능한 이익, 예건대 은

행이자의 손실 등이다. 피해자의 실질적 손실 확정 불가 시 부실등기자

의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 회사 내부 직원이 단기거래(당일거래)에 종사하거나 이사, 경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규제하는 개입권 제도를 등기부실의 배

상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 개입권은 회사가 법 규정에 

따라 향유하는 회사책임자가 법정의무를 위반하는 특정 행위로 얻은 수

익이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권리로서, 회사법이 회사에 부여한 특수 

구제 방법이다. 72) 회사책임자 배상책임과 함께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1. 회사책임자의 수익은 피해자의 손실보다 많

은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개입권만 행사하여 회사책임자의 

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2 회사책임자의 수익은 피해자의 손실보다 

적을 때,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개입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회

사책임자에게 잔여 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72) 裴绪胜, 论上市公司归入权法律适用及其完善[J]. Value Engineering,价值工程, 
20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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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용시스템의 구축 

  영국은 전국에서 네트워킹하는 개인 신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개

인의 상업적 신용에 대한 교육을 장기간 중시함으로써 성실 신용, 공평, 

공정, 자원, 평등 등의 관념이 각인되고 사회 경제 질서가 양호하여 등

기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의 진실성을 크게 보장하는 동시에 등기의 효력

을 제고하였다.73) 사회보장카드, 개인 신분증 등의 정보를 네트워크하고, 

세무국, 은행, 세관, 공상국 등의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업, 주

주, 경영자의 신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발

전된  개인신용제도를 상하이에서 이미 먼저 세웠다.74) 

  이러한 변화와 개선, 그리고 중국 회사의 등기현황을 감안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먼저, 전국신용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야 하며, 회사책임자와 등기신청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부서

가 설립한 기업신용뱅크 또는 동업 조합의 개인 정보 시스템에 기록을 

할 수 있음으로써 기업신용뱅크, 동업 조합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시스템

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여, 위법행위자가 3년 혹은 5년 내에 같은 직무를 

담당할 자격을 취소한다. 또는 자연인(회사책임자, 이사, 주주, 발기인, 

대리인 등)이 부실등기를 실시하거나 참여한 개인 책임을 확인할 수 있

다면 개인 신용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3년 또는 5년 내에 같은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

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제한명령을 통하여 대출한도, 출국행

위, 항공기 이용 등 고급교통수단, 대외투자, 주택 및 고급상품 구매 등 

측면에서 부실등기자에게 제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배상책임 외에 신용

등급을 낮추고 신용등급 하락의 대응조치도 실시한다.

73) 肖建民, 英国公司登记制度及其启示[J]. 中国工商管理研究, 2002(2), 33.
74) 肖建民, 英国公司登记制度及其启示[J]. 中国工商管理研究, 2002(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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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커니즘을 통해 회사 등기기관은 등기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고 국가의 권위를 통하여 회사 공개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컨대 등록자금 액수와 회사의 실제 자금 액수의 일치를 걱

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은 대출을 할 때도 회사의 일상적인 신

용상태에 근거를 두고, 등록자금이 많다는 것에만 근거하여 비교적 많은 

대출한도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기타 시장주체가 회사와 거래하기 전

에도 공상부서나 국가기업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 회사의 신용상태

를 조회하여 회사와의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할지 여부 및 비즈니스 활동

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책임자, 등기책임자는 사리를 고려하면서 회사와 

자신의 신용을 수시로 지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사회적 신용이 비교적

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회사의 신용과 개인 신용이 긴밀하게 결합되는 메

커니즘을 통해, 회사의 행위와 개인의 신용을 연계하고, 사회 정보 자원

의 공유로써 회사의 신용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실현할 수 있

다.75) 예를 들어 회사의 부실등기행위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

면, 회사가 경영상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어느 엄중한 정도가 되면 회사의 일부 상사 활동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등기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

하면 회사의 주식 발행, 자금 조달과 규모 확대를 제한할 수 있고, 대형 

프로젝트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하여 그의 상업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목적은 민사 배상을 위주로, 사죄, 임직 자격 취소, 회사와 개

인의 신용등급 강등을 결합한 다양한 민사책임 방안을 추구하고 신설하

기 위한 것이다.

        다. 발기인과 이사에 대한 민사책임제도의 구축 

75) 关媛媛, 中国商事登记立法研究[D]. 西南政法大学, 200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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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국의 현황 및 필요성

  미국에서 판례법과 성문법은 이사와 임원이 그들의 회사에 대하여 주

의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그들은 마땅히 일반 의미상 적당히 신중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신중, 주의, 숙련의 정도를 반

드시 발휘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만

약 이사나 임원이 등기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질의권을 통

하여 회사책임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본주(국)의 

어떤 고급 직원과 이사라도, 본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고 충분하

게 주무장관이 본 법령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기한 질의를 답하지 못

하거나 거절한 경우, 혹은 그들의 서명을 거쳐 주무장관에 올린 어떤 조

항이나 성명, 보고서, 신청 또는 기타 문건에 실질적인 오류가 있음을 

아는 경우, 이 서명자가 이미 경범죄를 범했다고 간주하여야 하며, 죄를 

정한 후에 약간의 벌금을 처벌하여야 한다.76)

  대만도 위법행위 책임주체와 권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이사가 회사 등기업무 이외의 행위를 수행하

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연속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그 행위를 정지시키거나 주주회 결의를 통해 해

당 이사를 해임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회사의 책임자는 이사

를 가리킨다. 직무집행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리인(经理人) 또는 청산인,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감사인, 검사인, 회사정리인 또는 정리감독인도 

회사책임자로 간주한다.77)

76) 苗壮. 美国公司法一一制度与判例[M]. 法律出版社, 2007, 68.
77) 廖大颖. 公司法原论[M]. 台湾:三民书局, 2006,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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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일본 “상법” 제266조의3 제1항에서는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서

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78)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상법” 제401조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9)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중국의 부실등기 민사책임도 더 명확히 해야 하고, 특수한 충

성주의 의무와 집행직책에 근거하여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 주체는 마땅

히 자연인 위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발기인, 이사 등이다. 부실등기의 

민사책임은 회사만 책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부실등기의 결정과정 및 

실시과정에서 작용하는 자가 자연인이므로 회사의 민사책임뿐 아니라 자

연인의 민사책임도 함께 추궁하여야 한다. 사후적인 처벌로써 등기정보

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고 책임 인정은 부실등기 중의 책임 인정의 규

칙을 참작할 수 있다.

          2) 현행 중국의 법제

  중국의 공상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가 있어서 부실등기

의 책임은 주로 발기인 혹은 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기인과 

이사가 부실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사책임제도에 대

하여 주로 토론할 것이다. 제3자는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자를 뜻

한다. “회사법” 제149조80)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회사의 직

무를 집행할 때 법률·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78) 池英林, 각국의 상법전(Ⅰ), 법무부(1993), 295.
79) 한국 “상법” 제401조 제1항 참조. 
80) 중국 “회사법” 제149, 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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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21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했는데, 이사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제도 설계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보호에 이롭지 않으며, 이사의 

부실등기 행위를 완전히 구속할 수도 없다. 특히 회사가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여, 상환능력을 완전히 또는 일부만 상실했을 때, 여전히 

회사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면, 현연히 이사는 자신을 일밖에 둘 수 있

으므로, 그가 부실등기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단속할 수 없다. 게다가 

이사의 상술된 행위는 분명 회사의 뜻이 아니라 이사 개인의 의지를 반

영하기에,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가치에 어긋나

는 동시에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재촉하고 부실등기를 하지 않

도록 하는 데 불리하다. 

  왕보수(王保树) 교수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논한 적이 있

다. “이사 직무수행중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는) 회사와 함께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손실은 직접

손실과 간접손실을 포함하는데 주로 간접손실이다.”81) 이사, 발기인이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부실등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3) 대안 제시

            가) 서설

  공상등기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실등기 발생 경우 발기

인과 이사가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 

81) 王保树. 股份有限公司机关构造中的董事和董事会, 民商法论丛（一）[M].法律出版
社,1994,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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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은 이익이 손상되면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충분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거

래의 효율을 높이는 목적에 이르렀다. 분명히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위에 언급한 불완전한 민사책임규정만으로는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발기인·이사에게 있어서, 이는 공상등기에서 이익을 얻은 이

상 그가 한 부실등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역시 권

리의무가 일치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회사, 기업 부실등기의 민사책임

이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중

요한 상황하의 민사책임을 놓고 토론을 전개하겠다.

            나) 발기인이 회사에서 등기취소 당했을 때

  “회사법” 제198조은 “등록자본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허위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사기적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회

사등기를 취득하고, 경위가 엄중할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

조를 말소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등기가 취소된 상황에서 발

기인이 법인인격을 이용해 경영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

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법이 회사법

인제도를 설립한 취지에 위반된 것이기에 책임 있는 발기인 주주가 회사

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법에 따라 변경등기 미필한 때

  회사 경영 과정에서, 지분양도, 회사 법정대표자 변동, 회사 합병, 분

립 등은 모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회사는 지체 없이 변

경등기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법에 따라 즉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회사가 대외적으로 책임을 감당하

지 못할 경우를 초래하면, 이사와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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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하지만 계획은 이사회가 작성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도 이사회가 편성하여 담당하며 주주들이 전문지

식이 부족하여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

는 이사회다. 따라서 회사의 의지는 실제 운영자인 이사, 지배인의 의지

이고, 특히 이사회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현재, 더욱 그렇다. 각종 불법적

인 목적 때문에 변경등기에 부실등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개인적인 책

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이사가 이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

로써 어느 정도 그가 부실등기를 실시할 것을 제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사가 더 나은 충성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사가 회사 사무를 처

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다.

            라) 회사가 법에 따라 말소등기 처리하지 않았을 때

  중국 “회사법” 제188조82),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2조83)는 모두 

청산을 거쳐야만 회사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청산을 하지 않고 말소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채권자의 이

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중국 “회사법” 제183조에 따라 유한책임

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조는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식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조를 선출하거나 자체로 청산조를 선

임해야 하며, 만약 이사회가 그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청산을 미처 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실로 간주되는데 이사회

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82) 《公司法》第188条：公司清算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告，报股东会、股东
大会或者人民法院确认，并报送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公司登记，公告公司终止。
83) “회사등기관리조례” 제42조 :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을 경우, 회사 청산
조는 회사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존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말소를 신
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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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발기인, 경리 등 자연인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등기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등기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이사, 발기인 등은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그들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민사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손실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3. 행정분야 제도 정비

        가. 행정처벌의 구체적 시행 및 가중화 

  “회사법” 제198조와 “회사등기관리조례” 제63조, 제64조에서는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련 부대적인 규정과 사법 

해석에서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 필자는 허위증명문건을 제공

했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고 회사등기를 사취한 

자의 부실등기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처할 때, 위법경위의 경중을 결

합하며, 침해된 객체에 따라 처벌 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만약 위법행위가 등기사항이 실제상황과 맞지 않게 되어 회사 등기기

관의 행정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이되, 기타 합법적 권익에 실질

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고, 국가안전과 사회 및 시장질서의 안정을 해치

지 않으며, 발기인, 주주, 채권자, 권리인, 기타 경영자, 소비자 등의 합

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5-15만 위안 정도)을 부과함으로써 징

계와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폐해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행정 

처벌을 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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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법 행위가 이미 회사의 주주와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 

다른 경영자, 주주, 발기인 등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했지만, 아직 제3자

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중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주주출자액과 출자비례의 등기부실로 주주의 권익 행사를 방

해하거나 회사의 법정대표자, 주소 등의 등기가 허위라면, 회사 등기를 

취소하고 회사등기 사항의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라는 벌금규정 중의 중급 처벌 폭도의 벌금

(15-35만 위안)을 부과하여야 한다. 출자액과 출자 비율 및 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모두 중요한 등기사항으로 주주와 거래상 상대방의 이익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벌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허위문건을 제출하여 회사등기를 취득한 경우 이것은 이

미 국가안전, 사회 안정 또는 질서를 심각하게 해쳐 다른 경영자, 주주, 

발기인 등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우, 필자는 회사 등기기관에

서 “조례” 제64조84) : “허위증명문건을 제공했거나 기타 사기수단으

로 중요한 사실을 기만하고 회사등기를 사취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기기

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회사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시킨

다.”라는 최고 한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위법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가

하고, 위법경위에 따라 해당(설립,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취소하거나 영

업집조를 말소시킨다. 

  동시에 벌금 액수를 50만 위안 이내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부

84) 《公司登记管理条例》第64条：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
取得公司登记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处以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
重的，撤销公司登记或者吊销营业执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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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등기가 이미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

을 엄중하게 해쳤다면, 1. 피해자의 실제 손실(직접손실 및 간접손실 포

함), 2. 부실등기를 실시하는 자의 위법 소득, 3. 기업 또는 회사의 규모, 

즉 등록자본, 자산 등의 자금 상황, 자회사 및 지점 등을 포함한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부실등기자에게 50만 위안이 초과하는 벌금을 부

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장회사는 자산이 아주 크고 많은 자회

사와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

으로는 결코 그의 부실등기를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산상태, 규모 크기 등에 따라 벌금 액수를 결

정해야 한다. 즉 벌금 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있다. 

  자연인(1인 유한책임회사 법인)이 중요한 사실을 사기수단으로 기만하

고 여러 개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

립등기 취소나 영업집조 말소 등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

        나. 행정감독조치의 확대

  위에 언급된 기업정보공시 측면의 행정책임 부분에서 엄중위법으로 인

한 신용상실 기업명단에 등재되는 혁신적인 행정규제 수단을 토론했다. 

사실 엄중위법으로 인한 신용상실 기업명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정규

제 수단이 있다. 즉 기업경영 이상(异常) 명록에 등재하는 규제수단이다. 

이것도 행정감독조치 수단 중의 하나다. 베이징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단속감독 및 법률 집행 정보가 공개되고 경영 이상 상황이 있는 시장주

체를 적시에 경영 이상 명록에 올렸는데, 2017년에 이미 25만여 개 기업

이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13만여 개의 개인 공상업자가 이상 

상태로 표기되었다. 부문 간의 신용연합 징계로 결과가 보인다. 85)

85)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2017년 정부 정보공개 업무연도보고서에 참조. 北京市
工商行政管理局2017年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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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제2조86)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경영 이상상황이 있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공시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

를 환기시킨다. 기업경영 이상 명록은 현급(县级) 이상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에 근거하여 시행한, 법정 이상 상황이 출현한 기업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공상 등기를 실시함, 개인 사업자를 제외함)을 법정 절차를 

통하여 기재하고, 기업이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경고 및 독촉하여 기업

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행정감독조치다.87) 현재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제4조88)에 따라 공시된 기업정보가 진실적인 상황

을 은폐 및 허위 날조한 경우만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필자는 공시된 기업정보뿐만 아니라 부실등기가 일단 발견되어도 해당 

명록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공시된 정보만이 아니라 모든 등기

정보를 포함하여 허위 등기가 적발되면 이 행정감독 조치를 이용하여 규

제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 이상 명록 등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달

성하도록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1)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되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되면 사회공시와 사회 전반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

영 이상 명록에서 삭제되고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경영이상명록에 

등재된 흔적은 ‘영구적’으로 남아있다.

86)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第2条：工商行政管理部门将有经营异常情形的
企业列入经营异常名录，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提醒其履行公示义务。
87) 范伟、朱广东, 论经营异常名录制度的建构与完善[J]. 政法学刊（Journal of Poltical 
Science and Law）, 2016(33), 79.
88)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第4条：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将有下
列情形之一的企业列入经营异常名录：（三）公示企业信息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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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 부서 신용 합동 징계. 경영이상 명록에 등재된 기업은 각종 

등기등록 사항, 행정허가 심사사항과 자질(资质) 심사, 취업임직 자격 등

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때 행정관리기관에서 심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공사 

입찰·응찰, 생산허가, 융자. 시장진입, 세수우대, 국유 토지 출양(出让,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신분으로 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영예

칭호 수여, 우수기업 평가 등 업무 중 기업신용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

고 경영이상명부 혹은 엄중위법기업명단에 기입된 기업에 대해 법에 따

라 제한 혹은 금지해야 한다.89)

  3) 일상 경영 활동은 제한을 받는다. 현재 경영이상 명부 정보는 이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보증, 보험 등 비즈니스 활동의 참고 근거

로 사용되고 있다. 경영 이상명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은행의 계좌 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4) 신용의혹 거래상대방의 합작을 거부한다. 시장 거래상대방이 거래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된 상사주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그와의 합작을 취소하기도 한다.

  5)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된 지 만 3년이면 엄중 위법 기업 명단에 기

입한다. 법에 따라 이상경영명단에 포함되었으나, 만 3년간 관련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엄중 위법으로 인한 신용 상실 기업명단

에 포함시키어, 공시시스템으로 사회에 공시한다.90) 엄중 위법으로 인한 

89)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第18条：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健
全信用约束机制，在政府采购、工程招投标、国有土地出让、授予荣誉称号等工作中，
将企业信息作为重要考量因素，对被列入经营异常名录或者严重违法企业名单的企业依
法予以限制或者禁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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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상실 기업명단에 포함된 것은 경영 이상 명부 상태가 계속되는 결

과이며, 더욱 심각한 신뢰 상실행위로 사회 전체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6) 기업 책임자 임직 제한. 베이징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상등록등기 

임직 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동 징계 블랙리스트 기초 데이터베이스

의 건설이 추진되며, 등기등록절차에서 신용상실기업의 법정대표자, 회

사 임원에 대한 보직제한이 실시되었다. 현재 영업집조를 말소당한 기업

의 법정 대표자 2만 9천 명을 최종확정하고 , '악덕 채무자' 526만 명을 

제한하며, 범죄기록자 7만 9천 명을 확정했다.91) 경영 이상 명록에 기입

된 기업법정대표자(책임자)와 이사, 감사, 임원에 대한 정보는 신용감독

체계에 포함되어 직무 자격에 관한 사항 은 제한되며, 3년간 기타 상사

주체의 이사, 감사와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등을 포함한 임원을 할 수 없다.

  동시에 임직 제한의 기한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시장주체의 신용기

록 복원 여부를 기준으로 원래 통일된 3년 제한을 분류·설정형으로 전

환해야 한다. 이미 구제 조치를 취하여 경영 이상 명록에서 이출된 기업

은 법정 대표자(책임자) 및 임원이 임직 제한받는 기간을 경영 이상 명

록에서 이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설정하나, 경영 이상 명록에서 이출되

기 위하여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대표자(책임

자) 및 임원이 계속 임직시간 제한을 받고 해지 불가하게 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결과의 심각성과 가중화를 통하여 허위 등기를 하려

90)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第5条：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
上工商行政管理部门列入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
（一） 被列入经营异常名录届满3年仍未履行相关义务的。
91)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2017년 정부 정보공개 업무연도보고서에 참조. 北京市
工商行政管理局2017年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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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와 기업에 억지력을 주고, 일단 허위 등기가 실시되면 엄격한 행

정감독 조치를 취하여 부실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4. 형사책임의 확대 및 가중화

  중국 형법상 부실등기에 대한 죄명은 등록자본 허위신고죄, 허위출자 

및 출자탈출죄, 청산방해죄 및 허위파산죄에 불과하다. 기타 등기사항의 

허위 등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등기신청

인이 경영 범위, 법정 대표자, 영업기간, 주주 정보 등에 대해 허위의 증

명문서를 사용하거나 기타 기만의 수단으로 등기기관을 기만하고 부실등

기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와 사회와 제3자의 이익에 심

각한 손실을 끼칠 경우 등인데, 역시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형사책임의 부담을 위의 몇 가지 죄명에 제한해서는 안 된

다.

  대만은 회사의 부실등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

영하기 시작할 때, 회사가 이미 등기한 사항에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일단 

발견하면, 회사책임자에 대하여 각각 구역,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회사책임

자는 등기사항의 허위기재인이라면 형법 또는 특별형법 관련 규정에 의

거하여 처벌한다. 회사책임자가 구비한 정관, 주주 명부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형법 또는 특별형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92) 이는 

일단 등기사항 (정관, 주주명부 등을 포함)의 허위 기재만 실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중국도 이러한 입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형법에 모든 

허위 등기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 즉 허위등기죄를 설립할 수 있

92) 廖大颖. 公司法原论[M]. 台湾:三民书局, 2006,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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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든 허위 등기 행위는 이 원칙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을 통해 부실등기를 실시하면, 엄중한 결과가 발생

하고, 등기사항의 유형을 불문하고,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

으며, 모든 허위 등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게 한다. 둘째, 원칙적

인 조항과 몇 가지 죄명 외에 새로운 죄명을 설정하고 기타 등기사항을 

허위 등기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허위 등기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할 것이다. 예컨대 등기신청인이 경영 범위나 법정 대표자에 관하여 허

위 등기를 한 경우 기존 형법 조항을 참조하여, 경영 범위를 허위 등기

한 죄, 주주를 허위 등기한 죄 등 새로운 처벌 죄목을 설정할 수 있고, 

국가 안전, 사회 안정이나 질서를 심각하게 해쳐 다른 경영자, 주주, 발

기인 등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 1년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처하

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벌금액수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차대

조표와 재산목록을 허위 기재한 경우를 예로 보면, 벌금의 폭은 2만 위

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이다. 기업 규모나 등록자본 등 자산 상황과 자

회사와 지점을 보유한 상태에 따라 벌금액수의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강렬한 억지력을 부여하고 부실등기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5. 부실등기 사법적 효력의 책임부담 

  등기하고 공시한 후 허위등기를 한 신청인은 이로 인한 모든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상사등기인이 일단 부실등기를 하고 공시를 완성했다면, 제3자가 이 

등기를 신뢰하고, 설사 부실등기로 적발되더라도 구속력을 받아야 하며, 

부실등기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와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

며, 부실 등기 후 선의의 제3자의 행위가 야기한 상대적인 법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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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수하여야 한다. 부실 등기효력의 기본적인 이론논리는 "상사등기부

에 부실진술을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 내용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사등기부의 부정확한 등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선

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내용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93)라는 

것이다

  “일본상법전” 제14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 사항을 

등기한 자는, 이 사항의 부실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94) 다시 

말하자면,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등기가 부실한 경우, 등

기신청인이 이 사항의 등기 부실로 제3자에게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며, 

즉 등기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로 제3자에게 손실을 

끼친 자는 마땅히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95) 대한민국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96)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일본과 한국은 일단 등기기관에서 어떤 

사실을 등기하였으면 해당 등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하여 이 법률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법적 결과를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등기행위 자체에 내포된 법률 논리이자 등기

행위 외관이 구현하는 권리의무가 결과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허위출자 상황에서 제3자는 등기된 사항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사주체와 거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3자가 거래 상대방의 등록 

자금이 막대한 것을 열람하여, 그와 거래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 주체와 거액의 거래를 진행하였다. 후에 상사주체가 위약하

93) [德]C·W·卡纳里斯, 杨继译. 德国商法[M]. 法律出版社, 2006, 80，81，103，10
4，81，80.
94) 王书江、殷建平译. 日本商法典[M]. 中国法制出版社, 2001,5.
95) 吴建斌. 现代日本商法研究[M]. 人民出版社, 2003, 127.
96) 한국 “상법”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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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3자에게 손실을 끼쳤으며, 제3자가 상사주체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등기신청인은 등기가 부실한 등록자본에 한도를 두고 있지 실제 등

록자본에 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가 허위 등기

를 한 후의 사법적 효과를 책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부실등기가 선의의 제3자에게 유리하면, 선의의 제3자가 이 등기

로 업무상의 부실등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뢰원칙’에 기초할하

여 부실등기를 한 자는 자신이 부실등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적 

효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부실등기가 선의의 제3자에게 불리하다

면, 선의의 제3자는 이 등기가 부실한 것에 근거하여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당 부실등기를 신뢰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불리할 때 

제3자가 그 ‘신뢰’를 철회하여 법적인 결과의 출현을 제지할 것을 허

용하는가? 부실등기에 대한 제재로 부실등기를 한 자에게 불리하게 출발

하여, 그 선택의 권리를 선의의 제3자에게 부여하여 한다. 이에 대해 대

만의 “상업등기법” 제29조 제1항은 “등기사항은 허위부실이 있으며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것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자

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 또는 일부 등기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97)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선의의 제3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실등기에 따른 법적인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우선, 각국의 보편적인 입법례에 근거하면, 예컨대 

독일 “상법전” 제 15 조 제 3 항에서 “등기가 부실하게 공시된 경우 

제 3 자는 그 부실에 관해서 악의가 아닌 한 부실공시에 대항할 수 있

다.”라고 규정된 바가 있다. 이 부실등기 사항은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즉 해당 등기는 공상등기의 “적극적 효력”을 취득하지 않았다. 

적극적 효력이란 무릇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등기 또는 공시된 후, 제 3

자가 불가항력의 정당한 사유로 이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한다는 상황을 

97) 胡大武, 商事主体不实登记情形下善意第三人知情权保护[J]. 河北法学, 2010(2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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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선의로든 악의로든 모두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가리킨다.98) 제 3 자가 해당 부실등기를 신뢰하여 일련의 

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 후 선의의 제 3 자

의 행위로 야기된 상대적인 법률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선의

의 제 3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등기 조항을 인용하여 등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실등기의 법적 효과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한 사법적 효력을 부실등기인은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또한 만약 제 3 자가 등기에 대한 신임으로 손실을 받았다면, 등기

자는 반드시 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집조를 소멸하는 

등의 행정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엄중하면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 일

련의 민사, 행정, 형사처벌, 그리고 부실등기를 한 자에게 사법적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효과적인 격려 방식은 상인이 등기규칙을 준수하도록 인

도하는 방식으로 법률의 가치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제 3 절 등기 정확성에 관한 등기기관의 책임

    Ⅰ.서설

  등기신청자가 등기 과정에서 부실등기행위가 없고 허위등기 서류를 제

출하지 않았는데 등기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등기·공고의 정보가 

회사의 실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 3 자가 그 정보에 신뢰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등기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 중국에서 등기기관이 등

기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등기를 초래하는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다:99)

98) 范健、王建文. 商法论[M]. 高等教育出版社, 2004, 575.

99) 王晓娟, 公司登记不实的法律问题研究[J]. 湖南：湖南师范大学,2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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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기관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등기심사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1)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등기한다. 

  (2) 등기기관은 신청 자료가 완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신청

인에게 보정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한다. 

  (3) 등기기관은 확인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4) 등기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여 대중이 열람하도록 한 정보는 신

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5) 등기기관이 공시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기 때문에 공시 정보가 

회사의 실제 상황과 부합되지 않게 된다. 

  (6) 제3자는 신청인이 등기를 위하여 제출한 각종 법률 서류에 대하

여 열람, 적록, 복사, 인증 등 요구하는 경우, 등기기관이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복사본, 적록 또는 인증서를 제공한다. 

2. 등기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등기가 부실하게 된다. 

제208조 회사등기기관이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등기신청을 

허가하였거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등기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100) 

  등기기관의 책임은 주로 행정 책임, 형사 책임, 배상 책임으로 나누어

진다.

  

    Ⅱ. 행정책임

  

  중국 “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행정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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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회사등기기관의 상급부문이 회사등기기관에 규정조건에 부합

되지 않는 등기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거나 규정조건에 부합되

는 등기신청을 기각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불법 등기를 비호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게 행정처분을 한다.'101)

  “회사등기관리조례”제 75 조, 제 76 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기

업법인등기관리조례” 제 34 조에 따라 주관부문, 심사기관, 등기주관기

관의 공무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심각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리, 뇌

물 상납 혹은 기업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사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경제처벌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된 경우, 사법기관에서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102)

    Ⅲ. 형사책임

  “합화기업등기관리방법” 제45조에서 기업등기기관의 공무원이 직권 

남용, 비리, 뇌물 상납 혹은 합화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독자기업등기관리방법” 제46조에 등기주관기관의 공무원이 조건이 맞지 

않는 기업을 등기하는 비호 행위가 있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이 있다. “회사등기관리조례” 제80조에서

100) 《公司法》第208条：公司登记机关对不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予以登记,或
者对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不予登记的,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
员,依法给予行政处分。
101) 《公司法》第209条：公司登记机关的上级部门强令公司登记机关对不符合本法规定
条件的登记申请予以登记,或者对符合本法规定条件的登记申请不予登记的,或者对违法登
记进行包庇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102) 《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第34条: 主管部门、审批机关、登记主管机关的工作人
员违反本条例规定，严重失职、滥用职权、营私舞弊、索贿受贿或者侵害企业法人合法
权益的，应当根据情节给予行政处分和经济处罚；触犯刑律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
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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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불법적인 일을 하

고,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

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

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형법" 제397조에서도 비

슷한 규정을 살펴볼 수 있다. 

    Ⅳ. 배상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규정이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배상책임에 대하여 논의하고, 배상책임의 완비 등을 통하여 등기기관의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한다.

      1. 실무에서의 배상책임

  

  먼저 한 사례를 살펴본 뒤 논의를 진행하겠다. 허난성(河南省) 핑딩산

시(平顶山市) 루산현(鲁山县)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루산공상국)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한 탄광업자의 합법적인 경영권이 불법 

양도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

해 루산공상국을 피고로 2억50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루산현(鲁山县) 국토자원국(国土资源局) 간부 장궈안(张国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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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중하이(李中海), 루산공상국 간부 동회생(董会生), 안국경(安国庆), 왕신

쥔(王新军)은 북점 4광산(北店四矿) 광물채굴 허가 및 공상 등록 등기를 

할 때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핑딩산시(平顶山市) 신화

구(新华区) 인민법원에서 직무유기죄로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궈안

(张国安), 리중하이(李中海)의 형사재판서에서 인민법원은 두 사람이 직

무를 소홀히 하여 탄광업자인 왕다쇄(王大锁)에게 600만 위안의 중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하였고, 동회생(董会生), 안국경(安国庆), 왕신쥔(王
新军)의 형사재판서에서 이 세 사람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왕다쇄(王大
锁)에게 224.13만 위안의 개인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인정하였다. 허난

성(河南省) 난양시(南阳市) 중급인민법원은 탄광업자인 왕다쇄(王大锁)가 

루산현(鲁山县) 공상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종심(终审)으로 심리

(審理)를 끝내고 판결했는데, 피고 루산현(鲁山县) 공상국은 두 건의 재

판(1심 및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탄광업자인 왕대쇄(王大锁)에

게 총 손실의 40%, 모두 89652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본 사

건의 1심과 2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모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4조에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

은 행정직권의 행사 시 다음의 재산권을 침범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

우 피해자는 배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四) 재산의 손해를 조성한 그 

밖의 위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6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행정 허가를 불법적으로 실시하여 당사자

의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

야 한다. 피고인 루산현(鲁山县) 공상국은 북점 4광산(北店四矿)의 공상 

변경 등기를 처리했을 때, 원래 개인 독자기업 영업면허 소유인이자 투

자자이었던 왕다쇄(王大锁)가 등기 변경 신청서 및 위탁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루산현(鲁山县) 북점 4광산(北店四矿)을 제3자

인 마희(马喜) 명의 하에 등재했다. 이 등기 변경 행정행위는 불법으로 

인하여 루산현(鲁山县) 인민법원(2006) 노행초자(鲁行初字) 제043호 핑딩

산시(平顶山市) 중급인민법원(2010) 평행종자(平行终字) 제65호 행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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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소되었다.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행정행위로 인하

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입힌 경우, 권리자는 국가배상법 규

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등기 변경 행정행위는 행정허

가, 행정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 겸 상소인 왕다쇄(王大
锁)에게 초래된 재산 손실은 법에 따라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허가안건 심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5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사건의 경위와 결부하면, 상소인 왕다쇄(王大锁) 실제 투입의 손실에 

따라 보상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인민법원에서 이미 발효된 

동회생(董会生), 안국경(安国庆), 왕신쥔(王新军)이 직무 태만으로 왕다쇄

(王大锁)의 개인 재산에는 224.13만 위안의 손실을 입힌다는 형사재판에 

근거를 둔 것이 적당하므로 핑딩산시(平顶山市)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의

거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허가안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피고와 타인이 법에 위반하여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경우, 그의 위법행위가 손해의 발생 과정

과 결과에서의 작용 등을 근거로 피고의 행정 배상 책임을 확정해야 한

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본안에서 왕환위(王焕伟)가 왕다쇄(王大锁)

의 명의로 양도 협의서를 체결한 것은 상소인인 루산현(鲁山县) 공상국

이 변경등기를 잘못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왕다쇄(王大锁)  북점 4광산

(北店四矿) 청부 계약 분쟁을 이유로 왕환위(王焕伟)를 핑딩산시(平顶山
市) 중급인민법원에 고소했다. 그러므로 1심 법원에서 루산현(鲁山县) 공

상국이 40%의 배상 책임을 지고 왕다쇄(王大锁)에게 896,520위안의 손실

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타당하다. 나머지의 손실은 왕다쇄(王大锁)가 

별도로 구제 수단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원고 겸 상소인 왕다쇄

(王大锁)가 2억5000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는 계산 방법은 신중하지 않

았고, 실제 손실을 현저히 초과했으며, 사실 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

문에, 그 요구는 중급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않았다. 피고 겸 상소인인 

루산현(鲁山县) 공상국은 등기 변경의 잘못을 조성한 주요 원인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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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항고했다. 공상국이 배상하지 않는 이

유는 상술한 형사발효 판결에 구속되어 있고,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법

과 상반되기 때문에 중급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았다. 103) 위에 언급한 

안건에 따르면 중국의 배상책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배상책임의 주요 법률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배상법” 제4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6조이다. 또 중국 "배상법" 제9조 제

2항은 “배상청구인의 배상 요구는 우선 배상의무기관에 제기하여야 하

며 또한 행정재심을 신청하였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 함께 제기할 수

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법” 제12조 제5항은 기업등

기를 “행정허가 행위”로 명시한다.104)

  나) 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행정책임(등기 변경인 행정행위를 포함한 

위법등기행위를 취소함), 형사책임(직무유기죄)과 함께 존재하며, 이는 부

실등기를 조성한 등기기관에 대하여 배상책임과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동시에 추궁하여 등기기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 배상액수의 주요 법률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허가안건 

심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15조이다. 즉 법률, 법규, 규정 또

는 규범적인 문건은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보상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 범위 내에서 보상액수를 확

정하고, 행정허가는 “행정허가법”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면 일

반적으로 실제 투입의 손실에 따라 보상액수를 확정한다. “행정허가

법” 제2항은 유한 자연자원 개발 이용 등 행정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103) 曾庆朝、李涛、王倩, 违法颁发《营业执照》, 工商局败诉被判赔89万. 中国法院网
(중국법원사이트), 2013.03.14.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3/03/id/921285.shtml 
104) 《行政许可法》第12条第五项：第十二条 下列事项可以设定行政许可：（五）企业
或者其他组织的设立等，需要确定主体资格的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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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관은 모두 부실등기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 개선방안 

        가. 중국 등기기관 잘못으로 배상책임의 입법적 문제점 및 시사

점 

  ‘처분’은 일종의 내부 징계 조치이자, 행정기관 내부의 통제·관리 

수단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예를 들어 “회사

법” 제208조, 제209조105)는 행정배상책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행정책

임도 아니다. 두 조항은 모두 처분만을 규정했을 뿐 행정상대인에게 위

법 등기행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더

욱이 행정배상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두 조항은 관련 책임자의 책임만을 

규정할 뿐 등기기관 자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중국의 "국가배상

법" 및 관련 법률에는 행정배상과 민사상 배상책임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사법실천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다.106) 

  

  “국가배상법”상 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은 등기기관의 잘못된 등기행

위를 명확히 열거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상등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해당된 것이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등기기관의 잘못된 등기행위가 국가배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

105) 중국 "회사법" 제 208 조: '회사등기기관이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등기
신청을 허가하였거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등기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직
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 처분한다.' 제209조: '회사등기기
관의 상급부문이 회사등기기관에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신청을 허가하도
록 하거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등기신청을 기각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불법 등
기를 비호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한
다.'
106) 许新, 行政赔偿责任与民事赔偿责任的关系及其处理问题浅析[J]. 甘肃警察职业学
院学报,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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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행정소송의 제기] 등기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제3자가 등기기관, 즉 배상 의무기관을 상대로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등기기관에 국가배상책임

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명확하다. 동시에 상술된 “국가배상법” 제4조 제4항에서 언급된 “재

산의 손해를 조성한 그 밖의 위법 행위”는 등기기관의 잘못된 등기행위

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법해석(司法解释)이나 유사한 

관련 규정이 없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등기기관의 부실등기에 대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만이 있을 뿐 배상책임은 없다.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만을 규정

한다는 것은 부실등기가 이미 발생하여 등기신청인 또는 관련 거래 제3

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등기기관의 부실등기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107) 앞에 두 가지 

책임은 모두 국가 책임이지 허위 등기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므로 

부실등기로 손해를 당한 시장주체들이 응당 있어야 할 구제를 받지 못함

으로써 시장주체들의 시장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등기기관의 등기업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임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공상등기에 관한 법률 법규에는 등기기관이 응당 배

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직접 규정이 없는데, 입법 공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은 전문적인 공상등기 입법에서 이 공백을 의

식적으로 메워야 한다. 앞으로 중국 공상등기 전문적 입법을 개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보충하여 중국 공상등기기관의 배상책임 제도에 대

한 공백보충을 완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기기관의 부실 등기 행위는 

국가배상의 범위에 해당된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107) 李克武，登记机关瑕疵公司登记之损害赔偿责任初探[J]. 法学杂志,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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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기기관의 단독 책임] 인민법원은 원고가 부실등기로 인한 손

실에 대한 행정배상소송을 수리하고, 심리를 거쳐 등기기관의 

위법 등기로 원고에게 손실을 입힌 것은 확정된 경우, 등기기관

에서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배상책임의 배상원칙과 배상기준 개선방안

          1) 배상원칙의 차별적용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배상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등기

기관이 행정기관인 성격 때문에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국가배상법”상

의 산정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우선 국가배상기준 원칙의 확정을 살펴본다. 현대 세계에서 보면, 각

국의 상황이 각기 다르고, 배상기준도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징벌적 원칙이다. 이에 따라 배상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경우, 즉 배상 액수는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성이 있으

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 외에 일정한 징벌적 비용이 있어야 한

다. 미국은 이 원칙을 채택한다. 둘째는 보상원칙인데, 이 원칙은 배상 

액수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정한다. 대

한민국은 이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셋째는 위로성 원칙(抚慰性原则)이

고, 즉 배상 액수가 실제 손실보다 밑돌거나 훨씬 낮은 액수이며, 배상

은 단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즉 손해배상은 손실에 대

한 상징적인 위안에 불과한지라 배상액은 단지 실제손실액의 범위 내에 

제한되며 비록 될 수 있는 한 배상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완전하

고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108)109)중국 “국가배상법” 제36조

108) 赖方中, 论我国国家赔偿的制度缺陷[J]. 广西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 2005, 3. 



- 87 -

는 공민,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재산권을 침범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항 재산권에 그 밖의 손해를 조성한 

경우 직접적인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고 지적한다.110) 이로부터 중국의 

“국가배상법”은 기본적으로 보상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다.

  

  등기기관이 과실로 인한 부실 등기일 경우 보상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

수를 확정할 수 있지만 등기기관이 주관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벌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을 할 경우, 등기기관을 경고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징벌적 원칙을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손실 외에 일정한 징벌적 비용

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등기기관으로 하여금 등기활동에 종사

할 때 삼가도록 함으로써 그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실등기를 실시할 행

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는 등기정보의 정확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법”이나 “회사등기관리조

례”에서는 등기기관이 잘못하여 부실등기를 조성한 경우 주관상의 과

실, 중대한 과실, 고의에 따라 배상 액수의 적용기준을 확정할 것을 건

의한다.

          2)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확대

  둘째, 등기기관 부실등기 손해배상의 선정기준을 확대시켜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 “공민,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재산권을 침

범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항 재산권

에 그 밖의 손해를 조성한 경우 직접적인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 이는 부실등기 손해배상에 적용된다면, 등기기관의 

잘못으로 그 밖의 손해가 조성된 경우, 제8항 규정에 비추어 직접적인 

109) 吴东镐, 中国国家赔偿制度의 确立과 그 基本内容[J]. 441.
110)《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第36条：侵犯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财产权造成损
害的，按照下列规定处理：（八）对财产权造成其他损害的，按照直接损失给予赔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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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의 손해배상

② 이자

③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비용, 예컨대 소송비용 등

이다.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직접적인 

손실의 범위는 모호한데, 소송 절차와 배상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비, 숙박비, 변호사비용, 감정비 등 비용손실이 직접적인 손실에 해당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론이 커서, 실시 방법이 전혀 다르다. 직접적인 

손실은 침범된 대상의 재산 손실만을 의미하며, 상술된 각종 비용은 피

해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잃지 않는 이익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 침해 

해위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손

해사실의 발생에 따른 기존 재산의 감소에 해당되어, 직접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손실에 이자

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등기기관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크게 세 

가지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등기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직접

적인 손실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4절 소결론

  실질적 심사권을 등기관에게 부여하게 되면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 

등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등기신청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은 실질적 심사권을 향상시키는 방면으로부터 보면 등기정보의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실등기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사전적으로 등기를 못 통

과하게 막는 그런 등기관심사제도보다는 일단 등기를 다 허용을 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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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부실등기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한 공상등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단 등기를 다 허락을 주고 부실로 밝혀지면 상황에 따라 민사, 행

정, 형사처벌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실등기를 한 자가 자기가 한 부

실등기의 사법적 효력을 모두 책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부

실등기를 한 후의 민사책임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먼저 회사

의 민사책임부담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서 민사적인 배상의 방식 또는 기

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과 회사의 신용 시스템의 구축으로써 

부실등기 행위를 억제하고 다양한 민사책임을 발전하여야 한다. 또한 회

사뿐만 아니라 발기인과 이사까지, 즉 개인의 민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

고 특히 개인이 회사에게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행정처벌에 있어서는 '경위 엄중한 경우'에 따라 구분해서 회사가 받

아야 할 행정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정명령, 과

태료부과, 등기취소와 영업집조 말소 등 처벌을 가중화함으로써 기업에 

억지력을 준다.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되는 방

식으로 행정감독조치의 확대를 통하여 부실등기를 감독할 수 있다. 형사

책임에서 부실등기의 죄명을 입법으로 더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의 허위기

재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발견하면 어떤 등기사항의 부실등기든 

형사처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본다. 곧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등

기정보의 질적 측면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실 

등기를 한 자는 자기가 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

자가 부실등기를 신뢰 하여 한 행위가 야기한 법률 결과에 대하여 부실 

등기자는 그 결과를 감당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기관이 행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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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그의 배상책임을 확정해

야 한다. 첫째는 등기기관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배상원칙을 구분 적용하고 보상기준을 확대하

며,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등기기관의 부실등기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이다.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등기가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등기 정보의 질적 측

면에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불이익과 제재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부실 등기를 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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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보의 양적 측면 : 등기정보의 확대

제1절 현행법상 등기사항

  경영자의 모든 관련 사항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회사운영과 

관련 없는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사항은 "이론상 절대적 등기

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절대적 등기사항이라면 등

기기관의 회사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하고 회사주체 자체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111) 이에 있어서

는 당사자는 등기 의무가 있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의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9조는 회사등기사항을 “(1) 명칭, 

(2) 주소, (3) 법정대표자의 성명, (4) 등록자본(注册资本), (5) 회사의 유

형, (6) 경영범위, (7) 경영기간, (8) 유한 책임회사의 주주 혹은 주식유한

회사 발기인의 성명 혹은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법령에서 

“제4장 설립등기”, “제5장 변경등기”와 제6장 “말소등기” 장을 추

가로 두어 등기사항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공상행

정관리총국, 지방 행정관리국 및 해당 부서는 회사등기 사항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은 중국의 회사등기 

규제에 대한 엄격함을 표현하고 이 점은 특히 회사 설립등기에 대한 요

구 사항에서 가장 뚜렷하다.

  회사등기는 회사 경영에서 중요하거나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의 기재이며, 등기내용은 상업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때때로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내용은 등기사항을 일컬어 하는 말인데, 

111) 赵忠平, 商事瑕疵登记的效力分析[J]. 上海：华东政法学院, 20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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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조항 내    용

“중화인민공

화국 회사등

기 관리조례

(2016)”

제9조

회사 등기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一) 명칭

(二) 주소

(三) 법정대표자의 성명

(四) 등록자본(注册资本)

(五) 회사의 유형

(六) 영업범위

(七) 영업기간

(八)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혹은 주식유한회

사의 성명 혹은 명칭.

“중화인민공

화국 기업법

인 등기 관리

조례(2016)” 

제9조

기업법인등기 등록 : 주요 등록사항은 기업법

인명칭, 주소, 경영장소, 법정대표자, 경제성질,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종업원 인수, 

경영기한, 지사(分支机构, 지점 및 지사기구) 

이다.

“중화인민공

화국합화기업

등기 관리 방

법”

제7조

합화기업명칭, 경영장소, 경영범위, 경영방식, 

합화인의 성함과 출자방식. 특정한 경우에는 

사무집행자 및 지사(分支机构, 지점 및 지사기

구)의 상황이 필요하다. 기업명칭, 기업주소, 

등기사항은 상행위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반영과 묘사이며 

상업등기를 처리할 때,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하는 항목을 뜻한다.

  등기사항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회사의 등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상업 주체들의 관련된 등기사항도 소개하려 한다. 중국의 

공상등기 사항에 관한 입법은 상사주체가 다름에 따라 부동한 유형별로 

세워져 있어 비교의 편의성을 위해 관련된 일부 규정을 아래의 표에 담

았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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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함 및 주소, 출자액 및 출자방식, 경

영범위 및 방식. 

“중화인민공

화국 개인독

자기업등기관

리방법”

제8조
기업명칭, 기업주소, 투자자성명 및 주소, 출자

액 및 출자방식, 경영범위 및 방식. 

  위의 표를 분석해 보면 상사주체의 명칭, 주소, 대표자 또는 투자자(발

기인)의 성명, 등록자본과 경영범위는 주요한 등기사항으로 되어있다. 등

기를 통하여 정보이용자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등록

자본을 통하여 기업의 신용유지와 금전능력을 파악할 수 있고 상사주체

의 명칭 또는 주소, 대표자의 성명으로써 회사의 동향을 알 수 있다. 이

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 시 책임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절대적 등기사항 이외에 상대적 등기사항도 존재한다. 상대적 등기사

항을 또한 임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르는데, 법정 범위 외에 해당 사항의 

등기 여부를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회

사법”의 "누적 투표제"는 주주의 표결 방식에 해당되고 채택 여부는 회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채택하기로 결정

했으면 회사는 회사의 정관에 명확히 밝힌 후에 등기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다른 임의 등기사항은 상업 자연인의 상호, 유한책임회사의 지

분 저당 등기 등이 있다. 사실 이러한 임의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회사 정관의 형식으로 약속한 뒤 다시 회사 정관의 형식으로 등기기관에 

등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기는 상사주체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갖는다. 대외적으로 이 사

항들은 등기 후에 제3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이의 변

경과 소멸도 등기절차 밝혀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 등기사항이라 하더라

도 일단 등기된 경우에는 그 변경, 소멸은 지체 없이 변경, 소멸등기를 



- 94 -

해야 하므로, 절대적 등기사항이 될 수 있다.112) 중국에서 상대적 등기사

항에 대한 규정은 없다. 

  등기사항의 존재는 자체가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등기사항은 너무 적어서 등기를 많이 하여야 외부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양적 측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만 등기신청인에게 부담

을 주거나 등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전체가 된 상태에서 등

기사항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과 등기

    Ⅰ. 서설 

  회사가 그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역시 등기가 필요하며, 이에 따

라 회사의 합병 및 분할등기는 “회사등기관리조례” 제38조에서, 조직

변경등기는 제33조113)에서, 주주변경등기는 제34조114)에서 규정되어 있

다.

  회사가 구조조정이 된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법

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12) “상법” 제40조 참조.
113)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33조: 회사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 유형의 설
립조건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고, 관련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34조 :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한 날로부터 30일 내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 주주의 주체자격 증명 혹은 자연
인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연인 주주가 사망한 후 그 합법적 승계자가 주주 자격을 승
계한 경우, 회사는 전관(款)의 규정에 따라 등기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이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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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등기, 즉 분할로 존속한 회사 또는 분할합병이나 흡수분할의 

승계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이 변경될 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말소등기, 즉 분할로 해산된 회사는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 즉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하게 되는 회사는 설립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인수에서 존속회사가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수를 당한 회

사는 기업해산으로 회사등기기관에 가서 등기말소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합병에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 합병에 참석한 각 

회사는 모두 등기말소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분할된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분류의 등기

와 관련된다. 

  2016년 2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에서는 

회사변경, 등기말소의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으로서 “회사가 합병, 분립 

시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후에 등기신청을 하고 합병 합의서와 합병, 

분립 결의서 또는 결정, 회사가 신문지 상에 회사의 합병, 분립 공고를 

게재한 증명서와 채무 청산 또는 채무담보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합

병, 분립은 관련 비준(批准,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의견, 건의 또는 청

구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것) 문건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따라 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등기사항은 기본적인 등기사항에 초

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부터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등 정보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거래안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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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따라서 각국이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기 필요한 등기

사항을 참조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등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

는 이상 이하 등기사항의 추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양적 측면에 

만족하여야 공상등기제도의 이상에 이루어질 수 있다. 

    Ⅱ. 주주(총)회 결의 또는 결정을 등기사항으로 추가

  회사 주주(총)회는 회사의 합병과 분립·해산·청산 또는 회사의 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15)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

의 또는 결정을 통하여 회사의 구조조정 변경내용, 과정과 방식을 뚜렷

하게 알 수 있다. 

      1. 타국의 입법례

  독일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등기사항이다. 예컨대 

독일 주식법 제223조에서 자본 감소를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116) 주주총회 결의에 터 잡은 후속행위(독일법에서 말하는 

결의의 실시)가 있는 경우에, 독일에서는 결의 자체의 등기와 결의에 터 

잡은 후속행위도 등기하어야 한다. 독일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합병 등 

후속행위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제때 파악

하기 곤란하다. 

  델라워어 주 일반회사법 제251조(b)(c)에 따라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

을 희망하는 각 회사의 이사회는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을 승인하는 계

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총회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심의되

115)《公司法》第37条：股东会行使下列职权：（九）对公司合并、分立、解散、清算或
者变更公司形式作出决议。
116) 이형규, 독일 주식법, 법무부, 비교회사법 총서 4, 2014,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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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무에 다음의 결의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 계약서는 각 당해회사의 

등록 사무소가 있는 주의 군의 기록관의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117) 

중국의 공상등기제도도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에 대한 이 계약서를 등기

하는 규정을 참조하여 주주총회 결의 또는 결정을 등기사항에 포함시킬 

경로를 강구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결의 또는 결정 등기의 필요성

  현재 중국에서 구조조정, 예를 들면 합병, 분립에 대한 등기는 법정 

등기사항만 등기하고 공고를 하는 내용도 단순히 채무부담분배만 포함될 

뿐이기에,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너무 적으므로, 그가 회사의 

구조조정 상황을 이해하여 자신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 또는 결정사항을 등기한다면 주주뿐만 아니라 거래상대

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구조조정 구체적인 내용과 권리·의

무를 알 수 있다. 합병인수의 주주총회 결의를 예로 하면 합병 쌍방의 

기본정보, 합병인수의 원인, 합병의 총체적 방안, 합병 각방의 채권·채

무 승계방식, 합병 쌍방의 권리·의무, 직원 배치 방안, 합병 수속의 처

리, 쌍방의 승낙과 보증, 쟁의의 해결과 결의의 발효 및 기타에 대한 내

용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 주주는 이런 정보를 통하여 회사 합병 후의 

발전방향 및 존속 상황을 알 수 있고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전적 

준비를 마련할 수 있다. 채권자도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로써 채무 부담

할 회사에게 자기의 채권을 추궁하여 실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거래상

대방은 합병 또한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등기로 알게 되

면 회사의 재산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에 회사와 거래를 할지 여

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할지를 제때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7) 池英林, 각국의 상법전(Ⅰ), 법무부, 1993,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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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결의의 후속행위에 대한 등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합병·분리하는데 

대한 의결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118) 공고일로부터 45일 후에야 결의에 터 잡

은 후속행위의 등기를 할 것이다.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하자에 철회 청

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결의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119) 따라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합병, 분리된 회사의 구체적인 정황을 후속행위 

등기 전에 알 수 없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의결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이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결의 내용을 등기사항으로 넣어야 한다. 

  합병, 분립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의결은 회사의 주체와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거래 안전과 관계도 있다. 따라서 회사 합병·분

할 등 중요한 주주총회 결의(조직재편에 관한 결의)는 등기사항으로 규

정하여 등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주주총회 결의등기의 무제약성

  회사는 합병, 분할에 대하여 등기 시 합병 합의서와 합병, 분립 결의

서 또는 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120)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등기사항

으로 등기하더라도 회사주체의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

118) 《公司法》第184，185条：公司应当自作出合并决议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人，并
于三十日内在报纸上至少公告三次。公司应当自作出分立决议之日起十日内通知债权
人，并于三十日内在报纸上至少公告三次。
119) 《公司法》第22条第2款：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的会议召集程序、表决方式
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公司章程，或者决议内容违反公司章程的，股东可以自决议作
出之日起60日内，请求人民法院撤销。
120) 《公司登记管理条例》第38条：公司合并、分立的，应当自公告之日起45日后申请
登记，提交合并协议和合并、分立决议或者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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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회사의 부담과 행정비용도 겸하여 고려할 수 있다. 회사는 이 등기

를 위하여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 부담을 증가시

키지 않을 것이다.

      4. 등기사항으로 추가될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

  주주총회 결의는 원래 회사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 변경 또는 말소등

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자료였는데 등기사항으로 추가되었다. 그

러나 해당 결의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원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합병 

합의서 각방의 명칭, 합병 형식, 합병 후 회사의 명칭, 합병 후 회사의 

등록자본금, 합병 합의서 각 회사의 채권, 채무의 승계 방안, 해산된 회

사의 자회사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대한 처리 상황, 합의서 계

약일자 및 계약 장소, 그리고 합병 합의 각 측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

는 기타 사항.121) 

  회사의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

다: 분할 형식, 분할 전, 후에 회사의 명칭, 분할 후 회사의 등록 자본금

과 납입 자본금, 분할 후 회사 주주(발기인)가 약정·납부한 출자액과 실

제 납입한 출자액의 상황, 분할 후 원래 회사의 채권, 채무의 승계 방안, 

그리고 회사 계열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대한 처리 상황이다

(주식회사는 회의 사회자 및 회의에 출석한 이사가 체결한 주주총회 회

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122)

121) 《内资企业登记提交材料规范》： (五)公司合并、分立提交材料规范，[11]1.
122) 《内资企业登记提交材料规范》： (五)公司合并、分立提交材料规范，[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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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 제기 사실을 등기사항으로 추가

      1. 독일의 입법례

  독일에서 합병 등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 이전에 주주총회 결

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

지 않았다는 점 또는 그 소송이 확정적으로 기각 또는 취하되었음을 이

사회가 표시하여야 한다(주식법 제327e조 제2항-제319조 제5항, 조직재

편법 제16조 제2항).123)124) 표시하지 않았다면 합병은 등기할 수 없다.125) 

이렇게 규정한 목적은 후속행위의 등기 이전에 결의하자소송 유무를 등

기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결의하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기법원은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등기를 보류할 수 있는 

“등기정지(登记停止)”제도가 있다(기사 및 비송사전절차법(FamFG126)).

      2.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 제기 사실 등기의 필요성 

  중국에는 등기정지 제도가 없다. 이 제도가 중국에서 시행된다면 등기

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합병, 분할의 등기 이

전에 이 같은 후속행위의 전제가 된 결의에 하자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등기기관과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기기관에서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 수 있으면 후속행위에 대한 등기를 심사하기 전에 미리 준비

할 수 있다. 주주가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자기의 권익을 위하

여 결의 하자의 소송에 원고의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채

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 전에 알 수 없는 

123) 이형규, 앞의 책(각주 116), 423-425면, 443면.
124) 이형규, 독일 조직재편법, 법무부, 비교회사법 총서 5, 2014. 21면.
125) 이형규, 앞의 책(각주 116), 425면.
126) (BGBI, 1 2008,2586)



- 101 -

결의 하자의 내용을 알게 되고 제3인 또는 원고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다. 결의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하여 회사의 결의하자 문제점

을 알 수 있고 이는 회사주체 또는 거래안전과 관계가 있다. 결의 하자

소송 제기 사실의 등기나 공고는 회사주체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으

므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Ⅳ.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및 취소선언판결의 등기와 공고

      1. 타국의 입법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서 무효가 선언 시 그 결의는 등기하여야 

한다. “주식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무효확인을 하는데, 이 조항의 

적용대상은 결의취소의 소에서 무효선언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독일

에서는 법적 명확성과 거래 안전을 위하여127) 주식법에서 결의 무효선언 

판결은 판결의 대상이 된 결의가 등기되었는지 불문하고 수시로 판결을 

등기하고, 대상결의가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그 결의의 등기와 함께 판

결의 등기도 요구한다. 128) 

  한국의 상법에서는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결의취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78조).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결의사항

이 등기되었다면 ‘결의 취소의 등기’ 등을 요구한다(상법 제380조). 일

본의 “회사법” 제250조129)와 제252조130)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127) Hüffer/Koch,Aktiengesetz,C.H.Beck,2014,§ 248 Rn.1.
128) 이형규, 앞의 책(각주 116), 319면.
129) 일본의 “회사법” 제250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30) 일본의 “회사법” 제252조: 제250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및 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함을 이유로 해서 결의 무효의 확
인을 청구하는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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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취소선언판결의 등기와 공고의 필요성

  주주총회 결의는 그 결의에 터 잡아 합병, 분할 등 행위가 이루어진

다. 그 후 결의 하자를 원인으로 합병, 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

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나 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결의는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 여부와 상관하게 결의 하자소송

이 제기된 경우 공고하거나 등기하고, 결의 하자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

소가 확정된 경우 그 판결도 등기하거나 공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판결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등기의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고 

등기신청인이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요구하면 등기신청인에게 부담

과 책임 또한 등기의무를 지나치게 부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고의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주주

총회결의의 무효선언판결 및 취소선언판결을 통하여 회사의 합병, 분할

의 최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회사주체, 거래안전과 관련이 있고 

회사주체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지만 회사에게 부담과 등기

의무를 지나치게 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으로 할 수 없다. 

    Ⅴ. 합병의 종료를 등기사항으로 추가

  독일 주식법 제327조 제3항에서 기존에 편입회사의 이사회는 지체 없

이 편입의 종료, 그 사유 및 종료 시기를 지체 없이 회사소재지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31)

  이런 등기는 등기기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합병의 진행상태

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병 종료 후 이해관계자가 등기를 통하

131) 이형규, 앞의 책(각주 116),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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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여 알게 된 후 합병에 대한 업무 처리 및 집행을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도 합병의 종료, 종료의 원인과 시간을 등기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제3절 그 밖의 등기사항 확대

    Ⅰ. 이사, 감사와 경리의 등기 

      1. 타국의 입법례

  중국에서 회사의 중요한 임원으로서의 이사, 감사와 경리는 등기사항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지 “회사등기관리조례” 제37조에서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고 비

안(备案, 주관기관에 사유를 보고하고 차후 조사ㆍ고찰하기 위하여 등록

해 놓는 것)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주에 

제출되는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에서 발기인 지위가 정관 접수 시 소

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독

일의 경우, “주식법” 제39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등기사항

은 이사; 이사가 보유한 대표권을 포함한다.”132) 일본의 경우, "상법" 

제188조(설립등기) 제2항에서 설립등기에는 7. 이사 및 감사의 성명, 8. 

대표이사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한국

의 경우, 상법 제317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32) 이형규, 앞의 책(각주 116), 43-45면.
133) 池英林， 각국의 상법전(Ⅰ), 법무부, 1993,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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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

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 중에 대한민국의 규

정은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고 등기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할 사항

이 가장 많다.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및 집행임원의 등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2. 이사·감사·경리 등 등기사항 추가 필요성

  회사에 대한 정보의 이용자 측면에서는 등기사항이 많으면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이사는 내부에서 회사의 상무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다. 감사는 회사의 상무 및 회계상무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 

자이며, 이사 및 경리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감독하는 자다. 경리는 회사

의 상무를 직접 집행하는 자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감사와 경리는 회

사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중 중요한 사항이다. 이사, 감사, 경리는 회사 

또는 거래안전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등기사항으로 추가하더라도 회사주

체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부실등기를 했다면 주주, 선의의 제3자 등 이해관

계자가 등기로써 부실등기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자연인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등기의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

우 이사, 감사와 경리에 대한 등기사항을 통하여 부실등기를 하고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부실등기에 처벌을 처할 

때 배후에 숨겨 있던 책임자는 등기부 또는 공고에 표시되기에 부실등기

의 발생을 어느 정도에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 감사, 경리가 등기

사항으로 추가되면 당해 회사의 신용유지에 도움이 되고 제3자도 안심하

고 당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실등기의 실제 책임자를 신

속하고 간단하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등기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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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사, 감사, 경리는 등기사항으로 등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이사·감사·경리 등 등기사항 무제약성

  현행 "회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신청 시, 회사 이사, 감사, 경영관리자(经理)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문건 

및 그 위임, 선거 또는 초빙 관련 증명서를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34) 동시에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에도 이사회와 감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의사규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135) 따라서 이사, 감사, 경리에 대한 내

용을 제출하거나 명기하여야 할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등기하여도 회사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더 많은 행정비용을 쓰게 되지 

않을 것이다. 회사는 이 등기를 위하여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회사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원래 제출되

거나 명기되어야 했던 재료로서 등기사항으로 변경되어도 이사, 감사, 

경리에 대한 등기를 포함한 회사 설립 등기, 변경등기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Ⅱ. 회사 정관 및 정관변경의 등기  

      1. 타국의 입법례

  정관은 중국의 공상등기에서 등기사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법과 

회사등기관리조례에 따라 회사 정관의 개정이 등기되어야 할 사항이 관

련된 경우,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 등기 변경을 한

다; 등기사항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개정 후의 회사 정관 또

134) 《公司登记管理条例》第20，21条。
135) 《公司法》第81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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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6. 본점의 소재지

는 회사정관 개정안을 기존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여 비안(등록, 备案, 

주관기관에 사유를 보고하고 차후 조사ㆍ고찰하기 위하여 등록해 놓는 

것)하여야 한다.136) 정관 개정은 회사등기기관에 '주주총회 결의' 및 '회

사정관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회사

법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등기변경을 완성할 수 있다.137) 이로써 정관

의 개정은 등기사항과 관련이 있지 아니한 경우 비안(등록)사항으로만 

간주된다. 독일의 경우, 주식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등기사항은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인가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

된 경우 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138) 그 밖에 제181조에서 정관변경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139) 한국의 경우, 상법 제317조와 제289조에 자세

히 규정하고 있다.

136)《公司登记管理条例》第28-29条。
137)《公司登记管理条例》第27条。
138) 이형규, 앞의 책(각주 116), 45면.
139) 독일 “주식법” 제181조: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기 위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시에는 정관의 전체 문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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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2. 정관 및 정관변경 등기사항 추가 필요성 

  회사의 정관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 정관은 

회사 설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과 문건이다. 회사 정관은 회사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기본 법률 문건이자 회사가 대외적으로 경영 교류

를 진행하는 기본 법적 근거와 회사의 자치 규범이다.140) 회사 정관은 

공개성이 구비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필자는 정관의 내용은 투자자뿐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사회 대중

에게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원

칙과 그 세칙을 규정하였고, 경영 목적과 재산 상태,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채권자, 제3자가 이 회사와의 경제 교

류에 조건 또한 자금력과 신용도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회사와 경제 교제하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정관은 투자자, 채권자과 제3자를 포함한 정

보이용자가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등기사항으로 등기되어야 하며, 

그들의 경제활동에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정관은 등기사항으로 아니지만 많은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정관을 조회·열람하려고 하였으나, 정관 조회의 절차와 소속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일련의 증명문건을 제공하고 변호사의 협조

를 필요로 하야야만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서도 

회사의 정관을 조회할 수 없다. 이는 정보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 

따라서 정보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 및 정관변경을 등

기사항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140)杨峰,公司章程是公司的“宪法”,法制网,2005.08.16.http://www.chinalaw.gov.cn/art/
2005/8/16/art_2_108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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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전(深圳)과 주하이(珠海) 등 경제특구에서는, 회사 정관은 비안

(등록) 사항으로 존재하고 있다.141) 선전(深圳)시 기업등기 관리규칙에 따

르면 기업의 정관은 법에 근거하여 심사하는 내용에 해당한다.142) 이것

은 중국에서 회사의 정관과 정관 개정을 등기사항으로 삼는 것은 참고가 

가능한 실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회사 설립시의 최초의 정관 발효 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최초의 정관

은 반드시 공상부서에서 등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회사 정관을 개정한 후에도, 공상부서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원고인 완자유(万家裕)가 리장홍서수전개

발유한회사(丽江宏瑞水电开发有限公司)를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요령은 

회사 설립 당시 제정된 최초 정관은 공상부서에 보고하여 등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143) 이에 따라 심판 실무에서 

정관을 등기사항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다.

      3. 정관 및 정관변경 등기사항 무제약성

  “회사등기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 신청 시, 

회사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회사정관의 개정이 등기사항

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개정 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개

141) 《深圳经济特区商事登记若干规定》第8条：商事主体备案事项包括：（一）章程或
者协议。제8조:상업주체비안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 정관 또는 협
의서. 
     《珠海经济特区商事登记条例》第9条：商事备案事项包括：（一）章程（协
议）。제9조:상사비안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정관(협의서).
142) 《深圳市企业登记管理规则》 三、登记审核内容（一）登记主管机关根据企业提交
的登记申请材料，依法审核企业名称、章程等内容。
143) 丽江宏瑞水电开发有限公司与永胜县六德乡双河电站、北京博尔晟科技发展有限公
司、张正云、唐振云与万家裕的其他股东权纠纷审判监督民事判决书[最高人民法院民提
字第0005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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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을 기존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备案, 주관기관에 사유를 보

고하고 차후 조사ㆍ고찰하기 위하여 등록해 놓는 것)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회사 정관은 제출되어야 할 

문건으로, 정관의 개정은 비안(등록)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변경되어도 등기신청인에게 많은 부담

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관과 정관변경은 제출된 서류나 비안(등록)사항에서 

등기사항으로 변경되는데 절차만 바뀌었을 뿐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주주 간 계약의 등기 

      1. 주주 간 계약의 등기 필요성

  주주 간 계약은 회사 주주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회사의 지배구

조, 자본 조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방식，위약책임 등에 대해 규정

하는 계약이다.144) 주주 간 계약은 주주 간의 의사 자치의 합의를 구현

하고 계약행위에 해당된다.

  앞에서 정관 등기를 토론했는데, 실무에서는 주주 간 계약과 회사 정

관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주주들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더욱 기

본적이고 내용이 더욱 광범위한 합작 협의이며, 회사의 설립과 내부 조

직의 안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의 협력에 관한 기타 배정도 포

함한다.145) 회사를 설립하거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주주 간 계약이 이

행 과정의 내용 중 하나이다. 주주 간 계약은 회사의 조직 구조와 관련

144) 孙文婧、王雪梅, 公司章程与股东协议的法律实务比较[J]. 企业改革与管理, 2017, 
17.
145) 张学文, 股东协议制度初论[J]. 法商研究,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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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회사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은 모두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

한 법률 문서이고,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 주주 간 계약의 약정 사항을 

흡수한다. 그러나 실천 중에 공상등기기관 인원의 통제와 정관의 모식화

로 인하여 많은 자치성 조항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주가 계약을 

통하여 별도로 약정할 수 있을 뿐, 주주 간 계약은 회사 정관보다 훨씬 

융통성이 있다. 경영관리 실천에서, 회사의 경영관리 문제에 대하여 주

주 사이에는 주주 간 계약에 의해 해결되는 방식에 더욱 치중된다. 심지

어는 관리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주주가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 간 

계약에 근거해서 회사 정관의 편향을 바로잡기도 한다. 주주 간 계약은 

회사 정관에 대한 진일보한 보충 약속이다. 회사 정관의 임의적 규정이

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간 계약의 약정을 적용할 수 있

다. 주주 간 계약은 계약에 해당되어 임의성을 가지므로 회사 조직에 관

한 사항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 강제적인 규

정의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한, 주주 간 계약은 회사법의 강제적인 규정

을 돌파할 수 있어 회사 정관이 약속할 수 없는 몇몇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146) 따라서 주주 간 계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정관보다 훨

씬 광범위하다. 정관만 등기함으로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실효성 있게 

공개할 수 없으며, 즉 공개의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주주 간 계약의 등기는 매우 필요하다.

  내용에 있어서 주주 간 계약은 회사 조직과 관련된 많은 사항을 담을 

수 있으며, 주주출자 배정, 이윤분배, 결손부담, 의결권 행사, 이사와 감

사 인선과 직권, 주주 권리행사, 주식·지분양도 및 위약책임, 회사해산, 

주주쟁의해결 등 많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을 등기할 경

146) 朱利, 股东协议与公司章程“任意性条款”的关系初探[J]. 政法学刊（Journal of 
Poltical Science and Law）, 2017(34), 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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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주주의 교섭내용에 대하여 이해·파악을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약책임의 책임부담 내용을 이해한다면, 회사가 

위약책임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주주 간 계약의 규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회사 주주가 변경되면 그 자체로 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 변

경의 근거인 주식·지분양도양수서도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

자나 채권자가 회사의 주식·지분 보유 현황과 처분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다. 이익관계인은 주주의 연대책임을 추궁할 때 더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에 유리하다.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만

큼 등기되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주주 간 계약과 관련된 중

요한 분쟁과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 주주 간 계약 등기의 주의사항 

  주주 간 계약은 임의성을 갖고 있으며 주주 간에 보다 기본적이고 광

범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등기를 할 때는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해야 하며,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 주주 간 계약의 

일부 내용을 등기하고 공개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거나 비밀보호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

게 하는 목적은 등기사항을 늘리고 대외적 정보 공개의 양을 높여 공상

등기제도이용자의 정보 이용 실효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회사의 합법적 권익과 소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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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론 

  공상등기제도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성이 있지만 정보의 양이 

적으면 대외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은 등기를 이용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등기 또는 공시하는 정보량이 많으면 유리하

다. 그러므로 공상등기제도에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양적으로도 정

보량이 확대되면 공상등기제도가 좋은 등기제도로 될 것이다. 현재 중국 

현행법상 등기사항의 양은 회사를 예로 들면 8개밖에 안 되는데 지나치

게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등기사항의 정보양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기정보의 양적 확대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 중에 회사 구조조정 단계에서 현재의 등기사항이 적은데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등기를 많이 하여야 된다고 본다. 단, 이 과정에서 기업에

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등기가 많이 지연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주주총회 결의 또는 결정,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 제기 사실, 합병이나 분할의 종료를 등기사항으로 추가시키면 등기기

관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 동향을 파

악할 수 있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위해 제때에 보호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의 등기는 회사에 큰 부담을 가져오지 않고 등

기의 지연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주총

회결의의 무효선언판결 및 취소선언판결은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등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에 등기의 방식대신에 

공고나 공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등기사항의 확대에 있어서는 회사의 지배

자인 이사, 감사와 경리를 등기사항으로 넣어야 한다. 각국의 입법에 따

라 다 이사나 감사에 대한 정보를 등기 정도로 삼아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사, 감사와 경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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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실등기 등 민사책임, 형

사책임을 부과할 때 등기된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로써 실제 책임자를 적

시에 밝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 감사와 경리에 대한 등기는 원래 

등기기관에 제출되거나 명기되어야 할 자료이기에 회사 또는 등기과정에 

큰 방해와 지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사에 대한 등기는 정보의 양적 

확대에 도움이 되어 등기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회사의 정관 

및 정관변경은 회사의 필수적인 서류로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삼으면 정

보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회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3자

와 회사의 거래에 신용 근거를 제공한다. 게다가 사회가 정관에 대한 열

람·조회 적극성이 높으며, 대중이 회사정관의 내용과 변경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데다 선전(深圳), 주하이(珠海)가 참고할 만한 사례까지 있으

므로 정관 및 정관 변경을 등기사항에 추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

주 간 계약의 등기로 정관만을 등기함으로 인한 공개 역량의 부족을 메

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주식·지분의 보유 현황과 처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할 때는 회사의 기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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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 

제1절 등기의 전산화

    Ⅰ. 서설

  등기신청자에게 어떤 등기제도가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좋은 등기제도

라고 할 수 있는가? 첫째, 등기를 받으려면 비용이 적게 들며, 둘째, 등

기의 효율성이 높아 가장 빨리 등기를 받아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야 하며, 셋째, 등기절차가 간편하고 수속이 간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만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등기제도 이용자로서의 등기신청

인의 편의 증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산화는 검토가 필요한 제도이다. 

    Ⅱ. 등기신청의 전산화 필요성 - 등기신청자의 편의증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상등기제도 하에 등기기관에서 명칭, 경영범위, 

등록자본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 비준을 책임 부

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제도는 사전 심사비준의 항목이 많고 등기 

절차가 복잡하며 등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등기신청인에게 큰 부

담을 준다. 아울러 중국 공상 등기 업무량은 매우 크고, 광저우(广州) 

2016년을 예로 들면, 연간 업무량은 91만 8000건으로 2013년의 3배가 넘

었고, 단일 최고 업무량은 심지어 4000여 건에 도달하였다.147) 이렇게 많

은 업무량은 이미 공상등기 심사 비준 업무에 큰 압력을 주었을 뿐만 아

니라, 현행 등기 패턴을 채택하면 등기의 지연을 한층 더 초래할 수 있

다.

147) 陈军梅、童健华, 从”网上登记“到”人工智能+机器人“[J]. 中国市场监管研究, 
201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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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의 등기 방식과 비교할 때 전 과정 전산화 등기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장점은 신청자의 신청 과정을 매우 편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산화 등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무너뜨림으로써 

신청자는 직접 등기기관에 가서 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시간

에 근거하여 온라인에서 입력과 클릭만으로 등기를 쉽게 완성할 수 있어 

기업원가와 부담을 대대적으로 낮추었다. 둘째로는 매우 큰 정도에서 등

기 등록의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전산화 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한 등

기 등록, 특히는 전 과정 온라인 등기 등록을 실현할 경우 등기사항과 

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등기 등록의 속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148) 따라서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등기신청

의 전산화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Ⅲ. 등기신청 전산화의 현황

  전산화 등기는 이미 공상등기와 유관한 모든 사항들을 등기에 포함시

켰다. 또한 명칭의 예선 심사 비준 등기(名称预先核准登记), 설립등기, 변

경등기, 말소등기, 등록 등기(备案登记)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현할 수 

있는바 전산화 등기는 더 이상 현장 등기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독립

적으로 운행되며 직접 전자 영업집조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상총

국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 영업집조(营业执照)와 종이 영업집조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149)

  

  베이징시의 경우, 공상등기 사항의 처리기간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다. 명칭의 자주적 신고범위 확대, 전 과정 전자화 신고 제도가 도시 전

체를 전면적으로 보조하고, ‘다증합일(多证合一)’150)을 심화시킴으로써 

148) 曹进波, 工商登记全程电子化探讨[J]. 中国工商管理研究, 2013, 12.
149) 《工商总局关于全面推进企业电子营业执照工作的意见》， 二、基本原则：电子营
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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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조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8일에서 1-3일로 압축시켰다. 지금은 공

상등기를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식과 오프라인에 

홀에서 창구로 접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 과정 전자화를 선택

한 경우 하루 만에 영업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개설홀에 방문해서 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받으려면 최대 3일이 소요될 것이다.151) 

회사 등기의 전 과정 전자화가 실현되었는데 신청부터 심사까지 평균 

3.15일만 걸릴 것이다.152)

    Ⅳ. 등기신청 전산화 기본 프로세스 설계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 과정에 편의 증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전산화 

프로세스에 따라 하면 된다. 과학적으로 합리한 공상등기 전산화 업무시

스템은 주로 명칭에 대한 예비 심사,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록, 등기말

소 등 5개 유형의 등기업무를 포함하며 5개환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 출원. 우선 사용자 아이디 등록을 진행한다. 디지털 인

증서153)가  없는 자연인은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번호와 메시지 인증

150) 다증합일 제도는 공상등기 시 신청인이 첨부해야 할 다수의 증서를 하나로 통
일시켜 간소화하는 제도다.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노동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
상영업집조’과 ‘조직기구 코드 증명서’, ‘세무’, ‘사회보험’, ‘통계 등록 증
명서’ 등 5개 카드를 하나로 묶는 '오증합일(五证合一)' 개혁을 바탕으로 ‘다증합
일’ 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심사 전 단계에서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관리감
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151) 北京市工商局2018年度绩效任务三季度进展情况  http://gsj.beijing.gov.cn/
152) 2017년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업무 총화에 참조. 2017年北京市工商行政管理
局工作总结  2018-03-19 。
153) 数字证书就是互联网通讯中标志通讯各方身份信息的一串数字，提供了一种在
Internet上验证通信实体身份的方式。它是由权威机构——CA机构，又称为证书授权
（Certificate Authority）中心发行的，人们可以在网上用它来识别对方的身份。디지털 
인증서는 인터넷 통신에서 각 측의 신분 정보를 표시하는 일련의 숫자로 인터넷 사
이트에서 통신 실체의 신분을 검증하는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권위 있는 기관인 
CA기관,  또한 증서 권한 부여(Certificate Authority)센터에서 발행한 것이고, 사람들
이 인터넷에서 이것으로 상대방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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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 정보를 통해 등록을 진행한다. 시장주체는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와 메시지 인증번호와 같은 정보로 등록을 진행한다. 하지만 만약 디지

털 인증서가 있다면 자연인은 디지털 증서로 등록하면 된다. 시장주체는 

전자영업집조로 등록한다. 다음은 정보 작성을 완성한다. 출원의 업무유

형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한다. 신청한 기업의 유형과 작성한 정보에 따라 시스템 템플릿으로 신

청서, 주주총회결의와 정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나머지 종이자료는 

스캔본으로 업로드(예를 들어 주택소유권증명)한다. 시스템은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신청자료규범요구에 따라 등기부문이 지정

한 배열순서에 근거하여 전자파일로 된 PDF격식의 단일 신청자료문건을 

형성하며 문서자료규범에 따라 인터넷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야 한

다. 

  두 번째는 인터넷 서명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은 법적으로 서

명이 필요한 모든 인원들이 업무를 확인한 다음 인터넷에서 서명하여야 

제출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서명이 필요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신청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가 없는 사용자는 핸드폰/컴퓨터의 온라인 사인 기

능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인증서가 있는 사용자는 제출한 신청재료

에 온라인 디지털 사인을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심사를 받는 것이다. 심사인원은 기업의 등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출원 업무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인허가를 심사하는 인원에게 보낸

다. 문서규범과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PDF 파일의 심사비준서

가 생성된다. 

  네 번째는 영업허가증의 발급이다. 심사비준을 거쳐 통과된 다음 기업

등기시스템은 등기정보를 전자영업집조 시스템에 보내고 전자영업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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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종이로 된 영업집조를 발급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당안저장이다. 저장해야할 서류는 최초 전자신청자료, 등

기기관의 전자심사표, 기타 저장해야할 전자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서류 

등을 포함한다. 당안저장인원은 확인 후 당안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전자파일 및 메타데이터를 전자당안관리시스템으로 이송한다. 

    Ⅴ. 등기신청인 편의 증진 위한 등기 전자화의 개선

      1. 전자당안 법률효력의 확인 요함 

  전산화 등기 등록, 서류 조회의 전 과정에서 등기기관 직원과의 대면

이 없고 전자파일을 이용해 각종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

하여 등기기관 현장에 가서 종이 양식을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

문에 신청인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청자의 직접 사진 

촬영 또는 스캔형식으로 업로드하여 저장한 주주, 법정대표자의 서명은 

그 법적효력이 종이에 작성한 서명과 같은 것인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

확한 확정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전자파일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1988년에 반포하고, 1996년

에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에도 전자파

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2014년, 국가당안국은 “당안법”

을 수정하는 지방작업팀을 설립하여 “당안법”을 수정하게 하였는데 단

시기 동안에는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2004년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은 전자파일의 합법성과는 관련되지 않지만 전자 데이터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154) 그러므로 건의하는바 관

154)《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第3条：当事人约定使用电子签名、数据电文的文
书，不得仅因为其采用电子签名、数据电文的形式而否定其法律效力。第14条：可靠的
电子签名与手写签名或者盖章具有同等的法律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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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률법규의 수정을 적시에 촉진하고 전자파일 등 관련 개념의 법적효

력을 명확히 하여 공상등기의 전산화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한

다. 전자파일의 법적 효력이 확정되었어야 등기신청인이 전자파일을 더

욱 안전하게 이용하여 신청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장될 수 있다.

      2. 형식적 심사권 실행의 명시화

  전 코스 전산화 등기의 방식을 채용한 이후 등기기관은 신청자와 직접

적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모든 등기행위는 네트워크 데이

터의 교환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등기기관이 채용

할 수 있는 심사방식은 자연스럽게 형식심사가 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전산화 등기의 효율적 우세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형식

적 심사가 이용되면 등기신청인이 등기자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명서

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심사절차도 간편해져 등기신청자에

게 많은 편의를 주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질적 심사권에 대한 내

용은 앞에서 이미 토의가 끝났는데 여기서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3. 정보 수집 기준의 통일 및 등기 절차 간이화

  한편으로 정보 수집 기준을 정한다면 등기신청인은 참조할 수 있는 대

상이 나타나는데, 그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출할 때 누락하지 않고, 요

구보다 더 많이 제출하지도 않아 전자등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따라

서 국가 공상총국에서 정식으로 공포한 통일된 데이터 수집 기준을 전국

적 범위 내에서 통일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성 급(省级) 등기기관 사이, 

성 급 등기기관과 총국의 정보 수집 방면의 일치성을 확보하여 전산화 

등기가 전국적 범위 내에서의 신용도를 강화하여야 한다.155) 각 지역에

서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건립한 전산화 등기 네트워크 또한 응당 총국과

155) 曹进波, 工商登记全程电子化探讨[J]. 中国工商管理研究, 20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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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 상호교환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전산화 등기 

시스템의 설치는 반드시 간단하고, 편리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료의 종류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한

다. 사용자 아이디 등록 후의 정보 입력 단계에서 응당 신청자에게 등기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 서비스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는 방

식을 통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사전에 설치한 등기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경제와 인

민 생활 등 중점 업종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 신청자는 네트워크를 통하

여 따로 파일자료를 전송할 필요 없이 모든 재료 신청 과정을 전부 등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

의 정보 입력이 끝나면 신청자에게 제출할 것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의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베이징시의 방법에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베이징에서 기업 말

소등기에 대한 간이화가 전개되어 있고, 기업명칭의 등기시간은 20분 내

로 단축되었다.156) 등기절차 간이화는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뿐

만 아니라 등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공상등기 문서 규범의 간소화와 정합

  현재 공상등록등기의 문서 격식, 근무 요구로 놓고 볼 때 전 코스 전

산화의 응용은 여전히 일정하게 적응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명칭을 심사 비준하는 방식에 있어 진일보의 최적화 조절이 

필요하고 주소 등기의 수속이 진일보로 간단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경

영범위가 진일보로 개방되어야 한다.157) 국가 공상총국의 측면에서는 기

156) 2017년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업무 총화에 참조. 2017年北京市工商行政管理
局工作总结.  2018-03-19 
157) 曹朝阳、陆诗秦、袁驰, 工商登记全程电子化问题解析与实现路径的构想[J]. 中国
市场监管研究, 20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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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등기의 <신청 문서의 규범>과 <제출 재료의 규범>의 수정을 조직하여

야 하며 각 지역에서는 국가 공상총국에서 공포한 유관 규범에 따라 시

스템의 개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에 관하여 

정합하고 최적화하여 등기신청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여야 한다. 

      5. 정보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

  전 코스 전산화 등기의 정보 입력 단계에서, 공상국은 신청인이 세금

관련 정보 등을 함께 기업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이로써 신청인이 세무

국에 다시 한 번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시급(市级) 당안(档案) 

행정관리 부서는 반드시 본 시의 전자 당안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전자 

당안의 생성, 보존, 관리, 사용, 인수인계, 이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범

을 세워야 한다. 시의 전자정무 관리부서 조직에서는 각 관련 행정 허가 

부서의 전 코스 전산화 심사 비준 시스템에 대한 건설과 발전을 추진하

여야 한다. 시 세무 부서는 등기기관에 기업의 납세 증명서 등 세금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조회 검사 기능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발전

시켜야 한다.158) 세무 부서와 등기기관에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도록 보장하고, 수시로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자가 이미 기입 또는 등기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신청저가 중복으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피하

도록 한다.

제2절 열람단계 정보이용자 편의 증진

    Ⅰ. 서설

158) 陈军梅、童健华, 从”网上登记“到”人工智能+机器人“[J]. 中国市场监管研究, 
201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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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이용자에게는 기업의 정보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등기

제도가 좋은 등기제도이다. 이 부분에는 어떤 경로로 기업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가 담

겨 있다.

    Ⅱ. 열람권 확대

  각 조직, 개인은 모두 각지의 공상 행정 관리기관에 기계 가독형 당안

(机读档案)159)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160)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

직은 당안 관리 부서에 기업 도서 당안(图书档案) 조회를 신청할 수 있

다. 조회한 당안은 반드시 자신의 생산, 생활, 업무 등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으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61) 기업 도서 당안 조회란 

공상기관 당안 관리부서의 지정한 위치에서 문서를 이용하는 행위를 가

리킨다.162) 회사등기 중의 도서 당안의 공시와 조회에 대하여, 조회 가능

한 주체 자격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다.163) 전 국민은 전국기

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신용정보와 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프랑스 회사 등기공시제도는 전문적인 관보를 통하여 상인의 모든 정

159) 机读档案：以代码形式和特定结构记录在计算机存储载体上的、计算机能够识别处
理的档案文献信息。包括两种：一是在实现了办公室自动化和无纸办公系统的部门形成
并归档的机读文件;二是将传统类型档案信息输入计算机,转换而成的机读档案。기계 가
독형 당안 (machine-readable text.): 코드 형식과 특정 구조로 컴퓨터 저장매체에 기
록되어 있으며, 컴퓨터가 식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파일 문헌 정보다. 두 가지 종료
로 나누어 있다: 첫째는 사무실의 자동화와 종이 없는 사무 시스템을 실현한 부서에
서 형성되고 분류되어 보존된 기계 가독형 문서다; 둘째는 전통적인 유형의 파일 정
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변환하여 만든 컴퓨터 파일이다.
160) 《企业登记档案资料查询办法》 第6条。
161) 《企业书式档案查询管理规定（试行）》第4条。
162) 《企业书式档案查询管理规定（试行）》第3条。
163)  潘杰, 我国公司登记公示制度的缺陷与完善[J]. 天津： 天津师范大学, 20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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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공시함으로써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64) 따라서 

등기된 기업정보의 열람권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기계 가독형 

당안이든 도서 당안이든 불문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처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본다.

    Ⅲ. 열람의 대상 확대

      1. 현행 열람의 대상

        가. 서설

  기계 가독형 당안 자료의 조회 내용은 기업등기사항, 기업등기 허가신

청 문건, 기업변경사항, 기업말소(취소)사항, 감독검사사항 등을 포함한

다.165) 도서 당안 자료 조회는 심사 비준을 거쳐 등기된 기업의 모든 원

시 등기 당안 자료를 포함한다.166)

  “기업정보공시 임시조례(企業信息公示暫行條例)”(이하 ‘임시조례')

164) 张民安, 法国商事登记制度研宄[J]. 商事法论集, 2006(2), 7.
165)《企业登记档案资料查询办法》 第5条　企业登记档案资料的查询，按照提供途径，
可以分为机读档案资料查询和书式档案资料查询。
　　机读档案资料的查询内容包括：
　　（一）企业登记事项：名称、住所、经营场所、法定代表人、负责人、经济性质或
企业类别、注册资金或注册资本、经营范围、经营方式、主管部门、出资人、经营期
限、注册号、核准登记注册日期等。
　　（二）企业登记报批文件：部门批准文件、章程、验资证明、住所证明、法人资格
证明或自然人身份证明、法定代表人任职文件和身份证明、名称预先核准通知书。
　　（三）企业变更事项：核准设立子公司或分支机构日期、变更有关名称、住所、法
定代表人、经济性质或企业类别、注册资金或注册资本、经营范围、经营方式等事项和
各种登记文件及核准变更日期。
　　（四）企业注销（吊销）事项：法院破产裁定、企业决议或决定、行政机关责令关
闭的文件、清算组织及清算报告、核准注销（吊销）日期。
　　（五）监督检查事项：企业被处罚记录及日期、年度检验情况（企业经营情况、财
务状况、开户银行及帐号除外）。
166)《企业登记档案资料查询办法》 第5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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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업정보(企業信息)’는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기한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

와 정부부서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의 상태를 반영

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임시조례 2조). 기업정보 공시시스템에서 공

시되는 정보는 공시주체에 따라 ‘기업 공시정보’,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시정보’, ‘기타 정부부서 공시정보’로 나누어진다. 아래에서는 각 

정보의 내용과 공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기업 공시

  기업 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어지는데, 정기공시는 연도보

고서의 공시의무를 의미한다. 즉,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직전 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반에 공시

해야 한다(임시조례 8조). 연도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한다(임시조례 9조 2관). ① 기업의 통신주소․우편번호․연락처․이메일 

주소 등 정보, ② 개업․휴업․청산 등 기업의 존속상태에 관한 정보,③ 자

회사 설립․지분 매입 등에 관한 정보, ④ 유한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

의 발기인이 납입확약하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액･출자시기․출자방식 등

에 관한 정보, ⑤ 유한회사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에 관한 정보, 

⑥ 기업의 웹사이트 및 인터넷 경영에 사용되는 인터넷 몰의 명칭, 웹사

이트 주소 등의 정보, ⑦기업의 종업원 수․자산총액․부채총액․대외 보증 

및 담보액․자본 총계․총 영업수익․주요 영업활동 수익․이윤총액․순이익․총 

납세액. 단, 이 중 ⑦의 정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여부를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167)

  또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

167) 임시조례 제 9 조 제 2 관: 다만 개인(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업의 동
의를 얻어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임시조례 제 9 조 제 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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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일반에 공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임시조례10조 1관). ① 유한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

회사의 발기인이 납입확약하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액․출자시기․출자방식 

등에 관한 정보, ②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의 지분양도 등 지분변경에 관

한 정보, ③ 행정허가 취득․변경․연장에 관한 정보, ④ 지식재산권에 설정

된 담보에 관한 정보, ⑤ 행정처벌에 관한 정보, ⑥ 기타 법에 따라 반

드시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다. 공상행정관리부서 공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의 등기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① 

등록․등기, 등록정보(备案信息),  ② 동산저당 등기정보, ③ 지분(주식) 질

권설정 등기정보, ④ 행정처벌정보, ⑤ 기타 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들을 보유하게 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형성

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임시조례 6조)

        라. 기타 정부부서 공시

  “공상행정관리부서 이외의 기타 정부부서 역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① 행정허가․승인․변경․연장 정보, ② 행정처벌정보, ③ 기타 

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또는 기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임시조례 7조) “단, 기타 정부부

서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업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시조례 7조 2관 후단)

      2. 열람의 대상 확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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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계 가독형 당안 열람대상의 확대

  기계 가독형 당안의 공시 내용에 관하여, 법률 규정의 각도로부터만 

살펴보면, 기계 가독형 당안의 조회 가능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등기

당안자료조회방법”(이하 ‘방법’)에서  비교적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 가독형 당안 공시에 대한 입법적 규정과 실제 집행은 

큰 차이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서술에 따르면, 기계 가독형 당안의 

공시내용은 입법적으로 매우 구체적이며, 신청절차상 기계 가독형 당안

의 공시는 신청인이 소개장만 제시하면 기계 가독형 당안을 복사하고 조

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 상황으로 볼 때 “기업등기 당안자료 조회방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만 순조롭게 복사하고 조

회할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한 회사 정관을 비롯한 기타 정보는 기계 가

독형 당안 조회 과정에서 복사하고 조회할 수 없다. 이 부분 내용의 조

회복사는 신청인이 “방법” 제7조168)의 도서 당안 조회에 대한 관련 규

정에 의거하여 조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계 가독형 당안의 공

시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회사 등기사항 조회인의 조회 어려움을 객관적

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필자는 “방법”에서 규정한 기계 가독형 당안 자료에 조회할 수 있는 

사항과 내용(회사 장관을 포함)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 정

관 자체는 공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

168) 《企业登记档案资料查询办法》第7条：各级公安机关、检察机关、审判机关、国家
安全机关、纪检监察机关，持有关公函，并出示查询人员有效证件，可以向各级工商行
政管理机关进行书式档案资料查询。律师事务所代理诉讼活动，查询人员出示立案证明
和律师证件，可以进行书式档案资料查询。각급의 공안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 국가 
안전기관, 기검감찰기관 등의 유관 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조회인원의 
유효증명서를 출시하여야만 각급의 공상 행정 관리기관에서 서식 파일의 자료 조회
가 가능하다. 법률 사무의 대리소송 활동의 경우, 조회인원은 입안증명과 변호자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서식 파일의 자료 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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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때에도 회사 정관을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정보이용자가 정

관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열람 대상 확대

          1) 재무정보의 제공

  독일에서 연방관보에 이루어진 회사법상 공고(제5호)에 따라 회사법상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회사등기부169)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대

차대조표의 공고(주식법 제25조, 유한회사법 제12조)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하다. 독일 상법(HGB) 제325조 내지 제339조에 따라 물적 회사의 연도결

산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서류가 공시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필자가 상하이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통해 절대다수의 상장회사 또한 비상장 공기업이 재무 정보를 모두 공시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작위로 선정한 200개 대기업 중 20% 안

팎의 확률로 된 회사가 재무정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본다. 기존 정보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 비상장공기업이 

다른 정보공개 플랫폼에서 재무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간 

정보의 질이 다르고,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하는 거래상대방들

이 얻는 정보가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주체에 대한 보호와 열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69) 회사등기부는 2006년의 전자상업등기·협동조합등기·회사등기법에 따라서 독
일에서는 2007.1.1.부터 등기사항을 비롯하여 공시의무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된 것이다. 즉 회사의 정보에 대해 하나의 
중앙 저장소인 회사등기부에서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회사의 정보의 집중 저장
을 위한 공적 시스템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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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및 비상장공기업에 대한 정보공시는 미국 SEC가 창설한 공정

공시규정인 “Regulation FD(Fair Disclousure)”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요구를 포함한다. 첫째, 상장회사나 회사 대표 

인원이 의식적으로 공개한 모든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는 반드시 일반 대

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혹은 같은 시간에 모든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상장회사가 자기가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를 무의식

적이고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을 발견하고 판단하면 이 정보를 신속하게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70) 공정공시규정의 요구에 따라, '임시조례'가 

강제공시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술된 주체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정보

를 공개한다면, 거래상대자가 서로 다른 경로에서도 공평하게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된 사항은 모두 정확하고 적

시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플랫폼에서 공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제 공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과도한 강제가 자주 나타

나지만 회사 정보 공시 제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강제부족의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공시된 정보가 회사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지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필자는 강제적인 정보 공시의 경계를 적정하게 확대하며, 현

재 자발적으로 공시되는 정보를 강제 공시로 전환하는 것 외에 자산부채

표, 손익계산서, 재무회계보고서도 강제 공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회사가 작성한 경영 상황, 중

대한 자산 변동 등에 대한 보고서를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강제적 공시의 경계를 적정하게 확대함으로써 회사의 신용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공시한다.

          2) 정보 공시범위의 확대

170) 吴谦立. 公平披露:公平与否[M]. 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5,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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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 중앙여신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시장주체의 신용정보를 모집·공

시한 경험을 참고하고, 정보공시시스템에는 모든 시장주체의 금융신용정

보, 기업의 전부 사법적 판결정보, 금융기관이 공시한 기업신용정보, 시

장주체가 불법고용·파견 신용정보, 시장주체가 세금을 체납한 신용정보

가 추가될 수 있다.171) 추가된 공시 정보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자주권을 공시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통하여 

공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필자는 우선 현행규정 중에서 자발적 공

시에 속하는 정보들을 모두 강제성 공시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

각한다. 또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 정보 공시의 규칙을 새로이 정

하고 자원성 공시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인 범위를 확정지음에 있어 회사의 계약 이행 정황, 신용기록, 사회 영

예, 중대한 소송관련 정황 및 경영자 자신의 개인 신용 등과 같은 일부 

비자산 유형의 정보를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부동한 측면으로부터 회사 경영의 건강정도를 반영하는 동시

에 매우 높은 신용 전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 공시 자주권을 설

정하는 동시에 또 응당 긍정적 격려 기제를 건립하여 주동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회사에 대하여 상응한 장려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

면 자발적 공시와 강제성 공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회사의 정보 공시 

제도는 더욱 좋은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보의 이용자들에게 편

의를 제공할 수 있다.

    Ⅳ. 열람 방법의 개선

      1. 현행 열람의 방법

171) 刘艳红, 我国企业信息公示制度研究[J]. 暨南大学, 20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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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문 열람

  방문 열람, 즉 신청에 의한 조회는 회사 기계 가독형 당안 자료 조회

와 도서 당안 자료의 조회를 포함한다. 이는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조회 신청자에 대해 법정 절차로 등기를 진행한 후 

등기 파일 관리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회사 등기 파일에 대하여 조회

와 복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172)

  기계 가독형 당안 자료의 조회는 신청의 절차상에서 볼 때, 기계 가독

형 당안 공시 신청인은 소개장만 있으면 컴퓨터 파일에 대하여 조회와 

복제를 진행할 수 있다.

  도서 당안 자료의 조회는 "방법" 제 7조에 근거하여 각급의 공안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 국가 안전기관, 기검감찰기관 등의 유관 공문을 가

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회인원의 유효증명서를 출시하여야만 각

급의 공상 행정 관리기관에서 서식 파일의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법률 

사무의 대리소송 활동의 경우, 조회인원은 입안증명과 변호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서식 파일의 자료 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중화인민공화국기록물법(당안법)”173) 및 그의 실시

방법,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업등기당안자료조회 방법”174)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175), 개인이 소송, 중재 등 원인으로 

172) 潘杰, 我国公司登记公示制度的缺陷与完善[J]. 天津： 天津师范大学, 2014, 15.
173)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第19条第三款。
174) 《企业登记档案资料查询办法》第6条。
175) 事业单位（Public Institution）是指由政府利用国有资产设立的，从事教育、科技、
文化、卫生等活动的社会服务组织。事业单位接受政府领导，是表现形式为组织或机构
的法人实体。사업단위는 정부가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 조직이다. 사업단위는 정부의 리더십을 받고 표
현형식이 조직 또는 기관의 법인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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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기서류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장 소개장, 본인 신분증(직

장 신분증)과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소지하고 자신과 관

련된 기업의 등기기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176) 이에 따라 공민(개인)이 

회사 자료(정관)를 인출, 열람, 복사한 후 공상국의 자료증명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영엽면허>를 심사하여 발급한 해당 공상국에 신청하고 

이상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전자 열람

  중국정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全
國企業信用信息公示系統)’을 설치하여, 기업의 신용정보를 일반대중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77)또한 관련 규정의 초

안을 작성하고 2014년 7월 23일 국무원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과 

1개월이 지난 8월 23일에 국무원이 정식으로 “기업정보공시 임시조례

(企業信息公示暫行條例)”(이하 ‘임시조례’)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기

업신용정보공시제도는 기업정보 수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중국기업의 새로운 신용체계를 다지는 입법기초가 될 것이다.178)

  기업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자는 제한 없이 해당 시스템

(http://gsxt.saic.gov.cn/)에 접속하여 해당 기업의 등기기관 소재지역을 선

택하고, 기업명칭 또는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

다.

176)《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第19条第三款，《企业登记档案资料查询办法》 第6条。
177) 2010년에는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이 지방정부 최초로 “廣東紅盾信息網
(www.gdgs.gov.cn)”을 구축하여 공상등기 기본정보, 체결계약 이행상황, 기업들에 
대한 신고상황 처리결과 등의 기업신용정보를제공한 바가 있으나, 해당 지역에 한정
되는 한계가 있었다.
178) 周友苏、张异冉，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的制度亮点与实施要点[J]. 中国工商管理
研究, 2014(10),21.



- 132 -

  2017년 베이징시 공상국은 베이징시 기업신용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건

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미 55개에 달하는 부서가 기업신

용정보 수집분류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수집된 정보는 9200만 건을 초과하여 20억 번의 조회를 사회에 제공하였

다.179)

      2. 열람 방법의 개선 

        가. 방문 열람의 개선

  상술한 조회방법에 근거하여 회사 등기 서식 파일에 대한 공시는 주체 

상에서 각급(各级) 공안, 검찰, 심판기관, 국가안전부문, 기검부문 및 대

리 소송활동의 법률사무소에 한정된다는 것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절

차상에서 놓고 볼 때, 상술한 공무기관은 유관 공문과 조회인의 유효 증

명서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가 소송안건의 대리를 맡게 되였을 때 만약 

서식 등기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기관에 법원

의 입안통지, 변호사 개인의 증명서 및 법률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소개장 

등이 있어야 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공민, 개인 혹은 기타 조직의 경우 

유효 신분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관된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자신과 유관된 파일을 조회할 수 있다. 마침 기업의 서식 

파일 중 회사의 정관, 주주의 출자 상황 등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래상

대방이 이러한 서식 파일에 대하여 조회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 

등기중의 서식 파일의 공시와 조회에 관하여 주체자격의 방면에서 조회

를 진행하던지 절차방면에서 조회를 진행하던 절차는 모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179)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2017년 정부 정보공개 업무연도보고서에 참조. 北京市
工商行政管理局2017年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



- 133 -

  필자는 응당 조회 주체의 자격을 확대하여야 하며 그것이 비록 자신과 

관계가 없는 파일일지라도 조회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으로 소송 혹은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의 등기 파일을 조회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단위의 소개장이나 법원 혹은 중재

기관의 유관증명과 같은 응당 제출해야하는 유관 증명의 종류 또한 감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문 열람에 대한 제한을 지나치게 줄

이게 된다면 가능하게 상업 기밀 혹은 개인 비밀 등 제삼자의 합법적 권

익을 침범하는 문제에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열람 신청인도 법에 어긋나

는 목적으로 파일을 이용하거나 위법적으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따

라서 필자는 더욱 좋은 방법은 바로 전자화 열람을 추진, 보급하여 기업

의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 이용자의 열람

권을 완선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전자 열람의 개선 - 정보 쉐어링

  정보 쉐어링의 방면에서 중국은 현재 신용 플랫폼이 지나치게 분산되

어 있고 각 부문은 모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는 

일종의 조각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종 정보의 플

랫폼을 건립한 이후 응당 적시에 정보의 공유, 상호관리, 서비스 네트워

킹을 실현하여야 한다. 비록 현재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건

립하였지만 국가 공상 총국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중국 

인민은행에는 또 다른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최

고인민법원에도 피집행인집행거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목전 각 

부문사이에는 협동 배합의 기제가 부족하여 정보의 분할현상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이로 인하여 정보의 쉐어링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협조 감독관리의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필자는 이에 응당 가능한 

빨리 상술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연결과 쉐어링을 실현할 것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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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바이다.

  목전 공시시스템에서 공시하는 정보들은 주요하게 공상부문에서 장악

하고 있는 정보 및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공시하는 정보들이다. 기업 경

영의 정황에 근거하여 특히는 재무정보에 근거하여 은행 신용조회 시스

템 및 재정과 세무 시스템에 많이 집결되어 있으며 이외에 전기 공급과 

수도 공급, 사회보험 등 부문에 집결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 신용 정보 

공시제도를 구축하고 건립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정부의 상술한 부문 

및 기타 부문사이에서 충분한 연동을 진행하여 “멀티 시스템 내부정보 

쉐어링”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는 은행 시스템, 세무시스템, 

수도 공급과 전기공급 시스템, 사회보험 시스템 내부의 정보 및 사회 플

랫폼의 정보와 공상관리 부문사이의 정보의 보완과 쉐어링을 통하여 

“쉐어링과 공동 통치”의 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쉐어링, 즉 국가 공

상 총국은 기타 정부부문, 길드와 상회, 대형플랫폼, 특히는 은행연합, 

인터넷 전자상 플랫폼 등과 기업신용정보에 관하여 전면적이고 즉시적인 

쉐어링 시스템을 구축, 건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동 통치란 여러 부문

의 여러 도경으로 기업신용 정보에 대하여 쉐어링을 한 기초상에서 기타 

사장참여 주체의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공평하고 투명하며 질서 

있는 시장 질서를 추동하고 여러 도경의 여러 플랫폼 정보를 집결하여 

공유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시에 기업의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회사의 모든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등기공고를 등재하는 사이트거나, 각 지방의 공상국 

사이트, 회사의 공식사이트, 거조자문사이트(巨潮资讯网)180), 비상장 공중

회사 정보공개 사이트(nlpc．csrc．gov．cn) 등과 같은 기타 회사정보를 

180) 巨潮资讯网是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指定的上市公司信息披露网站。거조자문사
이트는 중국 증권 감독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상장회사 정보공개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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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회사등기정보, 공고정보, 

기타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인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

템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

시 시스템의 투명도와 공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공시 시스템을 통하

여 정보의 이용자는 간접적으로 기타 사이트의 회사정보에 대하여 조회

할 수 있고 정보의 일치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개선을 통해 정보 이용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 모든 기업 정보의 출입사이트를 직접적으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스템을 건립하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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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중국공상등기제도는 등기신청인과 정보이용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등기제도로서 원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공상등기제

도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에 등기제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

다. 예컨대, 등기정보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실등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실질적 심사권의 채택이 등기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등기정보의 양

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될 사항은 매우 적고 

유통된 정보양이 부족하여 등기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등기신청절차와 수속은 지나치게 부잡하

고 번거로워서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등기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한다. 더 나아가 정보이용자가 등기제도를 사용할 때 정보에 

대한 열람은 편의성이 부족하여 정보를 접근 및 조회할 때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공상등기제도의 이상적 규율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정확하고 질이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등기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할 경우 기업의 부담과 의무 부과, 그리고 등기의 

효율성 문제를 전제로 삼아야 한다. 즉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책을 도모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고 

등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등기신청 단계에서 저비용, 고효율, 간편한 등기절차를 통

하여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등기정보 열람단계에

서 더 많은 기업의 정보에 더욱 감단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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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등기제도이다.

  현재보다 더욱 좋은 등기제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자는 위에서 언급

한 세 가지 방면을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즉 현재의 공상등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참조할 수 있

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면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등

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을 등기관에게 부여하지 않고 일련

의 책임부담으로 부실등기자를 처벌에 처하여야 한다. 우선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민사배상책임 부담 과 배상기준의 확인, 신용시스템의 구축으

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발기인과 이사에 대한 민사책임제도

의 추궁 등 보완 조치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분야 제도의 정비에서 행

정처벌의 구체적 시행 및 가중화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 

행정처벌의 구체적 시행 방침과 행정감독조치의 확대를 통하여 부실등기

의 빈발을 억제한다. 형사책임에 대하여 죄명의 증가 및 형벌의 가중으

로, 더 나아가 부실등기 사법적 효력의 책임부담으로써 등기정보의 정확

성을 보장할 것을 추구한다. 즉 부실등기를 한 자가 한 부실등기 행위와 

선의의 제3자가 등기 또는 공고를 신뢰하여 한 일련의 법률행위의 사법

적 효력은 부실등기자가 모두 담당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의 잘못으로 부

실등기가 조성된 경우, 행정책임, 형사책임 이외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책임에 대한 입법적인 확인, 배상원칙의 구분 적용과 배상범위

의 확대로써 등기기관의 부실등기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정보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일단 회사 구조조정에서 주주(총)회 결의 

또는 결정,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 제기 사실,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선

언판결 및 취소선언판결과 합병의 종료를 등기사항이나 공고사항으로 추

가함으로써 정보의 충실성을 제고하게 한다. 구조조정을 외에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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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경리, 그리고 정관 및 정관변경，주주 간 계약에 대한 등기로 회

사 등기된 사항의 범위를 넓히고 등기를 이용한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된

다. 

  등기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서 우선 신청단계 전 코스 전산화를 실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당안 법률효력의 확인, 형식적 심사권의 

실행, 등기 문서의 간소화, 정보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건설 등 개선방

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등기 전산화를 진일보하여 완성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킬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열람단계에서 열

람자의 확대, 열람대상의 확대, 특히 재무정보의 공시 요구로 더 많은 

정보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 동시에 열람절차에서도 열람

신청조건의 인하, 열람신청제시증명서의 감소 등 절자 상의 편리로 방문

열람을 간이화한다. 하지만 열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풀리면 상업 

기밀 또는 개인 비밀에 대한 침범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화 

열람 즉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사용을 추천한다. 이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서 우선 다른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연결과 쉐어링을 실현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그 후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회사의 모든 정

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이트로 건립하며 예를 들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기타 회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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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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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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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nd the detailed rules for its implementation,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refers to the act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alteration, termination and other registration items with 

the registration authority at the place where the site for business 

operation is located. Additionally, it involves recording the registration 

items in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book and the record 

after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of the registration authority. This i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s and contents. The 

registration applicants obtain the legal person status or the main body 

qualification and the business license through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and enter the market to engage in the 

transaction activity.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provides the 

general public with approaches and means to inquire company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lso gains relevant 

information of enterprises through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to manage and control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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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urrent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mainly has the 

following major problems including the wrong registration information, 

the lack of registration content and items, inconvenient application 

process and information access. These issues pose a significant barrier 

for registration applicants who want to enter the market as well as for 

information users who want to obtain information and trade with a 

company. False registration would threaten the stability and the security 

of the market, go against the government management, and impair fair 

and effective market transactions. The inadequacy of the company's 

registered items means low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which results 

from difficulties on maximizing the fun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The inconvenience that 

people encounter while using the system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may set restriction upon them to freely, conveniently 

register and consult the information of the enterprises. It is not 

conducive to the smooth, orderly, efficient and stable oper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Therefor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is necessary.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China has stipulated control measures in 

the "Company Law",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Registration of 

Companies" and other relevant laws. For example, regard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false 

registration are stipulated in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on of 

Registration of Companies" and "Criminal Law". Furthermore, in order 

to improve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process and the registration 

inquiry, China vigorously promotes the input and usage of the whole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and the National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Publicity System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system 

users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However, these controls are far from enough. For example, firstly, 

China still implements the substantive examination as exceptio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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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s a lot of burden to both the applicants and the registration 

authorities. There are no detailed and systematic regulations on the 

civil liability of false registration, and there are no specific stipulations 

on the responsible subjects and the kind of civil liability except a 

general clause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For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need to be improved. There is 

also a shortage of a systematic and detailed stipulation on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at should be borne when false registration is caused 

by the registration authorities. Secondly, even if the whole process of 

electronic registration has been stipulated and the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Publicity System has been set up, many problems still need 

to be supplemented and improved i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through the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Publicity System should be further expanded. Finally, 

information sharing and linkag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construct an ideal business registration, the several 

requirements should be met as follows. At first, the accuracy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Secondly, the scope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need further expansion.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remise of adopting a regulatory approach 

to reduce false registration and expand the scope of registration should 

not impose a burden on the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cause any 

delays in registration. Moreover, this registration system should provide 

convenience for the users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cluding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s for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user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able to remove as much as possible the 

inconveniences and obstacles to the use of system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In light of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n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in China,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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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 problems that exist in legal regulations, and to suggest a 

proposal to improve the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gulatory 

method in other countries where commercial registration is more 

developed as well as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these 

countries to find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Thus, a future direction 

is suggested to reform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regulation in China.

Keywords : Chinese Law,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substantive examination, false registration, registration items, 

Student Number : 2016-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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