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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국으로서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
하기 위하여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질과 양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
내의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개정함으로써 국제투자
법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국내 외국인투자허가제
도(The Admission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의 개정에 있
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입
법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국내의 외국인투자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우선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2000년에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
經營企業法)을 연이어 개정하고 나서, 2001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개정하였다.

이런

개정은

이행요건

(Performance Requirement)을 폐지하는 것과 법제의 투명성을 향상시
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분야와 투자비율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과 [외국인투
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은

1995년

6월에

제정하고,

WTO협정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에 [외국인투자방향지
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을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으로
2011년에

대체하였고,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1997년,

2004년,

2007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네 차례

개정하였다. 중국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 제한업
종과 투자비율의 설정업종을 축소하며, 외국인투자의 장려업종과 허용업
종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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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
어 왔는지 그 법률체계와 주요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분야, 투자비율, 이행요건, 진입심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법적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
고,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며, 본 연구의 의
의와 목표는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적용 및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어 : 외국인직접투자, 삼자기업법, 투자분야, 투자비율, 이행요건, 진
입심사, 투명성문제, 양궤제, 통일외국인투자법전
학

번 : 2009-2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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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UNCTAD

통계에

의하면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2005년-2007년 사이에 지속적으

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 이르러 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총액
이 1조 9790만 달러에 달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2008년의 국제적
인 경제 위기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하향세를 보여 왔다.

그 후

2010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 단기적인 세계 경기 추세
에 따라서 등락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의 세계화는 불가
피한 추세이며, 향후 세계적인 경제적 교류에서 초국가적인 투자활
동은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또한 도입되는 외
국인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들은 국내의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다. 특히 국내 외국인투자허가제도
(The Admission Institutions of Foreign Investment)의 운영에 있
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외국인투자
를 장려하는 입법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이를 개정해 왔다.

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pp. xiii;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pp.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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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改革開放)정책을 채택한 이래 외국인투
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
제를 발전시켰다. 개혁개방초기 중국은 회사법을 입법하지 않은 상
태에서 三資企業法으로 불리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
企業法)(1979.7.1.)2),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1986.4.12.)3),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1988.4.13.)4)(이상

세

개의 법을 합쳐서 삼자기업법이라고 하며, 삼자기업법에 의해 설립
된 기업을 삼자기업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른바 삼자기업법
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중국 최초의 기업법 本位의 외국인
투자법이다. 기업법체계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회사법]
(中國公司法)5)은 1993년 말에 비로소 제정하여 1994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5년 1월에 중국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關於外商投資股份有限
公司設立之若干問題的暫行規定)6)을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규정과 2006년 9월에 제정한 [외국인투
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並購境
內企業的規定)7)은 중국의 삼자기업법과 회사법에 대한 보완으로 볼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9.7.1. 중국제5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2001.3.15.개정.
3)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1986.4.12. 중국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
서 통과, 2000.10.31.개정.
4)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1988.4.13. 중국제7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00.10.31.개정.
5) [중국회사법](中國公司法), 1993.12.29. 중국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2005.10.27.개정.
6) 대외경제무역합작부(현상무부),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
정](關於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設立之若干問題的暫行規定), 1995.1.10.제정, 대외
경제무역합작부1995제1호령으로 공포.
7) 중국상무부·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가세무총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중
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並購境內企業的規定), 2006.9.8.제정, 상무부 등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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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1995년 6월에 외국인투자분야와 투자비율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8)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9)을 제정하였다.
그 후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2000년에 [외자기업법]
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연이어 개정하고 나서, 2001년에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개정은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을 폐지하는 것과 법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WTO협정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
에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을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으로

대체하였고,

1997년, 2004년, 2007년, 2011년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
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네 차례 개정하였다. 중국은 이런 개정을 통
해서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 제한업종과 투자비율의 설정업종을 축
소하며, 외국인투자의 장려업종과 허용업종을 꾸준히 확대하였다.10)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
개되어 왔는지 그 법률체계와 주요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외국인투자분야, 투자비율, 이행요건, 진입심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중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필자의 주장을

부문의 2006제10호령으로 공포, 2009년 개정.
8) 중국계획위원회·국가경제무역위원회·대외경제무역합작부,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
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 1995.6.20.제정, 2002.4.1 [외국인투자방향지도
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으로 대체.
9)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
錄）, 1995.6.20.제정, 1997, 2004년, 2007년, 2011년 4차례 개정, 현행[외국인투
자산업지도목록]은 2011년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상무부제12호령으로 공포.
10)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정보사이트:
http://www.sdpc.gov.cn/xwfb/t20111229_453416.htm 2013.1.2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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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목표는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의 적용 및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제
시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이 글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허가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외국인투자허가제
도의 일반이론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허가의 개념,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법률체계, 그리
고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효력순위 및 하위법의 합법성판단기
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
해 볼 것이며,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를 외국인투자분야, 투자비
율, 투자조건, 진입심사로 분류해서 살펴볼 것이다. 외국인투자분야
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 제한분야, 금지분야와 허용분야
로 나누어서 검토해 볼 것이다. 외국인투자의 진입심사에 관하여서
는 중국발전과 개혁부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 중국공상관리부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업명칭에 대
한 예비허가, 상무부문이 주관하는 기업설립에 대한 허가(기업계약
서와 기업정관에 대한 허가),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와 외국인
M&A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대한 허가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몇 개의 법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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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제1절은 심사기
관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상무부의 법적지
위, 상무부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심사권쟁탈, 심사권의 하급위임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은 외국
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이며,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계
약서의 효력과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으로 나누
어서 검토해 보고, 행정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의 해제 및 외국
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3
절에서는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와 외국인투자
기업설립허가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제4절에서는 외국
인투자허가권에 대한 감독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제5절에서는 외국인투자법제 개편에 관한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 분
석하고 필자의 주장을 밝힐 것이다.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분
석한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필자의 주장을 종합하고, 중국 외국인
투자허가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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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허가의 개념

외국인투자의 개념은 학문적인 관점이나 사용하는 기관, 구체적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투자협정이
나 외국인투자 분야에 있어서 투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1) 같은 맥락
에서 외국인투자허가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다.

1.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는 자본수입국(Host Country)의
입장에서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를 표현한 것이다. 즉,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수입하는 경제활동이다. 현재 국제투자
이론상으로 광의의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간접투자를 말하며, 협의의 외국인투자는 외
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만을 말한다.12)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자본을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이 글에서 외국인투자라고 할 때에는 외
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
11) 김재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10. 8면.
12) 陳安,『國際投資法, 北京大學出版社, 2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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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ion Investment에서
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국제투자의 한 유형이라고 했으며, 한 經濟體
의 거주자(Resident)가 다른 경제체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장기간
의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서의 거주자
(Resident)를 직접투자자, 기업을 직접투자기업이라고 하며, 장기간
의 영리(A Lasting Interest)란 직접투자자와 직접투자기업 사이의
장기관계 및 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말
한다.13)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직접투자란 ①자금의 이전, ②장기 사업계
획, ③지속적인 수입을 위한 목적, ④자금 투입자의 경영에 대한 일
정 정도 이상의 참여, ⑤사업 실패의 위험 부담이라는 요소들을 포
함하는 투자개념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개인적
경영참여가 없는 간접투자나 경영참여 및 지속적 수입을 위한 목적
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Sale of a goods and service), 혹은
단기 자본 거래(Short-term financial transaction) 등과 구별할 수
있게 한다.14)
외국인투자의 개념에 관하여 중국의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삼자기업법 각각의 제1조15)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주체의 범위는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기구
와 사인(私人)에 한정되어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統計

13) 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ion Investment』(Fourth
Edition 2008), pp.19.
http://www.oecd.org/document/33/0,3343,en_2649_33763_33742497_1_1_1
_1,00.html 2013.1.27. 최종방문.
14) Rudolf Dolzer and Christopher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60.
15)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조; [외자기업법] 제1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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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標解釋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外商直接投資)란 외국의 기업,
경제기구, 사인16)이 중국의 관련 정책 또는 법률에 따라 현금, 현
물, 기술 등으로 出資하여 중국역내에서 外資企業(Wholly Owned
Foreign Enterprise)17)을 설립하거나, 중국역내기업 또는 경제조직
과

제휴를

Enterprise)18),

해서

中外合資經營企業(Equity

Joint

Venture

中外合作經營企業(Cooperative

Joint

Venture

Enterprise)19)을 설립하거나,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중
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한 총액 중 외국
에서 차입한 자금을 가리킨다.20)
외국인투자란 개념에 대한 해석은 국제기구마다 그리고 국가마
다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투자의 주체는 해외에
서 왔고, ② 투자자는 장기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③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외국인투자허가의 개념
국제투자이론상으로 협의의 외국인투자허가는 진입권(Right of
Admission) 즉 외국인투자의 진입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광의의 외국인투자허가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을 승인하는 권
리(Right of Admission)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며, 영구적 상업실재(Entity)의 지위
16) 화교,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 및 외국에서 설립한 중국기업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17) [중국외자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18)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19) [중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20) 統計指標解釋,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
http://www.stats.gov.cn/tjzd/tjzbjs/t20020327_14299.htm 2013.1.2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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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설립권(Right of Establishment)도 포함한
다.21) 진입권(Right of Admission)은 Right of Entry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설립권(Right of Establishment)은 투자자가 투자기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과

관련되므로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하다.22)

이 글에서 외국인투자허가는 광의의 개념을 취한다. 즉 외국인투
자허가제도는 진입단계에서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이 외국인투
자(자)를 규제하는 진입권(Right of Admission)과 설립권(Right of
Establishment)을 포함하는 법률제도의 총칭이다. 외국인투자허가제
도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이 본국영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경제주권의

주요한

내용이다.

다만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할지 여부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설정할지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이 국제투자조약에서 규정한 의
무조항을 승인한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에 관한 자주적인 경제주권은
조약에 의한 구속 또는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제2절 중국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법률체계
21) 劉筍, 國際投資保護的國際法制——若幹重要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2,
84면.
22) “The right of admission concerns the right of entry of the investment
in principle, whereas the right of establishment pertains to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vestor is allowed to carry out his business
during the period of the investment. For an investor with a short-term
business, the right of establishment will be of less importance than for
one who needs to rely on a longer business presence in the host state.”
Rudolf Dolzer and Christopher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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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중국은 매우 많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규를 제정했다
(통계에 의하면 제정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규들이 300여 개에 이
르고 있다). 외국인투자허가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
리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기업의 租稅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기
업의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23) 이런 법규
들이 중국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BIT) 및 가입한 국제조약과 더불
어 중국의 외국인투자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24)
중국은 1978년 12월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주고 점증하는 중국의 국외투자에 대한 상호보장을 받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 정비와 함께 BIT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2년에 스웨덴과 최초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
재까지 121개 이상의 국가와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다.25)
그리고 지난 90년대 이후에 중국이 체결한 거의 모든 BIT의 제2조
에 외국인투자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중국과 한국이 체결한
1992년 BIT와 2007년에 개정한 BIT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허가문
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2년 한중BIT26) 제2조 제1항:

23) 周波·狄繯·陳鳴, 『外商投資企業設立法務操作全程指引』, 法律出版社, 2007, 11
면.
24) [중국민법통칙]제142조 제2항에 의하면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이 중
국의 민사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다만 중국이 유보한 조
항은 제외된다.
25) 상무부정보사이트:
http://tfs.mofcom.gov.cn/aarticle/Nocategory/201111/20111107819474.htm
l 2013.1.27. 최종방문.
26) "Agreement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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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약 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국가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가능한 한 촉진시키고 자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
자가 허가되도록 한다.”27)
2007년 한중BIT28) 제2조 제1항:
“각 체약 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영역 안
에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29)
이 두 개의 조항을 비교해보면 종전 협정에 있던 “투자를 가능한
한 촉진시키고”(promote as far as possible investment)라는 모호
한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구체적인 법규 외의 애매한 정책에 의한
투자 제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①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MFN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② 자국의 법령에 따른다는 것
을 다시 명시하여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투자의 보호”에 대한 것이
지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체결한 BIT는 "투자 진입 이후"의 단계에 대
한 것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고, 외국인투자허가에 대해 중국국내
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중국국내법체
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관건이다.
2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within the territory of its own State
promote as far as possible investment by investors of the other State
and shall enable such investment to get admission of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rmer State."
28)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2007)
29)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mak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and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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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헌법적 근거
헌법은 중국의 최상위법이며, 중국외국인투자입법에 관한 최고입
법보장이다.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중국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기타 경제조직·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규정에 따
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
직과 각종 형식의 경제 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의
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
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30)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외국인
투자법규를 포함한 하위 법규31)를 제정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2.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의 원칙에 의하여 성문의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정
립되며,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法源이 된다. 따라서 그의 효력은 헌
법보다 낮지만 行政法規, 部門規章, 地方性法規와 地方政府規章보다
높다.32) 중국의 법률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는데 헌법상 최고권
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정기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基本法律
이라고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기
30) 중국헌법(2004년 개정) 제18조.
31)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규장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32) 林鴻潮·王凱·鄒建章, 行政法·理論法學·論述題59講, 人民法院出版社, 2010, 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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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률이라고 한다.33) 중국 외국인투자허가제도와 관련된 가장 핵
심적인 입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7.
1.),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1986.4.12.),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外合作經營企業法)(1988.4.13.)이 바로 기본법률의 형태로 제정
된 법률이다. 중국의 삼자기업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별로 입법
한 것이며,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법으로
서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34)
(1)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1978년 중국공산당 11회 전당대회 3차회의 이후 덩샤오핑(鄧小
平)이 중국공산당의 실권을 장악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문제
는 자금난 문제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중앙
위원회와 중국국무원이 외자유치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외국인투자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35)
그러나 그 시기의 중국경제는 완전한 계획경제였고 외자에 대한 이
용은 거의 없는 셈이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무경제위원회
법안실 실장(財經委法案室主任) 주샤오핑(朱少平)에 의하면 이른바
완전한 계획경제체계에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에 관한 협상을 하기
매우 어려웠으며 외국시장과 접촉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인투자를 도입해서 개
혁개방정책을 추진하려면 중국 고유의 계획경제체계에서 외국시장
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36)
33) 중국[입법법](2000) 제7조를 참조.
34)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6면.
35)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8면.
36) 曾獻文， “三資企業法：將由開創者淪為終結者”，
판）, 2008.7.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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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日報（學術）』（제3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하여 외자와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9년 7월 1일 중
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

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과 기
타 경제기구 또는 개인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
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이나 기타 경제기
구와 공동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37) 그
리고 동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절차, 기업
형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중국 최초의 단행법이다. 외자도입으로 인한 국
가경제주권과 경제안전에 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려해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은 중외투자자의 공동경영만을 허용하였다. [중외합
자경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조직형태는 유
한회사에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은 기업등록자본
금의 25%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38)
이 법은 중국 국내에 아무런 외국인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적
으로 그리고 모험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사회주의 이념과 이질적인
성질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중국 현재의 “내외자양궤제(內外資兩軌
制)”39)를 수립하였으며 개혁개방초기에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체계와 자본주의적인 외자경제가 이런 양궤제체계 내에서 양립
37)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조.
38) Ibid. 제4조.
39) 내외자양궤제는 내국투자자에 적용되는 법률과는 별도로 외국인투자자에 적용되
는 법률을 제정ㆍ실시하는 법체제이다. 기업의 투자주체에 따라 상이한 법규를 적
용시키는 점이 이 모델의 최대특징이다. 현재 이 모델은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
의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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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었다.40) 중국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한 무렵
중국 국내에는 투자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법도 없었기 때문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조직법본위로 외국인투자에 관한 문제들과
기업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다뤄야 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현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WTO협정에 가입해서 국제관습 또는 규칙과 조화를 구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5일 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이
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2개 조항의 삭제와 1개 조항의 개정
(兩刪一改)"41)으로 요약할 수 있다. "2개 조항의 삭제(兩刪)"중 첫
째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마지막 조문에 있
는 "본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란 내용을 삭제
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동법 제9조 제1항 "합자경영기업의 생산경영
계획은 주관부문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제계약의 당사자를 통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1개 조항의 개정
(一改)"이란 것은 동법 제9조 제2항을 개정했다는 말이다. 즉 "합자
경영기업의 원재료, 연료, 부품을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공평공정원칙에 의해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2개 조항의 삭제와 1개 조항의 개정(兩刪一改)"중 "兩刪"의 본질
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한적인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규
제를 완화시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주적인 경영권과 구매권을 보장
하는 데에 있다. "본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란
40)

曾獻文， “三資企業法：將由開創者淪為終結者”， 『檢察日報（學術）』（제3
판）, 2008.7.3.
41) "兩刪"이란 것은 이 법 두 개의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이고, "一改"는 한개 조문을
개정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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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권이 더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배타적인 권한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42)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정은 입법자들이 중국개혁개방의 현황을 고려해 법제개정
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43) 그리고 "一改"
는 중국정부가 WTO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WTO가입의정서에서
했던 소위 이행요건인 "국산부품요구"를 취소한다는 약속을 준수하
기 위한 것이다.
(2)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1979년~1986년 사이에 중국의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됨
에 따라 실무상으로 중국의 경제특구44)에서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
로 투자한 외자기업이 최초로 설립되고, 기타 연해지역 내지 내륙지
역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외자기업(외국인단독투
자기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외자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현황에 맞게 1986
년 4월 12일 중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外資企
業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중국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의 전액출자기업을 말하며, 외
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설치한 分·支 기구(다국적기업의 지사
또는 사무소)는 제외된다.45) 외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비해
42)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기국회로 본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를 임시국
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3) http://www.law-lib.com/fzdt/newshtml/20/20050818173052.htm "全國人大
法律委員會關于[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修正案（草案）]審議結果的報
告", 2013.1.27. 최종방문.
44) 중국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하이난(海南) 등, 외국
인 투자자에게 최초로 개방한 지역을 말한다.
45) [중국외자기업법](1986.4.12.제정, 2000.10.31.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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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나 중국의 합작파트너가 없으므로 중국의 기업현실 또는 시장상황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
다. 이 법은 외국기업, 기타 경제기구 또는 개인이 중국역내에서 외
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
호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다.46) [외자기업법]도 [중외합자경영기
업법]과 마찬가지로 외자기업의 설립등기절차와 기업형태에 대해서
원칙적인 규정을 하였다. 외자기업의 설립조건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보다 엄격하다. 우선 [외자기업법] 제3조 제1항에서 외자기업설립
은 반드시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규정을 두었다.47) 이런 내용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설립조건이 중외합자경영기
업의 설립조건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 제2
항에서 국가가 외자기업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
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고 했다.48) 따라서 부록3에서 제시한 투자비
율을 설정한 83개의 업종에 대해서 중외합자경영기업 또는 중외합
작경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외자기업은 설립할 수 없다. 결과적
으로 이처럼 진입조건은 엄격하지만 기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상
업기밀 누출의 우려가 없어 외국인투자자가 기술이전을 원하지 않
는 하이테크 업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자기업형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49)
46)
47)
48)
49)

Ibid. 제1조.
Ibid. 제3조 제1항.
Ibid. 제3조 제2항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이슈와 발전전망",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7,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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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WTO협정에 가입
하기 위하여 외자기업법도 개정하였는데, 외환수지균형요구, 국내부
품우선구매요구, 수출의무 등에 관한 조문을 폐지하고, 외자기업생
산경영계획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다.50) 개정의 취지는 [중외합자
경영기업법]과 같다.
(3)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1979년~1988년 사이 비록 [중외합작경영기업]에 관한 규정은 없
었으나,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기업형태의 선택의 가능성과 경영관
리상의 편의성 때문에 실무상으로 중국에서 설립된 중외합작경영기
업이 중외합자경영기업보다 많았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투자자들이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을 선호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
여 중국이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제정하여 1988년 4월 13일 제7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중외합작경영기
업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에 비해 더욱 성숙하
고 융통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1) [중외합작경영기업법]도
2000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내용과 취
지는 앞에서 말한 [외자기업법]과 큰 차이가 없다.52)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른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외합자경영
기업에 비해 中外合營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책임부담, 이윤분배, 의사결정과 경영관리 등 면에서 다르다. 구체적
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만 허용하고 있는 것
에 반해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 형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비법인)연합경제체도 허용하고 있다.53) 그리고 중외
50)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2면.
51)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3면.
52)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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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은 투자비율에 의해 책임부담, 이윤분배, 의사결정과
경영관리를 하는 것에 반해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계약으로 이상의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54) 따라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은 투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중요사항이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합자기업에
비하여 투자조건이나 이익배분 또는 경영방법에서 융통성 및 경영
상의 기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하나의 단점으
로 볼 수 있는 것은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비해 관리체제의 엄격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므로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기능
이 약하다는 점이다.55) 따라서 대형 개발형 생산분야의 투자는 중
외합자경영기업을 선호하는 반면에 호텔, 식당 등 소규모 서비스업,
자원개발합작프로젝트나 기반시설의 BOT프로젝트 등은 중외합작경
영기업을 선호한다.56)
개혁개방초기 중국이 독립된 외국인투자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기
업법본위의 삼자기업법으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적
용될 법률을 제정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 “법으로 개혁을 추진(以法促改)”이란 분위기 속에서 개혁개방
을 조심성 있게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
는 것이다.57)

삼자기업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53)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제4조.
54)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2조, 제21조.
55)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이슈와 발전전망",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7, 57~58면.
56)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이슈와 발전전망",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7, 58면.
57) 曾獻文， “三資企業法：將由開創者淪為終結者”， 『檢察日報（學術）』（제3
판）, 2008.7.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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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근거법령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
법]

기업형태

유한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
허가받으면 기타
(비법인)연합경제체
유형가능

책임부담

투자비율,
출자액 한도

출자액 한도

계약내용

이윤분배

투자비율

전액

계약내용

의사결정

이사회

임의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의무적인 투자 등록자본금의 25% 이
등록자본금100%
비율
상

등록자본금의
이상

경영관리

계약에 의해 투자자
일방경영가능

투자자 공동경영

투자자 독자경영

중국의 삼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을 참조

3.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行政法規차원의 근거
중국헌법에 따르면 國務院이 중국최고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
법과 법률에 의해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58) 그리고 중국 [입
법법]에 의하면 국무원이 ①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는
② 헌법이 규정한 국무원의 행정관리사항에 대해서 행정법규를 제
정할 수 있다.59) 국무원은 제정된 행정법규를 총리령의 형식으로
공포한다.60) 행정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낮지만, 기타 법
58) 중국[헌법] (1982) 제89조 제1항.
59) 중국[입법법] (2000) 제56조 제2항.
60) Ibid.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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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규범보다는 높다.61) 따라서 행정법규는 한국의 대통령령 또는 총리
령과 유사하다.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1983.9.20.)62),[외자기업
법실시세칙](外資企業法實施細則)(1990.12.12.)63),

[중외합작경영

기업법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1995.8.7.)64), [외국
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2002.4.1.)65) 등 삼자
기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삼자기업법의 하위법규가 바로 앞에서
말한 첫째 유형의 행정법규에 해당하다. 이들은 모두 삼자기업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삼자기업법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

4.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部門規章차원의 근거
중국 국무원 각 부, 위원회는 법률,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
령에 의해 부문규장을 공포할 수 있다.66) 따라서 부문규장은 국무
원 각 부, 각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審計署) 및 기타 직속기
관이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해당 부서의 권한
내에서 제정한 規範이다.67) 그리고 부문규장은 각 부 또는 각 위원
회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장관령(부령)의 형식으로 공포된다.68) 이
런 형태의 투자규범은 법률 및 행정법규 형태의 투자규범이 시기상
조로 미처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61) 林鴻潮·王凱·鄒建章, 行政法·理論法學·論述題59講, 人民法院出版社, 2010, 25
면.
62) 중국국무원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1983.9.20.) 제1조.
63) 중국국무원 [外資企業法實施細則](1990.12.12.) 제1조.
64) 중국국무원 [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1995.8.7.) 제1조.
65) 중국국무원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2002.4.1.) 제1조.
66) 중국[헌법](1982) 제90조 제2항.
67) 중국[입법법] (2000) 제71조 제1항.
68) Ibid.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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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규범으로 양적으로도
가장 많다.69)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
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2011.12.29. 개정)70), [중서부지역외국
인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2008.12.23. 개정)71), [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
방법](外商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72),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가능성연구작성, 심사허가 관련 규정]（關於編製、審批外
商投資項目可行性研究的規定)(1987.5.25.)73), [외국인투자기업 계
약, 정관관련 심사허가원칙과 심사요점](關於外商投資企業合同、章
程的審批原則和審查要點)(1993.10.5.)74),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
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關於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設立之若干
問題的暫行規定)(1995.1.10.)75),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
수합병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並購境內企業的規定)(2006.9.8.
제정, 2009년 개정)(이하 역내기업인수규정이라고 함)76), [외국인
69) 김성화, “中國 外國人投資法制의 最近動向과 發展課題”, 『企業法硏究』 제20권
제2호, 2006, 412면.
70)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
錄)(2011.12.29. 개정).
71)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상무부,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
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2008.12.23. 개정).
72)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商投資
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
73) 국가개획위원회(현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가능성연구작
성,
심사허가
관련
규정]（關於編製、審批外商投資項目可行性研究的規定）
(1987.5.25.).
74) 대외경제무역합작부(현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관련 심사허가원칙과
심사요점](關於外商投資企業合同、章程的審批原則和審查要點)(1993.10.5.).
75) 대외경제무역합작부(현상무부),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
정](關於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設立之若干問題的暫行規定)(1995.1.10.).
76) 이 규정은 중국상무부·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가세무총국·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 등이 같이 제정한 부문규장이다.
이 법규 제1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회
사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서 제정하였다. 따라서 삼자기업법과 그
의 실시조례 또는 세칙 및 [회사법]이 이 법규의 공동상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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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商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
辦法)(2004.10.9.)77),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
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
度的規定)78) 등의 부문규장이 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
商投資產業指導目錄)과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

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은 행정법규에 속한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며79), 외
국인 투자분야와 투자비율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이다.80)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분야와 투자비율
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본다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분야
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의 실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프로젝트

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가능성연구작성,
심사허가 관련 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관련 심사허가원
칙과 심사요점]은 외국인투자의 진입심사에 관한 규정이며 중국외
국인투자허가제도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81) [외
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 [외국투자자의 중
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과 역내기업

77)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
商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
78)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
(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規定), 상무부 2011년 제53호 공고
로 발표.
79)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3조 제1항.
80) Ibid. 제3조 제2항.
81) 李科珍(북경대 법학박사)， “我國外資准入制度的現狀，問題及其重構”， 『北方法
學』 2011년 제1기,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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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규정은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부문규장차원에서 삼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에 대한 보완으로 볼 수 있다.

5.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지방차원의 근거
지방차원의 근거 법규로는 地方性法規와 地方政府規章이 있다. 지
방성법규는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이고,82) 지방정부규장은 각 성, 자치
구, 직할시 또는 상대적으로 큰 도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이
다.83) 지방성법규의 효력이 지방정부규장의 효력에 우선한다.84) 지
방성법규 및 지방정부규장형태의 투자규범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자
체의 구체적인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자
가 중국에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85) 지방차원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입법례로는 [외국인투자자
의 상해시 국유기업의 인수에 관한 의견의 실시세칙](關於外資併購
本市國有企業若干意見的實施細則)(2003.8.4.)86), [북경시 외국인투
자자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北京市關於鼓
勵外商投資高新技術產業的若干規定)(1997.5.29.)87), [상해시 외국
인투자기업토지사용의

관리방법](上海市外商投資企業土地使用管理

82) 중국[입법법](2000) 제63조 제1항.
83) Ibid. 제73조.
84) 林鴻潮·王凱·鄒建章, 行政法·理論法學·論述題59講, 人民法院出版社, 2010, 25
면.
85) 김성화, 전게서, 413면.
86) 상해시정부, [외국인투자자가 상해시 국유기업의 인수에 관한의견의 실시세칙](關
於外資併購本市國有企業若干意見的實施細則)(2003.8.4.).
87) 북경시정부, [북경시 외국인투자자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장려에 관한 규
정](北京市關於鼓勵外商投資高新技術產業的若干規定)(19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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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法)(1996.6.21.)88) 등이 있다.

6.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효력순위 및 하위법의 합법성판단기준

(1)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효력순위
중국입법법 제5장 "적용과 신고"부분에 의하면 법규범의 효력순위
는 법규범의 제정기관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 제정기관
의 지위가 국가기관체계에서 높을수록 그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범
의 효력이 강하다. 그리고 법규범의 효력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은 특별규칙이 있다. ①동일한 입법주체가 동일한 분야
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과 특별입법을 한 경우, 특별입법이 일반입법
에 우선한다. ②동일한 입법주체가 동일한 분야에 대해 잇따라 두
개 이상의 법규범을 제정한 경우,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③동일
한 입법주체가 제정한 법들에서 더욱 엄격한 입법절차에 의해 제정
한 법규범이 우선한다. ④상급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정
한 법규범의 효력순위는 授權기관이 제정한 법규범과 같다.89)

이상의 규칙에 의하면 중국법규범의 효력순위는 다음의 법규범효
력순위도와 같다.90)

88) 상해시정부, [상해시 외국인투자기업토지사용의 관리방법](上海市外商投資企業土
地使用管理辦法)(1996.6.21.).
89) 季宏, 『專題講座-理論法學·行政法-』, 九州出版社, 2011, 258면.
90) 季宏, 전게서,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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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법의 합법성판단기준
하위법의 규정이 상위법과 어긋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위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실무상으로 많은 구체적 행정행위91)는
상위법의 규정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하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서
심사할 때, 하위법 자체의 합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하위
법의 규정이 그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할 것이

91) 구체적 행정행위란 것은 국가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법규범으
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권을 행사하여, 특정한 국민, 법인 또는 기타단체를 대
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행정행위
는 한국법상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유사하다. 보통 구체적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행정행위의 예로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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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위법의 합법성이 부인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92)
① 권리의 설정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권리주체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상위
법의 입법목적을 위반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권리주체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 그리고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제한하거
나, 상위법의 입법목적을 위반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권리범위를
확대한 경우.
② 의무의 설정
하위법이 행정주체 또는 직권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 하위법이 상
위법에서 규정한 직책의 이행기한을 연장한 경우, 하위법이 상위법
에서 규정한 의무 또는 의무주체의 범위, 성질, 조건을 확대한 경우.
③ 행정처벌의 설정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의 행위 또는 종류의 범위
를 확대 또는 축소한 경우,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의
성질을 변경한 경우.
④ 행정강제의 설정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강제조치의 적용범위, 종류와 방
식을 넘거나 그 적용조건을 확대 또는 축소한 경우.
⑤ 행정허가의 설정
하위법이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허가의 조건을 확대한
경우 및 중국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상 하위법의 합법성판단기준을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법률체계
에 적용해본다면, 부문규장과 지방차원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권
리의무의 설정,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의 설정, 행정허가의 설정 등에
92) 季宏, 전게서,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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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의 범위를 넘을 수 없
다. 부문규장 또는 지방차원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규정이 삼자기
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의 범위를 넘은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위 법 규정에 의한 구체적 행정행위로부터 손해를 봤다면 해당 행
정행위의 주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은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상위법)에 의해 해당 구체
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부문규장 또는 지방차원
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하위법)의 합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규범효력순위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문규장차원의 외국인
투자허가제도와 지방차원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효력순위상의 차이는 없다. 중국입법법의 규정에 의하
면 지방차원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규정이 부문규장차원의 외국
인투자허가제도의 규정에 저촉될 때, 어떤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안별로 국무원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
원회에서 판단한다.93)

93) 중국[입법법](立法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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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하여 중국 일부학자들은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투자비율,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94) 일부학자들은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투자

진입심사,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다.95) 통설에 의하면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
투자비율, 외국인투자조건(이행요건), 외국인투자진입심사 등이 포
함된다. 이 글에서는 통설의 견해를 따른다. 위에서 본 외국인투자
허가의 정의96)를 통하여,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본질은 투자유치국
이 외국인투자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하
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이념이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투자비
율, 외국인투자조건(이행요건), 외국인투자진입심사 등을 통해서 구
현된다.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조건(이행요건)
은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상의 실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
진입심사는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상의 절차적인 사항을 반영한다.97)

제1절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투자분야란 것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업종분야를 말한
다. 국가안전과 이익을 고려하면서 외자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94)
95)
96)
97)

徐泉, 『國際貿易投資自由化』, 中國檢察出版社, 2004, 276~279면.
孫南申, 『國際投資法』, 中國人民大學, 2008, 39면.
외국인투자허가의 정의에 대하여 제2장 제1절에서 검토해본 적이 있다.
李科珍(북경대 법학박사)， “我國外資准入制度的現狀，問題及其重構”， 『北方法
學』 2011년 제1기,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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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대체로 투자분야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갖추
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투자를 금지,
제한, 허용, 장려하는 업종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
니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른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

례]98), [외자기업법]의 하위규범인 [외자기업법 실시세칙]99), [중
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른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이 있
다100). 이들 삼자기업법의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에는 외국인투자
의 장려, 허용, 제한 또는 금지분야는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01) 따라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삼자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은 삼자기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외
국인투자주식회사의 설립과 외국인M&A투자에도 적용된다.102) 따
라서 중국의 외국인투자분야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방향지도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
우세산업목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관건이다.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과 [외
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은 1995년 6월에 제
정하였는데, 이후 WTO협정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
98)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1983.9.20.) 제1조.
99) [外資企業法實施細則](1990.12.12.) 제1조.
100) [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1995.8.7.) 제1조.
101)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1983.9.20.) 제3조 제2항,
[外資企業法實施細則](1990.12.12.)제4조,
[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1995.8.7.) 제2조.
102)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
규정](1995.1.10.) 제4조.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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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을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
導外商投資方向規定)으로 대체하였고, 1997년, 2004년, 2007년,
2011년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네 차례 개정하였다. [외국

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산업정책을 공포하는 법
규의 제정과 개정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투명성을 향상시켰
다.103) 2011년 연말에 개정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추가된
장려업종 중 9개의 업종이 서비스업에 속한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이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
2002년에 제정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업종분야는 다음과 같다.104)
1) 농업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2)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
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와 신자재,
3)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4)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 또는 재생
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5)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
한 분야.

103) 허운학,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2, 45면.
104)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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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분야인 업종으로서 100% 수출을 목적
으로 할 때는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로 간주하며,105)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에 열거
되어 있는 업종분야도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106)
중국[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2011.12.
24. 개정)에 의하면 A.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11개의 업종); B.
광업(9개의 업종); C. 제조업(278개의 업종); D. 전기, 가스 및 수
도사업(9개의 업종); E. 교통운송업, 창고업, 郵政業(14개의 업종);
F. 도매 및 소매업(3개의 업종); G. 임대업 및 상업서비스업(6개의
업종); H.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업 및 지질조사업(15개의 업종); I.
水利,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4개의 업종); J. 교육업(2개의 업종);
K. 위생, 사회복지업(1개의 업종); L. 오락업(2개의 업종)에 속한
354개의 세부 업종이 장려업종에 해당한다.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2008 개정)에는 山西省(24
개의 업종)，內蒙古自治區(20개의 업종)，遼寧省(20개의 업종)，吉
林省(21개의

업종)，黑龍江省(26개의

업종)，安徽省(25개의

업

종)，江西省(19개의 업종)，河南省(22개의 업종)，湖北省(20개의
업종)，湖南省(16개의

업종)，廣西自治區(17개의

업종)，重慶市

(20개의 업종)，四川省(21개의 업종)，貴州省(19개의 업종)，雲南
省(18개의

업종)，西藏自治區(13개의

업종)，陝西省(17개의

업

종)，甘肅省(17개의 업종)，寧夏自治區(16개의 업종)，青海省(15
개의 업종)，新疆自治區(25개의 업종) 등 지역의 411개 업종이 열

105) Ibid. 제10조.
106) Ibid.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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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12.24.개정)의 외국인투자 장려
분야 또는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세산업목록](2008년 개정)의 열
거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기술이전 프로젝트인 경우,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設備 및 계약에 의해 설비와 같이 수입한 기술, 부속
품,

예비부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면제혜택을

부여한

다.107) 다만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3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또는 省級발
전과 개혁위원회(3천만 달러 미만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서 프
로젝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108)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
면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는 노동집약형 산업, 선진기술 산업, 에너
지절약형 산업과 수출형 산업을 장려하는 산업정책을 반영하고 있
는 동시에 국가의 지역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바오청(紀寶
成)，류위안춘(劉元春) 등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현행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있는 외국인투자의 장려목록은 일반적인 산업안전
이념과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109)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 장려목록에 석유가공, 일반기계
제조업, 교통설비제조업, 전자와 통신설비제조업 등 국가경제 또는
국민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107) [국가발정과 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국가장려(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
신청접수에 관한 통지](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關於辦理外商投資項目『國家鼓勵發展
的內外資項目確認書有關問題的通知』) (2006)（이 통지는 [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
規定]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다） 제1조 제1항.
108) Ibid. 제1조 제2항.
109) 紀寶成·劉元春， “對我國產業安全若干問題的看法”， 『經濟理論與經濟管理』，
2006년 제9기,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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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내국인보다 우대하는 稅制로 인해 중국의 일부 중견산업
에 대한 타격이 크다.

2. 외국인투자의 제한분야
보통 외국인투자의 분야를 제한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한 제한업종에 투자할 때 투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개정)에 의
하면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에 속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반해, 외국인투자의 제한분
야에 속한 업종에 대해 투자비율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
라서 중국법에서 외국인투자의 제한분야와 투자비율의 설정은 별개
의 문제이다. 외국인투자의 장려분야와 허용분야에 속한 업종에 비
해, 제한분야에 속한 업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의 기관과 심사기준이 다를 뿐이다.110) 외국인투자의 제
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준이 낙후한 분야,
2) 에너지절약에 불리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분야,
3) 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광산 탐사 또는 채굴 분야,
4) 점차적으로 개방이 추진되는 분야,
5) 법률 또는 법규가 규정한 기타 분야.111)
구체적으로 모두 79개의 세부업종이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에 속하
며, 부록1의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에 관한 산업표와 같다.
외국인투자의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있는 외국

110)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12조.
111) Ibid.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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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의 제한업종목록에서 명확히 규정했으나,

이 목록에 모든 제

한업종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없다. 중국 FDI실무상에서 외국인투
자장려분야와 허용분야에 속한 산업의 주관부문이 부문규장의 형식
으로 제한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행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어떤 분야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여행 관련 법규인
[여행사조례]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여행사를 설립할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여, 외국인투자여행사는 외국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
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12) 따라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상의
허용업종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측면에서 부문규장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다. 2011년 말 한국 S그룹의 계열사가 중국에서
의료관광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S그룹의 법무팀이 [여행사조례]
로 인하여 법적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관광회사를 설립
하려는 투자전략이 결국 무산되었다.113) 이 프로젝트 담당자의 최
대 불만은 중국법제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었다. 여행업 외에도 전
자통신업, 창업투자업, 교통운송업, 임대업, 직업소개업, 보험업 등
을 비롯한 기타 업종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분야의 주관부문이 제정
한 부문규장으로 제한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114)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으로 판단할 때, 장려 또
는 허용업종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외국인
투자허가제도의 불투명성을 야기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112) [여행사조례](2009.2.20.), 제21조~제23조.
113) 이 사례는 필자가 S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이다.
114) 허운학, 전게서, 309~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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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뿐만 아니라, 중국외자유치정책의 전개 심지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3. 외국인투자의 금지분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개방
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이런 분야는 보통 국가안전과 관련되어 있
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이익과 관련된다. 일
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전략적이거나 극히 중요한 분야, 국내경제
에서 支柱的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산업, 본국에서 충분한 생산능력
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내생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을 금지한다. 중국은 아래의 분야를 금지분야로
규정하였다.
1) 국가안전 혹은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분야,
2) 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분야,
3) 대량의 농경지를 점유하여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분야,
4) 군사장비 안전 및 효율적 이용에 불리한 분야,
5) 중국특유의 공예 혹은 기술을 이용한 생산 분야,
6) 법률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분야.115)
법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장려형, 허용형, 제
한형 분야에 속한 업종에 투자할 수 있고, 금지형 분야에 대한 투자
는 불가능하다.116) 2011년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 금지분야에 속한 세부업종은 2012년 현재 모

115)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7조.
116) 허운학, 전게서,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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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38개이며, 부록2의 외국인투자 금지분야에 관한 산업표와 같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에 의하면 비디오방영업을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의 금지분야에서 제거함으로써 허용분야로 조정
하였다.

4. 외국인투자의 허용분야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외국인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업종은 외
국인투자의 허용분야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117) 그
리고 외국인투자의 제한분야에 속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그
수출비율이 판매총액의 70% 이상일 경우,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
시 및 계획단열시118)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투자 허용형 프로젝트로 간주한다.119) 2011년에 개정
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료기구와 금융
회사를 제한업종에서 허용업종으로 조정했다.

5.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지분양수
중국역내기업인수규정120)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지분양수도 외국인신규투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
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외국

117)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4조.
118) 계획단열시는 국무원이 특별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
시 외의 대도시를 말한다. 예로 중국산동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119) Ibid. 제10조.
120) 이 규정은 중국상무부·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가세무총국·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 등이 같이 제정한 부문규장이다.
이 법규 제1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회
사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서 제정하였다. 따라서 삼자기업법과 그
의 실시조례 또는 세칙 및 [회사법]이 이 법규의 공동상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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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금지분야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역내기업의 지분을 양수할 수 없으며,121)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장려분야, 허용분야와 제한분야에서 열거하고 있
는 업종에 종사하는 역내기업의 지분은 양수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목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지분양수 이후 중국 역내기업
의 경영범위는 외국인투자산업정책의 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6. 외국인투자분야와 VIE모델
현행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은 개정 전보다 많이 완화
되었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목록에 외국인투자제한업종
과 금지업종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중국정부에 투자분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122) 외국인투자자들은 한편으로 European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상업협회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개선을 추구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엄격한 산업정책을 우회하는 모델을
모색하여 왔다. 그 중 Alipay지분양수사건 때문에 한동안 언론의 초
점이 되었던 VIE (Variable Interest Entity)모델이 있다.
VIE모델이란 것은 외국기업(중국인이 투자한 Offshore Company
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이 중국에서 외자기업(외국인 단독투자기
업)을 설립하고 이 외자기업을 통해서 중국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역내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모델을 말한
다.123) 따라서 VIE모델을 "협의지배(協議控制)"모델로 말하기도 한
다. 이 모델은 2000년에 미국NASDAQ상장 온라인기업 Sina가 최초
121)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4조.
122)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 2012, pp 58~59.
123) 葉存金， “VIE結構的合法性探討”， 『公民與法』， 2012 제5기,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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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하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이 모델을 통해
서 중국의 제한분야와 금지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 모델을 채택한
기업의 업종은 주로 인터넷 관련 업종, 소비품판매업과 교육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124) 중국인민대상법연구소장 류쥔하이(劉俊海)교수
는 VIE모델이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감독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25) 인터넷법률 전문가 자오잔링(趙佔領)도 VIE모델이 국가
안보 특히 정보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26)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VIE모델을 채택한 목적은
중국의 산업정책을 우회하는 데에 있다는 면에서 볼 때 그의 위법
성은 보이지만 계약의 이론의 면에서 볼 때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
기는 매우 어렵다.127) 보통 VIE모델의 핵심적인 형태로 보는 외자
기업이 중국역내기업과 체결한 계약(VIE계약)에는 의결권계약, 지
분양도계약, 융자계약과 기술지원계약 등이 포함된다.128) 중국계약
법에 의하면 ①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②악의로 허위표시를 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③합법적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한 경우; ④ 사회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⑤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129) VIE계
약은 일견 조문 제3항에 해당하는 무효계약처럼 보이지만, 좀 더 살
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IE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는
124)
125)
126)
127)
128)
129)

葉存金， “VIE結構的合法性探討”， 『公民與法』， 2012 제5기, 11면.
呂斌， “VIE模式罪與罰”， 『法人』，2011.10， 64면.
呂斌， “VIE模式罪與罰”， 『法人』，2011.10， 64면.
葉存金， “VIE結構的合法性探討”， 『公民與法』， 2012 제5기, 12면.
呂斌， “VIE模式罪與罰”， 『法人』，2011.10， 64면.
중국[계약법](合同法)（1999）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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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과 중국역내기업인데, 외자기업도 [외자기업법]과 하위 법
규들에 따라서 설립된 중국기업이므로, 중국의 산업정책 특히 [외국
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우회하려는 위법적인 목적으로 VIE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위법적인 목적을 가진 자는 VIE모
델의 수익자인 외국인투자자(Offshore Company)이지만, 그는 VIE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성원칙 때문에 그를 비
난하기 어렵다. VIE계약 제3자의 "위법한 목적을 은폐"한 행위로
VIE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계약이론과도 맞지 않다.130)
VIE모델의 합법성에 관하여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지만 Alipay사건 이후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심사제도의 출범으로 중국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정부는 VIE모델의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이를
금지하기보다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감독･규
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중국정부는 사실상 현재까지 VIE모델의
합법성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131)
Alipay사건으로 인해 VIE모델의 존폐문제가 언론의 초점이 되었
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VIE모델의 합법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인의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우선 2000년에 Sina회사가 미국에서 상장하여 VIE모델을 최초로
채택한 이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상장한 거의 모든 중국
인투자 온라인기업이 VIE모델을 채택하였다. 2011년 9월 30일까지
Baidu, NTES, Tencent, 360, Sohu, Renren 등 중국의 대표적인 온
라인기업들을 포함하여 109개의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하고 VIE모
130) 葉存金， “VIE結構的合法性探討”， 『公民與法』， 2012 제5기, 12면.
131) 劉湘寧（華泰聯合證券）， “VIE：默認合法是時下最優選擇”， 『證券研究報
告』，2011.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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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채택하였다.132) VIE모델의 합법성을 부인한다면 중국의 온라
인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적 효과만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효과와 사회적･정치적 효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하는 중국 현재의 사회주의법치이념과 맞지 않다.
그리고 VIE모델의 합법성을 부인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단순히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VIE모델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VIE모델이 중국의 IT산업 특히
온라인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불만도 초래하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산업발전의 면에서나 국제평가의 면에서나 현재단계
에서는 VIE모델의 합법성을 묵인하고 그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
화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VIE모델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중국정부의 묵인 속에서 합법적으로 존
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현행법규에 의하면 외국인M&A투자에 대
한 국가안보심사절차에 따라 그 심사범위에 속하는 일부 VIE모델을
채택한 기업의 M&A투자에 대해서 평가와 규제를 할 수 있는
데,133) 이에 대한 검토는 제4절의 8 "국가안보에 관한 심사"부분에
서 할 것이다.

제2절 외국인투자비율

1.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132) 葉存金， “VIE結構的合法性探討”， 『公民與法』， 2012 제5기, 10~11면.
133) 呂斌， “VIE模式罪與罰”， 『法人』，2011.10，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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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넓이가 외
국인투자분야라고 말하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참
여할 수 있는 깊이가 외국인투자비율이다. 투자비율에 관하여는 크
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모델은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의
일반 업종에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
모델은 업종별로 외국인투자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 투자
유치국(Host Country)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일수록 외국인투
자를

허용하는

비율을

낮게

정하는

반면에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이 장려하는 업종일수록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비율이 높
다.134) 중국의 모델은 둘째 모델과 유사하나 구체적인 설정방식은
다르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
한 잠정규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반 업종에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의 비율을 규정하고,13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업종별로
외국인투자의 비율을 규정하였다. 우선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분야를 "합자 또는 합작으로 제한"하거나, "중국측의 절
대적 주주권", "중국측의 상대적 주주권"을 규정할 수 있다.136) "합
자 또는 합작으로 제한"하는 업종은 중외 합자 또는 합작 경영만 허
용되며, 외국인 단독투자의 외자기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25%를 초과하고 100%미만이면 허
용될 것이다.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이란 것은 중국측의 투자비
134) 姚梅鎮，比較外資法，武漢大學出版社，1996, 341면.
135)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4조;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
정](1995.1.10.) 제7조.
136)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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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51% 이상이어야 함을 가리키며, "중국측의 상대적 주주권"은
중국측 투자비율이 꼭 투자총액의 51%를 초과할 필요는 없고 여타
외국측 합자파트너의 투자비율보다 높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137)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장려분야에 속한 업종과 제한분야에 속한 업
종을 막론하고 모두 투자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합자 또는 합작으
로 제한",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 "중국측의 상대적 주주권"을
외국인투자 장려분야에 속한 업종에도 설정할 수 있다. 투자비율을
설정한 업종은 부록3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에 관한 산업표와 같다.
이 산업표에 따르면 총83개의 세부업종에 대해 투자비율을 설정하
였다. 그 중 합자로 제한한 업종은 제조업에 속하는 자동차전자네트
워크기술과 전동조력전향시스템･전자통제기의 제조 및 촬영서비스
업 등 3가지 세부업종이며, 합작으로 제한한 업종은 회계와 회계감
사, 음향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일반고등학교교육기구, 방송TV프
로그램제작과 영회제작 등 4가지 업종이 있다. 그리고 35개의 업종
은 "합자 또는 합작으로 제한"하는 업종으로 설정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업종에 대해 단독투자를 할 수 없다. 회계와 회계감
사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합작, 합명(合夥)에
제한"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회계회사를
설립하려면,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합작기업만 설립할 수 있
고 조직형태는 법인이 아닌 합명회사(중국에서는 合夥기업이라고
함)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25% 이상
100% 미만이어야 한다.

137)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4.1.)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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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특별규정
외국인M&A투자인 경우 지분양수대상기업(중국역내기업)의 성격
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업형태에 따라 삼자기업법
또는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을 적용하
여야 할 것이다.138) 따라서 외국인M&A투자에도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적용하여, 이에 의하여 외국인단독투자를 허용하지 않
는 업종인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동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역내기업
의 지분 전부를 취득할 수는 없으며, 동 목록에 의하여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 또는 "중국측의 상대적 주주권"이 요구되는 업종인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지분양수 이후에도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
또는 "중국측의 상대적 주주권"이란 지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동 업종에 종사하는 역내기업의 지분을 양수할 수 있다.139) 그러나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
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 심사허가, 등기, 외
환 및 세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外商投資企業審批、登
記、外匯及稅收管理有關問題的通知)(2002.12.30.)에서는 현행 외국
인투자 관련 법령에 따라 합자기업, 합작기업의 등록자본금 중 외국
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25%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외
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5%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138)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역내의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M&A투자한 경우, 투자비율과
투자방식에 의해 투자대상기업이 삼자기업의 일종이 되는데, 중국역내의 주식회사
를 대상으로 M&A투자하고자 한 경우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제2조에 따라 외국측의 투자비율은 25%를 초과하여야 하고 투자대상기
업은 외국인투자주식회사가 된다.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
규정]제3조와 [회사법]제218조에 의하면 그의 기업조직에 관하여 삼자기업법을 우
선적으로 적용하고 삼자기업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회사법을 적용한
다.
139)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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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현행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심사허가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140) 외국인투자자
의 투자비율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켰다. 중국역내기업인수규정에 의
하면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양수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투자비율이 25%보다 낮은 경우에는 심사허가기관이 "외자비율
25%이하"라고 표기된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업설립등기와 외환등기에 있어서도 등기 또는 외환관리기관이 "외
자비율 25%이하"라고 표기된 외국인투자기업 營業執照(영업허가
증)와 외환등기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141) 영업집조와 외환등
기증을 발급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세제 혜택 등 외국인투자기업으
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142) 중국역내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
에 합법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로 중국관
계사를 양수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중국내 관계사의 增資分을 등
록자본금의 25% 이상으로 양수받거나, 관계사의 지분을 양수받은
후,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액이 기업등록자본금의 25%
를 초과한 경우,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 이외
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143)

3. 등록자본금 및 투자총액간의 비율
140)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국가세무총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외환관
리국, [외국인투자기업 심사허가, 등기, 외환 및 세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
지](2002.12.30.), 제9조.
141)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9조 제2항.
142) Ibid. 제9조 제1,2항.
143) Ibid.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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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은 기업이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한
자금총액이며14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은 기업계약 또는 정
관에서 규정한 생산규모에 의해 투입하여야 할 기업건설자금 및 생
산유동자금의 총액을 가리키는데,145)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납입한 등록자본금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입금으로 구성된다.146)
투자총액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된 법령에 특유한 개념으로 역내
기업과는 무관하다. 외국인M&A투자인 경우, [역내기업인수규정]에
따르면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
본금의 10/7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되며, 등록자본금이 500만 달러 초과 1200만 달러 미만
인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등록자본금이 1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
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47)

제3절 외국인투자조건(이행요건)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이란

것은

투자유치국

(Host Country)이 외국인투자의 진입단계 또는 영업단계에서, 외국
인투자자들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의 진입 및 영업을 허용하고 특정
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을 규정하는 사항들이
다.148) 전형적인 이행요건으로는 국산부품 또는 노동력사용요구
144)
145)
146)
147)

중국[합자기업법실시조례] 제18조.
Ibid. 제17조.
나승복, 『중국비즈니스법률실무』, 박영사, 2008, 26면.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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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local

components

and

labour),

수출업적요구(Export

a

percentage of the production) 등을 들 수 있다.149)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R. China)(2001)에
서 WTO협정에 가입한 날로부터 TRIMs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
며, 법률, 법규 또는 기타 조치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이른바 이행요
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다만 TRIMs협정 제5조의 규정
을 인용하는 것을 유보하였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150)
"China

shall,

upon

accession,

comply

with

the

TRIMs

Agreement, without recours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TRIMs Agreement.

China shall eliminate and cease to

enforce trade and foreign exchange balancing requirements, local
content and export or performance requirements made effective
through laws, regulations or other measures. Moreover, China
will

not

enforce

requirements.

provisions

of

contracts

imposing

such

Without prejudice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rotocol, China shall ensure that the distribution of import
licences, quotas, tariff‑rate quotas, or any other means of
approval for importation, the right of importation or investment
by national and sub‑national authorities, is not conditioned on:
whether competing domestic suppliers of such products exist;
148) 徐泉, “略論外資准入與投資自由化”, 現代法學, 第２５卷第２期, 2003, 32-33
면.
149) Rudolf Dolzer and Christopher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nd
pp. 82.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2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105.
150) "WTO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R. China)(2001), 제7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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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erformance requirements of any kind, such as local content,
offsets, the transfer of technology, export performance or the
condu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hina."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전(최후협상단계) WTO협정과 TRIMs
협정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삼자기업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한 내용은 이행요건부과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2000년에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개정하고 나서, 2001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중외합자경영기업
법] 제9조 제2항 "합작기업의 원재료, 연료, 부품을 중국에서 구매
해야 한다."는 규정을 "공평공정원칙에 의해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
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현[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0조 제1항)로
개정하였다. 이행요건의 수출업적요구에 관하여는 "중외합작기업이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하나, 중국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였다.151) 같은 시기에 삼자기업법의 실시
조례 또는 세칙에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 차원의 이행요건은 2001년 11월까지 모두
폐지되었다.

제4절 진입심사

1. 진입심사의 개념
진입심사란 외국인투자의 진입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말하며, 투
자유치국(Host Country)정부 또는 그의 授權기관들이 일정한 절차,

151)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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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특성에 의하거나, 본국의 법률, 정책, 해
당시기의 경제발전수준, 주요한 목표와 경제력에 의해 본국으로 수
입하려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평가, 선별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지칭한다.152) 세계 각국이 처한 환경이 각각 달라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도 다르다. 심사의 방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건별로 일일이 심사하는 제도(Case by Case System), 투자허용목
록제도(Positive List System), 투자불허목록제도(Negative List
System)가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
産業指導目錄)으로 투자불허목록(외국인투자금지분야)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 외국인투자허용과 장려분야에 속한 업종에 대해
서도 신고뿐만 아니라, 일일이 심사하여 허가한다. 따라서 중국의
심사제도는 건별로 일일이 심사하는 제도(Case by Case System)
에 해당한다.
진입심사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범으로는 삼
자기업법의 실시조례 또는 세칙과 각 심사기관의 부문규장들이 있
으며 이들의 법률적인 근거는 삼자기업법이다.153)

2. 진입심사의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심사절차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심사허가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프로젝트
건의서, 가능성연구보고), 기업명칭에 대한 예비허가, 기업설립에 대
한 심사허가(계약서, 정관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심사허가), M&A투

152) 姚梅鎮，比較外資法，武漢大學出版社，1996，518면.
153) [중외합자경영기업법]제3조; [외자기업법]제6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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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점여부에 대한 허가 등의 절차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단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허가를 받은
후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를 하여 영업허가증(영업집조)을
취득하는 단계이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단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 후 신고
등기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영
업허가증을 비롯한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 후 세관, 세무, 외환관리,
재정, 사회보험(노동) 등 부문에서 신고등기 또는 기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154) 구체적으로 부록4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절차
도와 같다.
이 글에서는 진입심사절차의 첫째단계-심사허가단계-를 중심으
로 살펴볼 것이다. 부록4의 도표에 의하면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
연구보고에 대한 심사는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하고, 기업명칭에
대한 예비심사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으며 기업계약서, 정관
에 대한 심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現 상무부)에서 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는 프로젝트건의서단계와 가능성
연구보고단계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삼자기업 중 외자기
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건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155)
(1) 프로젝트건의서
154)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80면.
155) 중국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현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가능성연구작성, 심사허가 관련 규정]（關於編製、審批外商投資項目可行性研究的
規定）(1987.5.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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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건의서는 중국측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와 접촉하여 협
상을 한 후 관련 심사허가기관156)에 제출한 중외합자(합작)경영기
업의 설립에 관한 제안적인 문서를 말한다.157) 이 문서는 투자기회
연구보고 또는 초보적 가능성연구보고와 유사하며 프로젝트를 진행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58) 중국측 투자자가 이 보
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성연구
보고의 작성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159) 이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건의한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외시장, 생산(영업)규모, 건설조건, 생
산조건, 기술수준, 외국인투자자, 자금원, 경제적 효과와 외환균형
등 상황에 대해 초보적인 예산과 제안을 하는 것이며160), 구체적으
로 중국 측 투자자의 기본정보, 합자 또는 합작의 목적, 외국인 투
자자의 기본정보, 경영의 범위와 규모, 투자예산, 투자방식과 자금
원, 생산기술과 주요설비, 주요한 원자재, 물･전기･가스･운송 등의
수요량과 그 공급지, 임직원의 총수･구성과 국적, 경제적 효과에 관
한 분석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61)
(2) 가능성연구보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건의서가 관련 심사허가기관으
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중국과 외국인투자자는 가능성연구보고를
합의로 작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156)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심사허가기관은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또는 지방발
전과 개혁위원회이다.
157)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80면.
158)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80면.
159) 중국국가발전과 계획위원회(현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가능성연구작성, 심사허가 관련 규정]（關於編製、審批外商投資項目可行性研究的
規定）(1987.5.25.) 제8조.
160) Ibid. 제7조.
161) Ibid. 첨부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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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연구보고는 중국과 외국인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
제, 기술, 재무, 생산설비, 경영관리구조, 합자 또는 합작의 조건 등
의 차원에서 합의를 하여 관련 심사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문
서를 말하며, 허가를 얻은 프로젝트건의서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각 사항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프로젝
트 진행의 필요성, 합리성, 현실성, 기술과 설비의 선진성, 적용성,
신뢰성, 합법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다.162)
162) Ibid. 제9조.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정보
가. 합자 또는 합작기업의 명칭, 주소지, 취지, 경영범위와 규모.
나. 합자 또는 합작 각 당사자의 명칭, 등록국가, 주소지 및 대표자의 명칭, 직무,
국적(중국측 투자자는 주관부문을 설명하여야 함).
다. 합자 또는 합작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주식자본총액(투자자간의 출자비
율, 출자방식, 출자기한).
라. 합자 또는 합작의 기한, 투자자 간의 이익배당과 손실부담 비율.
마. 프로젝트 건의서심사허가서류.
바. 가능성연구보고의 작성책임자 명부.
사. 가능성연구보고의 총체적인 개요, 결론, 문제와 제안.
2) 제품생산계획 및 그 근거
국내외시장의 수요와 시장예측방법 및 국내외 기존 또는 건설 중인 생산설비능력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물품공급배정(에너지와 교통 등을 포함) 및 그 근거.
4) 프로젝트 확정 및 그 근거.
5) 기술설비와 작업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6) 생산조직배정(임직원의 총수, 구성, 국적과 경영관리) 및 그 근거.
7) 환경오염의 방지와 노동안전, 위생시설 및 그 근거.
8) 건설방법, 건설속도에 관한 계획 및 그 근거.
9) 자금조달방법 및 그 근거(공장건물출자와 설비출자의 계산근거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10) 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11) 종합분석(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에 관한 분석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12) 주요한 첨부자료
가. 합자 또는 합작투자자 국적국(또는 지역) 정부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나. 합자 또는 합작투자자의 대표자증명서.
다. 합자 또는 합작투자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라. 국내외시장의 수요상황예비조사보고서 및 제품의 수출비율.
마. 관련 부문에서 작성한 주요 물품(원자재, 부품, 비품, 에너지, 교통 등을 포함)
배정의견서.
바. 관련 부문에서 작성한 설비배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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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가능성연구보고에 대한 심사허가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
관리방법](外商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분야 또는 허용분야에 속한 투자
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프로젝트 및 제한분야에 속한 투자총
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
회가 심사허가를 한다. 투자총액이 5억 달러 이상의 장려형 또는 허
용형 프로젝트 및 1억 달러 이상의 제한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
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심사를 한 후, 중국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63) 투자총액이 1억 달러 미만의 장려형 또는
허용형 프로젝트 및 투자총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의 제한형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지방발전과 개혁부문에서 심사허가를 한다. 그 중 제
한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省級발전과 개혁부문에서 심사허가를 한
다.164) 그러나 [국무원외자이용업무의 개선에 관한 의견](關于進壹
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2010.4)165)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장려분야 또는 허용분야에 속한 투자총액이 3억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관련 부문에서 심사허가
를 한다. 중국 중양차이징대학(中央財經大學) 선지엔(沈健) 교수의

사. 관련 부문에서 작성한 자금배정의견서.
아. 관련 부문에서 작성한 주소배정의견서.
자. 관련 부문에서 작성한 환경보호, 소방, 노동안전, 위생설비와 지진등 자연재해
에 관한 의견서.
차. 관련 부문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평가보고서.
163)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商
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 제3조.
164) Ibid. 제4조.
165) [국무원외자이용업무의 진일보 개선에 관한 약간의견](關于進壹步做好利用外資
工作的若幹意見)의 발표주체는 국무원이고 발표방식은 총리령이기 때문에 행정법
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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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따르면 이것은 지방의 심사허가권을 확대하는 것이며 중국
경제발전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다.166) 허가기관은 가능성연구보고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
로부터 9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167)
(4) 허가의 효력
프로젝트신청인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발급받은 허가서류
로 토지사용, 도시계획, 품질감독관리, 안전생산, 자원이용, 기업설
립(변경), 자본프로젝트관리, 설비수입 및 租稅와 외환관리에 관한
절차를 취급한다.168)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이상
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169) 그러나 실무상으로 외국인투자 비생
산형기업은 불허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발전과
개혁위원회로부터 가능성연구보고에 대한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무부문을 찾아 기업의 설립허가(기업계약서, 정관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170) 이러한 현실은 심
사기관이 많은 다원심사제도 하에서 심사기관들 사이의 조화를 이
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기업명칭에 대한 예비심사허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企業名稱登記管理規定)(1991.7.22.)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연구보고를 허가
166) 沈健， “經濟全球化背景下我國外資准入困境與出路——以外商投資企業審批制度
為視角”， 『湖南商學院學報』， 2012년 제2기, 110면.
167)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商
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 제10조.
168) Ibid. 제13조.
169) Ibid. 제15조.
170) 李科珍(북경대 법학박사)， “我國外資准入制度的現狀，問題及其重構”， 『北方
法學』 2011년 제1기,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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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계약서와 정관을 허가받기 전에, 기업명칭의 등록에 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명칭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업설립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프로젝트건의서, 가능성연구보고
의 허가서류 및 외국인투자자 본국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본국에
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171)
(1) 기업명칭예비심사의 시점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칭에 대한 예비심사의 진행시점은 "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연구보고를 허가받은 후, 계약서와 정관을
허가받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프로젝트
건의서와 가능성연구보고에 투자프로젝트의 명칭에 관한 내용이 있
기 때문에,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연구보고를 허가받고 나서 기업
명칭에 관한 예비심사를 거부당한 경우, 많은 서류에 있는 기업명칭
을 모두 변경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각 지방 주관부문
에서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연구보고를 허가받기 전에 기업명칭
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으
로 기업명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지역도 있다.172) 이런 방법은
심사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립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171) 국가공상관리국[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1991.7.22.) 제17조. 국가공상관리국[기
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1999.12.8.공포, 2004.6.14.개정) 제22조 및 [회사등기관
리조례](1994.6.24.공포, 2005.12.18.개정) 제17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이상의 법규들은 [중국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登記管
理條例)제2조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고, [중국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는 [중국민법통
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제37조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172)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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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명칭예비심사신청서
국가공상관리국[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企業名稱登記管理實
施辦法)(1999.12.8.공포, 2004.6.14.개정)에 의하면 기업명칭예비심
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투자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권
이 있는 공상관리기관에 기업명칭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173) 기업명칭예비심사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경영범위, 투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투자총액 및 투자비율, 수권위
탁의견(대리인의 성명, 권한,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말함) 등을 기
재하고 전체 투자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174) 위탁대리인의 신분
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75)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주주들이 지정한 대리인
이 기업명칭등기기관에 기업명칭예비심사를 신청하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발기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기업명칭등기
기관에 신청한다. 즉 공상관리부문에 유한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
사의 발기인이 서명한 기업명칭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176)
2) 기업설립에 관한 자격증명 또는 주주, 발기인의 법인자격증명
및 자연인신분증명
주주(투자자)가 기업법인인 경우, 기업이 날인한 영업허가증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투자자)가 사회단체법인인 경우, 사회단
체가 날인한 법인증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투자자)가 자연
인인 경우, 투자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사본을 제출하
173) 국가공상관리국[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1999.12.8.공포, 2004.6.14.개정) 제
23조 제1항.
174) Ibid. 제23조 제2항.
175) Ibid. 제23조 제3항.
176)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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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3) 위탁대리서
투자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기업명칭예비등기위탁서를 작성하여 날인과 서명을 하고
수탁자는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77)
4) 기타서류
가. 자연인(기업의 투자자 또는 주주)의 성명으로 기업의 명칭을
신청하는 경우, 자연인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
자의 성명이 정당, 국가지도자, 근대혁명가 및 유명인사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 기업의 명칭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 상표의 문자로 기업의 명칭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소유권자가
작성한 授權(허가)서류, 상표등록증서 및 상표소유권자의 자격증명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명칭에 유명기업의 명칭, 명문대 또는
과학연구기관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명칭의 소유권자가
작성한 授權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
여받지 못한 명칭은 등기할 수 없다.
라. 동일한 업종 내에서 같은 기업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명칭의 소유권자가 작성한 수권서류 및 그가 날인한 영업허가증사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78)
(3) 관할권문제
1)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할범위179)
177)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06면.
178)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06면.
179) 국가공상관리국 [기업명칭등기관리실시방법](1999.12.8.공포, 2004.6.14.개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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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중화"･"전국"･"국가"･"국제" 등 문구로 시작하는 기업
명칭.
나. 기업명칭에 "중국"･"중화"･"전국"･"국가" 등 문구가 있는 경우.
다. 기업명칭에 행정구역명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2) 중국지방공상행정관리국의 관할범위180).
가. 동급 행정구역명칭으로 시작하는 기업명칭.
나. 기업명칭에 동급 행정구역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기업명칭의 구성
보통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상호, 업종,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181) 외국기업의 단독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서 설
립한 회사는 행정구역 대신에 상호 뒤에 "(중국)"을 사용할 수 있
다.182) 예를 들면 삼성(중국)의 정식 명칭은 "삼성(중국)투자유한회
사"이다. 이 명칭에서 "삼성"은 기업상호이고, "(중국)"은 행정구역
을 대신하는 문구이고, "투자"는 업종을 반영하는 용어이며, "유한회
사"는 조직형태이다. 외국기업이 대주주가 아닌 예로 "북경현대자동
차유한회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업명칭에 사용한 "북경"은 대표적
인 행정구역이다.
(5) 기업명칭의 예비심사절차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직접 기업명칭의 예비심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즉시 기업명칭신청의 허가 또는 불허결정
을 내린다. 허가결정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업명칭예비허가
통지서"를 발급하며, 불허결정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업명칭
불허통지서"를 교부한다.183) 보통 허가받은 신청인은 "명칭등기접수
180) Ibid. 제5조 제2항.
181) Ibid. 제9조.
182) Ibid.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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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짜에 "기업명칭예비허가 통지서"를 발급받는
다. 이에 반해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받지 못한다.
1)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명칭이 동일한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이
미 허가받은 동업종의 기업명칭(상호)과 같은 경우. 다만 서로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명칭을 변경한 지 1년 미만인 다른 기업의 원명칭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3)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기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4) 기타 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184)
(6) 기업명칭예비허가의 효력
기업은 설립일부터 名稱權을 가진다.185) 설립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86) 기업명
칭예비허가와 기업등기등록을 각각 다른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신
청한 경우, 등기기관이 기업등기일부터 30일 내에 기업명칭예비허
가를 했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87) 기업명칭예비
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188). 유효기간 내에는 허가 받은 명칭
을 기업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189) 유효
기간 만기일 전까지 기업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명칭
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기업은 만기일부터 10일 내에 "기업명칭예

183)
184)
185)
186)
187)
188)
189)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Ibid.

제24조.
제31조.
제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35조 제1항.

- 59 -

비허가통지서"를 그의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90) 다만 만기일
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이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로 명칭예비허
가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유효
기간에 대하여는 재차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191)

5. 기업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허가
위에서 언급한 가능성연구보고를 발전과 개혁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후, 중국상무부문에서 주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단
계로 들어간다. 외국인 신규투자인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유형
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서류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다르지만 공통
적으로 기업정관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인 경우 기업정관뿐만 아니라 기업계약서에 대
한 허가도 받아야 한다.192)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에 대한 허가는
외국인투자기업설립허가의 핵심적 부분으로 볼 수 있다.
(1) 기업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는 투자자 간의 합자기업을 설립하기 위
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이다.193) 그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1) 중국과 외국인투자자의
명칭, 등록국가,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2) 중외합자경
영기업의 명칭, 주소, 취지, 경영범위와 규모; 3) 중외합자경영기업

190) 국가공상관리국[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1991.7.22.) 제19조.
191)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13면.
192)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제정 2001.7.22개정) 제7조.; 중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1990년 통과, 2001년 개정) 제10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
시세칙](1995) 제7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 [외국인투자주식회사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1995.1.10.) 제9조.
193)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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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투자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방식, 출
자기한 및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의 대책과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 4) 중외투자자 간의 이익배당과 손실부담비율; 5) 중외합자경
영기업의 董事會(이사회) 구성, 董事(이사)의 정원 및 총경리, 부총
경리,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 권한, 채용방법; 6) 채택한 주요 생
산설비와 생산기술; 7) 원자재의 구매와 제품판매 방법; 8) 재무,
회계, 감사업무의 처리방법; 9) 노동관리, 급여, 복지, 노동보험 등
의 사항에 대한 규정; 10) 합자기업의 기한과 해산 및 해산절차;
11) 계약위반의 책임; 12)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방법과 절차; 13)
체결한 계약의 언어 및 계약의 발효조건 등이다.194)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서와 매우 유사하나 노동관리, 급여, 복지, 노동보험 등의 사항
에 대한 규정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외환수지계획을 기재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195)
(2) 기업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외합자경영기업정관은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내용에 따라 투자
자 간에 서로 합의한 기업의 취지, 조직원칙과 경영관리 등 제반 사
항을 규정하는 문서이다.196) 그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1) 합자경영
기업의 명칭 및 주소;

2) 합자경영기업의 취지, 경영범위 및 경영

기한; 3) 투자자의 명칭, 등록국가, 주소, 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
적; 4)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투자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지분양도
규정, 이익배당과 손실분담비율; 5) 동사회(이사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동사(이사)의 임기, 董事長(이사장), 부동사장(부이사장)
194)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 제11조.
195)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1995) 제11조.
196)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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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책; 6) 관리기관의 설치, 관리규칙, 총경리(대표이사), 부총경
리(부대표)의 직책; 7) 재무, 회계, 감사제도의 원칙; 8) 해산과 청
산; 9) 정관의 수정절차 등이다.197)
외자기업정관과 중외합작경영기업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중외
합자경영기업정관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98)
① 중외합자경영기업정관에는 합자경영기업의 취지, 경영범위 및
경영기한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에 반해 외자기업정관에는 외
자기업의 취지와 경영범위만 요구되고, 중외합작기업정관에는 경영
범위와 합작기한만 요구된다.
② 중외합작경영기업정관에는 노동관리에 대해서 직원채용, 훈련,
노동계약, 급여, 사회보험, 근로복지, 작업안전위생 등을 언급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외자기업정관에도 노동관리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외합자경영기업정관에는 노동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③ 직책에 관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정관에는
이사회구성원과 총경리 등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권한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외자기업정관에는 이사회구성원과 고급관리자뿐만
아니라 기술자, 회계사 등 임직원의 직책과 권한을 기재하여야 한
다.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에는 삼자기
업법의 실시조례 또는 세칙과 달리 기업정관은 심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기업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197) Ibid. 제13조.
198) 중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1990년 통과, 2001년 개정) 제15조; [중외합작경영기
업법 실시세칙](199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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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유
형에 따라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법규범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할 때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중복 법제는 투자자들의 의사자치와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3) 기업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허가의 기본원칙
심사허가기관이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1) 중국의 법률, 법규와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2) 프
로젝트 가능성연구보고의 내용과 허가문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지 여부, 3) 호혜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199) 심사기관은 기업유형에 따라 일정한 심사기한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중외합자경영기업은 3개월, 외자기
업은 90일,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국인 투자주식회사는 45일이다
).200)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은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
199)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관련 심사허가원칙과
심사요점](關於外商投資企業合同、章程的審批原則和審查要點)(1993.10.5.)(이 법
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6조,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7조,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제6조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다.), 제1조. 동법규 제2조에 의하면 1)
계약서와 정관의 법적 유효성, 서명시간, 장소의 존재여부, 서명자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 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인지 여부, 2) 계약내용의 적절성, 요구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 계약에 정부행위에 관한 조항 및 계약 당사자 외
의 제3자를 구속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4) 중국정부에서 외자이용을 제한하는 프
로젝트와 수입을 제한하는 기계설비를 수입하는 프로젝트 및 제품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5) 경영
범위가 명확하고,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 6) 투자자 간의 출자비율, 투자총
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 7) 기술양도조항이 국가[기술도
입계약관리조항]과 가능성연구보고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8) 설비, 원자재의
구매방법, 제품의 수출과 중국국내의 판매비율, 판매방식, 정가책정원칙과 책임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9) 외국환평형에 관한 방법이 시행가능한지 여부, 10)
중국과 외국근로자의 급여와 복지, 11) 동사회(이사회)의 구성, 권한, 소집절차 및
경영관리기관의 설치, 12) 분쟁의 해결과 계약위반에 관한 책임규정,13) 기업의
영업중단, 해산 및 청산시 자산에 대한 처분,14) 계약서, 정관 및 그 첨부문서의
규범화 여부, 중국법률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하여야 한다.
200)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제정 2001.7.22개정) 제8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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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1) 심사기관이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
인(중국 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1) 중외합자경영기업과 투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2) 합자기업의 경영범위와 생산규모; 3) 투자총액
과 등록자본금, 투자자 간의 출자비율 및 출자방식; 4) 경영기한;
5) 설비의 수입명세표; 6) 심사기관에서 강조해야 하는 기타 문제
등이 포함된 허가문서를 발급한다.202)
(4) 허가의 효력
허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정관은 유효임에 반해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허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허가를 받지 못한 외
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 이
유는 기업정관과 달리 기업계약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적인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내부적인 효력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기관의 허가 또
는 불허 결정으로 인한 기업계약의 효력문제는 하나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허가 받은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일부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의 효력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역시 허가의 효력에 관한 다른 쟁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
는 다음 장에서 이런 학계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외자기업법실시세칙](1990년 통과, 2001년 개정) 제11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
시세칙](1995) 제7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 [외국인투자주식회사설립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1995.1.10.) 제9조 제3항.
201)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제정 2001.7.22개정) 제14조.; 중
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1990년 통과, 2001년 개정) 제16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1995) 제11조.
202)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관련 심사허가원칙과
심사요점](關於外商投資企業合同、章程的審批原則和審查要點)(1993.10.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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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대한 심사허가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외국인M&A투자독
점여부에 대한 심사기관(중국상무부)이 신고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인M&A투자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당해 외국인M&A투자
의 독점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심사기관은 신고한 외국인M&A투자에 대해서 심사하지만, 신
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M&A투자가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심사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職權에 의
한 심사제도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다.203)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절
차는 중국역내기업인수규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이고 삼자기업법
의 실시조례 또는 세칙 및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설립의 문제에 관
한 잠정규정]에서 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M&A투자에만
적용되고 외국인신규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절차의 적용여부는 외국인M&A투자와 외국인 신규투자에
관한 심사제도 상의 하나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204)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역내기업인수규정은 부분규장차원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법적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2008년 8
월 [반독점법](反壟斷法)이 시행되기 전까지 외국인M&A투자독점
여부에 대한 심사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의
책임과 처벌조치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 적용의 의미보다 형식적인 의미만 갖고 있었다. 2008년 8월에
제정한 [반독점법] 제20조에는 주식인수와 자산인수의 방법으로 기
타 경영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경영자집중에 해당한다고

203) 葉軍·鮑治, 『外資並購境內企業的法律分析』, 法律出版社, 410면.
204) 葉軍·鮑治, 전게서,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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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동법 21조，22조와 48조에서 경영자집중의 신고와 신고
의 면제, 위반의 책임과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반독점법]의
시행에 대해 일부학자들은 역내기업인수규정 상의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관한 심사제도가 상위법으로 확인을 받아 집행력이 강
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205) [반독점법]은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관한 심사제도의 집행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것은 사실이나 역내기업인수규정의 상위법적인 근거를 제공
한 것은 아니다.
2009년 3월 역내기업인수규정에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반독점법]과 [국무원 경
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國務院關于經營者集中申報標准的
規定)(2008.8.1.)에 의해 미국코카콜라사의 중국 후이위안주스회사
(匯源果汁) 인수 신청을 거부하였다.206) 이 사례는 상무부가 외국
인M&A투자독점여부에 관한 신고제도에 의해 외국인M&A투자를
거부한 최초의 사례이다.207)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
무부가 역내기업인수규정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여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형식적인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였
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상무부가 제6호 상무부령을 공포하여 역
내기업인수규정에 있는 독점여부의 심사제도에 관한 장을 전체로
삭제하고 부칙에서 [국무원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에 의해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사
205) 葉軍·鮑治, 전게서, 461면.
206) 商務部, "關于禁止可口可樂公司收購中國彙源公司審查決定的公告", 2009, 제22
호.
207) 孫晉·余喆， “我國外資並購反壟斷規制不確定性及對策-從被禁止的可口可樂並購
匯源案談起-”， 『東方法學』， 2010， 제3기, 제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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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최소 2개 경
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②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회계연도 중국 내
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동시에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
한 경우.208)
이 신고기준은 역내기업인수규정에서 규정했던 신고기준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이다.209)
결국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관한 적용규범만 바뀌고 외국인
M&A투자독점여부의 신고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외
국인투자자들이 이 절차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210) 이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 인터
넷으로 공개하고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대한 심사과정과 심사
기관의 심사기준을 외국인투자자에게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
208) [국무원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國務院關于經營者集中申報標准的規
定)(2008.8.1.) 제3조.
209) 역내기업인수규정 (2006),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역내기업 인수
에 ① 인수 일방당사자의 당해 연도 중국시장 영업액이 15억 위안 이상일 경우,
② 1년 내 역내 관련 업종의 인수기업이 누적하여 10개를 초과할 경우, ③ 인수
일방 당사자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이미 20%에 달하였을 경우, ④ 인수로 인하여
인수 일방 당사자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하였을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이
를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역내기업, 관련 기능부서 또는 산업협회의 요청
이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인수에 관련되는 시장규모가 거대하거나 시장경쟁에 중대
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무부 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국
인투자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210)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Chinese Version), 2011,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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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부요소 때문에 심사기관이 방해받지 않고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였다.211) 외국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심사의 절차적 투명
성 문제는 외국인M&A투자독점여부에 대한 절차에만 해당하는 것
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진입심사의 대부분 심사절차에 공통되는 것
이다.

7. 외국인M&A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
역내기업인수규정은 외국인M&A투자를 지분양수와 자산양수의
두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하였다. 외국인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했다면,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외국인M&A투자에 해당한다.212)
어떤 유형의 외국인M&A투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외국인투자기업
의 설립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다만 설립의 방식은 다르다. 지분
양수인 경우, 대상기업의 법적 지위가 양수로 인해 변한다. 즉 대상
기업의 법적 지위는 중국역내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한다.
그에 반해 자산양수인 경우, 대상기업의 법적 지위는 지분양수와 달
리 변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양수자산을 운영한다.213) 따라서 자산양수로 인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에 대한 허가제도는 신규투자에 관한 외국인투자허
가제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의하지 않고, 지분양수
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허가제도에 대해서만 검토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역내기업을 대상으로 M&A투자를
211)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Chinese Version), 2011, 42면.
212)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2조.
213) 葉軍·鮑治, 전게서,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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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외국
인M&A투자 특히 외국인지분양수에 대해 신규투자와 달리 역내기
업인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신규투자에 대한 허가절차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오직 M&A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는 규정을 두었을 뿐이다.214)
(1) 심사허가기관 및 제출서류
외국인투자자의 역내기업 지분양수에 대한 심사허가기관은 상무
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이며, 지분양수 이후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상무부의 심사허가가 필요한 특정유
형 또는 특정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하는 경우, 성급 심사허가기
관은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무
부가 이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215)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대상회사의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양수에 대하여 만장
일치로 통과한 결의, 또는 대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외국인투자
자 주식양수에 동의한다는 결의.
2) 대상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 변경설립에 관한 변경설립
신청서.
3) 지분양수 후 설립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계약서와 정관.
4) 외국인투자자의 역내기업 지분양수계약서 또는 역내기업 增資
分양수계약서.
5) 대상회사 직전회계연도의 재무감사보고서.
6) 공증 혹은 법적 인증절차를 거친 투자자의 신분증명서류 또는

214) 葉軍·鮑治, 전게서, 315면.
215)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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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증명 및 자본신용증명서류.
7) 대상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설명.
8) 대상회사 및 그가 투자한 기업의 영업허가증(사본).
9) 대상회사의 직원배치계획.
10) 채권채무에 관한 처리계약서, 자산평가보고서, 양수당사자와
의 관련 관계 존재여부에 대한 설명.216)
이것은 외국인신규투자에 따른 기업설립허가의 신청서류가 1) 중
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신청서; 2) 중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와 공
동으로 작성한 가능성연구보고; 3) 중외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
표자가 서명한 합자경영기업 계약서와 정관; 4) 중외투자자가 파견
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명
부뿐인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217)
(2) 심사허가절차
우선 심사허가의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
사허가기관은 제출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8) 이 기한은 앞에서 살펴본 외국인신
규투자(중외합자기업 3개월, 외자기업 90일, 중외합작기업과 외국인
투자주식회사 45일)에 비해 훨씬 짧다고 볼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란 외국인투자자의 역내기업 지분양수가 상무부 또는 국
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
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가리키며, 이런 경우에는 90일
의 심사허가 기한이 적용된다. 심사기한이 경과한 후, 허가결정을
216) Ibid, 제21조.
217)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제정 2001.7.22.개정) 제7조 제1
항.
218)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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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경우 심사허가기관은 투자자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한다.219)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인수대
상 역내기업은 원 등기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특
별법령 등으로 인하여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기관할권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원 등기관리기관은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관할권이 있는 등기관리기관에 등기서류를 이송하여야 한
다.220) 외국인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명시적인 신청기한은 없으나, 역내기업의 자산을 양수
하는 경우 변경등기신청기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
어221),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할 것으로 해석된다.222) 이런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중국역내의 인수대상기업이 ①변경등기신청
서, ②외국인투자자의 역내기업 지분양수계약서 또는 역내기업 증자
분양수계약서, ③지분양수 후 기업의 정관 또는 원 정관에 대한 개
정안, ④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 ⑤외국인투자자의 법인격 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분 증명, ⑥지분양수 후 동사회의 동사명표, 신임
동사의 성명 및 주소지 기재서류, ⑦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규정
한 기타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의 진실성과 유효
성에 대해서 책임진다.223)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
리 및 외환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224)
외국인M&A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제도와 외국
219)
220)
221)
222)
223)
224)

Ibid. 제25조 제1항.
Ibid. 제26조 제2항.
Ibid. 제26조 제1항.
나승복, 전게서, 32면.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26조 제2항.
Ibid.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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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M&A투자를 상대로 하는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자의 관계성과 차이점에 대한 검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8. 국가안보에 관한 심사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실시세칙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225)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가안보심사의 원칙적
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외국인신규투자에 대하여
독립된 국가안보심사제도를 정비하지 않았으나 외국인신규투자에
적용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제도와 기업설립에 대한 심사허가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신규투자와 달리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제
도는 2011년에 정비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2011년 2월에 [외국투
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의

통지](國務院辦公廳關于建立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

度的通知)226)로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제도를 시행
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통지에서는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
보심사의 범위, 심사내용, 심사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이 통
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2011년 3월 4일 상무부가 [외국투자자의 중
225)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5조 제2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제9조 제2항.
226)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통
지](國務院辦公廳關于建立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通知)
(2011.2.3)의 발표주체는 국무원사무실이기 때문에 행정법규에 해당하지 않고 정
부의 내부적인 문건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이 통지는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한 보
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72 -

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
규정](商務部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有關事項的暫
行規定)227)을 발표하였고,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외국투
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實
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規定)228)으로 대체되었다.
이 규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
사의 진행을 의무화하였다.229)
(1)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의 주체와 범위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
시규정]의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의 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M&A투자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
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에서 명시한 M&A투자 국가안
보심사범위 내에 속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상무부에 M&A투자 국
가안보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군수 기업과 군수 제
반 시설 제조기업,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기
초설비, 운송 서비스, 핵심 기술, 장비 제조기업 등이 심사범위에 해
당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M&A투자를 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230)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무부에 외국인
227)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
무부의 임시규정](商務部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有關事項的暫行
規定), 2011.3.4. 상무부 2011년 제8호 공고로 발표.
228)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
(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規定), 상무부 2011년 제53호 공고
로 발표.
229) 이연연, “중국의 외국인투자 인수합병 관련 국가안보심사제도에 대한 연구”, 서
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12, 48면.
230)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통
지] 제1조 3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의 실질적인 지배권 취득은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역내기업의 지배주주 또는 실질적인 재배자로 된 것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자 및 그의 모회사, 자회사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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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투자 국가안보심사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무부는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신청의 접수기관이지만 심사
주체는 아니다. 심사주체는 상무부, 발전과 개혁위원회와 해당
M&A투자에 관련된 업종에 따른 주관부문으로 구성된 외국인M&A
투자 국가안보심사 장관급연석회의(外國投資者並購境內企業安全審
查部際聯席會議)이다(이하 연석회의로 한다).231)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
시규정]의 "외국인M&A투자"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중국역내기업의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거나 역내기업의 지분을 취득하
는 경우도 포함된다.232) 이러한 조항은 앞에서 제시한 VIE모델의
외국인M&A투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VIE모
델을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 관련업종이 외국인M&A투자 국가안보
심사범위에 속한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투
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에
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VIE모델의 규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가안보심사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233)
외국인투자자도 역시 외국인M&A투자 국가안보심사의 범위가 너무

내기업의 인수합병 후 그 총지분의 50%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다수의 외
국인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 후 그 총지분의 50%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
우;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합병 후 취득한 지분은 총 지분의 50%미만이지만 가진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타
역내기업의 경영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이전된 경우.
231)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통
지](國務院辦公廳關于建立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通知)
(2011.2.3.) 제3조.
232) Ibid. 제1조 2항.
233) 呂斌， “VIE模式罪與罰”， 『法人』，2011.10，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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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해서 실무상으로 국가안보심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행정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234)
(2)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의 내용과 절차
외국인M&A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심사의 내용에는 ①국방안전과
국방에 필요한 국내제품의 생산능력, 국내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국방안보; ②국가경제의 안정
적인 운영에 대한 영향; ③사회기본 생활 질서에 대한 영향; ④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
되어 있다.235)
상무부가 외국인M&A투자 국가안보심사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해
당 신청이 국가안보심사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문서
도 완전하며 법정요구에 부합될 경우, 5근무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연석회의에 제출하여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상무부는 15근무일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서 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36) 신청인은 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근무
일 내에 M&A거래를 실시하지 못하며, 지방상무부문은 해당 M&A
거래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한다. 상무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
지를 하지 않는 동안 15근무일을 경과하게 되면 신청인은 M&A거
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237)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서면심사
234)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 2012, pp 59.
235)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통
지](國務院辦公廳關于建立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通知)
(2011.2.3.) 제2조.
236)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
제6조.
237) Ibid.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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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출 받은 후, 5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과 해당
M&A거래 관련 지방상무부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연석회
의에서 해당 M&A거래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심사의
견을 내린 경우,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M&A거래의 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연석회의에서 해당 M&A거래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의견을 내린 경우에는, 신청인
은 해당 M&A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238)

238) Ibid.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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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제1절 심사기관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문제

위에서 소개한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주요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진입심사허가
제도는 다수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여러 심사기관이 위임받은 심사
권한에 의해 건별로 일일이 심사하는 다원 심사허가제도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 주요 심사기관은 발전과 개혁위원회, 工商행정관리국
과 상무부 등이다.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연
구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명칭에 대한 예
비심사를 하며, 상무부는 기업계약서, 기업정관에 대한 심사와
M&A투자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 중 이슈가 되는 것으로
는 상무부의 법적 지위, 상무부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심사권쟁탈,
심사권의 하급위임 등이 있다.

1. 상무부의 법적 지위
2003년에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통합
으로 상무부가 설립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계약과 정관은 중국대외무역경제
합작부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문과 지방정부의 심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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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야 한다.239) 상무부가 명확한 법적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행정
권이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
해 실무상으로 상무부가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국가의 행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히 위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행정권은 불법이기
때문이다.240) 필자도 행정권은 민사적 권리와 달리 상속 또는 양도
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법률적 위임 없
이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삼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의
개정을 통해서 상무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심사허가권
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상무부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심사권쟁탈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
관리방법](外商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에

의하면

외국인투자프로젝트(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연구보고)에 대한 허
가권은 발전과 개혁위원회에 속한다. [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
한 잠정관리방법]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서류로, 발전과
개혁위원회가 경제안전, 자원이용, 환경보호, 공공이익의 보장, 독과
점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239)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3조, [외자기업법] 제6조, [외합작경영기업법] 제5조.
240)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1면.

- 78 -

심사를 한다.241) 그러나 2001년에 개정한 삼자기업법의 실시조례와
세칙에 의하면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
사의견서는 기업설립신청을 하면서 제출할 필수서류가 아니고,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신청서, 중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와 공동으로
작성한 가능성연구보고, 중외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표자가 서명
한 합자경영기업 계약서와 정관, 중외투자자가 파견한 중외합자경영
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 등 서류만 제
출하면 기업의 설립신청을 할 수 있다.242) 이런 개정에 대해서 일
부 실무자들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절차와 외국인투자
기업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절차가 통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243) 이런 견해에 따르면 발전과 개혁위원회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상무부의 외국인투자기업설
립에 관한 허가증서만 발급받으면 공상, 세관, 세무, 외환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 이런 사례가 매우 많
다.244) 그러
나 [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2004)에 의하면
프로젝트신청인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발급한 허가서류로
토지사용, 도시계획, 품질감독관리, 안전생산, 자원이용, 기업설립
(변경), 자본프로젝트관리, 설비수입 및 租稅와 외환관리에 관한 절
차를 취급한다.245)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이상의
241)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2면.
242)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제정 2001.7.22개정) 제7조.; 중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1990년 통과, 2001년 개정) 제10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
시세칙](1995) 제7조.
243) 葉軍·鮑治, 전게서, 135면.
244) 葉軍·鮑治, 전게서, 135면.
245) 중국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외국인투자프로젝트허가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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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246)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대변인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 정관에 대한 심사절차가 차례로 진행
되는 외국인투자허가절차의 두 개의 단계임을 천명하면서 두 절차
의 통합설을 부정하였다.247)
상무부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허가서류 없이 투자자로
하여금 직접 가능성연구보고를 제출하도록 하며 외국인투자자에게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관한 허가증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에 대해 필
자는 국무원구성기관 사이의 심사권에 대한 쟁탈로 해석한다. 이런
행정권에 대한 쟁탈은 프로젝트심사권의 행사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안전에 대한 심사권과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행사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무부의 주도로 제정한 역내기업인수규
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의 역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국가
경제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상무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은 역내기업 인수가 국가경제안전에 영
향을 미친 경우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개입하여 행정강제조치
를 가할 수 있다.248) 그리고 역내기업인수규정에서 독점여부에 대
한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국가경제안전에 대한 심사권과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권도 역시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권한이기 때
문에 상무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심사권에 대한 쟁탈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역내기업인수규정의 제
정기관은 중국상무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投資項目核准暫行管理辦法)(2004.10.9.) 제13조.
246) Ibid. 제15조.
247) http://business.sohu.com/20040726/n221193197.shtml "發改委就《關於投
資體制改革的決定》答記者問" 2013.1.27. 최종방문.
248)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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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이 있다. 부록4-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절차도-에서 제시한 대부
분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발전과 개혁위원회만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상무부가 역내기업인수규정을 제정할 때 국가경
제안전심사를 관장하는 발전과 개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발
전과 개혁위원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무원구성기관이 행정입법의 방식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권을 쟁탈하는 현상은 심사기관이 다수인 다원심사허가제도의 치명
적인 단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교차법제를 조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혼
란을 줄 수밖에 없고, 중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심사권의 하급위임으로 인한 심사권남용 문제
우선 국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
열시249), 경제특구250) 인민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권을 가
진다. 그리고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그 권한 내에서 하위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 省級 인민정부가 자신의 심사권을 관할지역 내의 市 또
는 縣級 인민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심사권
을 위임하는 것은 외자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발적
능동성을 발휘하는 데에 유리하나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
249) 계획단열시는 국무원이 특별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
시 외의 대도시를 말한다. 예로 중국산동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250) 중국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 하이난(海南) 등, 외국
인 투자자에게 최초로 개방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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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마다 경제발전수준과 지역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의지하는 정도가 다르다. 게다가 중앙차원의 심사규칙이 그

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신청을 각
기 다른 지역에서 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251) 이런 현실
은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량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
하고 있다.
그리고 삼자기업법의 실시조례 또는 세칙에 모두 [외국인투자방
향지도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삼
자기업설립의 적극적인 조건 및 1)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2)
중국의 법을 위반할 경우; 3)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환경오염을 초래할 경우; 5) 협의, 계약, 정관이 분명
히 공평하지 못하며 합자경영일방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등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삼자기업설립의 소극적인 조건에 대해서 규정
하였으나,252) 심사권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기업
설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설립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서부지역 지방정부가 더욱 많은 외자를
도입해서 현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253)

4. 개선책

251)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2면.
252)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제정 2001.7.22개정) 제4조.; 중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1990년 통과, 2001년 개정) 제3~5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1995) 제9조.
253)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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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무부의 법적지위, 상무부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심사
권 쟁탈, 심사권의 위임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상무부가 심사기관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면 외국인투자허가
제도에 관한 법령에 있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란 용어를 상무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개정은 對中 FDI실무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런 개정은 상무부에 심사
권을 법적으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무부의 심사기관 지위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상무부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심사권의 쟁탈문제의 해결책에 관
하여 현재 학계에서 두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를
심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견해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
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다. 첫째 견해에 의하면 발전과 개혁위원회
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권과 상무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허가권을 회수하여 새로 설립된 전문심사기관에 위임
하는 것이다.254) 둘째 견해는 현행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허
가절차가 외국인투자의 방향을 인도하고 외국인투자의 품질을 개선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255)
필자의 견해로 첫째 주장은 현재 중국이 정부기관을 간소화하는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
선 중앙차원의 외국인투자전문심사기관을 설립하면 성급지방정부부
터 현급지방정부까지 그의 하위 기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
254)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2면.
255) 李科珍(북경대 법학박사)， “我國外資准入制度的現狀，問題及其重構”， 『北方
法學』 2011년 제1기,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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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기관의 설립과 권력위임은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에 대
한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은 상무부
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반대 속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행정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
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첫
째 주장은 확실한 심사기관을 하나로 제시하고 심사기준 등이 통일
적으로 행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명확한 해결책이다. 이
방안은 One-stop 심사절차로 인하여 심사기준 등이 통일적으로 행
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사항에 해당하는 불
투명한 법집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256)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를 폐지하자는 둘째 주장은 외국인투자
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허가단계에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생산형 투자프로젝트에 대
해서만 허가를 하면 되고, 비생산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허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견해는 실무상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외국인투
자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를 지방상무부문의 설립허가절차와 통
합하였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이 있다. 이 주장은 외국인투
자자 입장에서 볼 때,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중국정부로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낭
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 중앙정부
는 어떤 공식적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다원심사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
와 설립허가절차를 통합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점

256) 강효백,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한국학
술정보, 2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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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루어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의 폐지는 필연적
이라고 하겠다.
심사권의 위임에 관하여서는 지방정부의 심사권의 남용현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심사권을 중앙부문으로 회수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
러나 심사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것은 중앙부문의 부담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발적 능동성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중국이 세계 제2의 투자유치국이 된 것은 지방정
부가 자발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권이
없어진다면 이른바 외자유치의 자발적 능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방 심사권을 중앙으로 회수하지 말고 市
級 상무부문과 縣級 정부의 심사권을 省級 상무부문으로 회수할 것
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의 자발적 능동
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산업정책을 위반하는 심사권남용사건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
면 한편으로 "꽌씨(關係)"257)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제한분
야와 금지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허가받는 것이 종전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사기관의 심사권남
용이 감소되므로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

257) 중국어 "꽌씨(關係)"란 표현의 외연에는 한국어 "인맥"과 "로비" 등의 뜻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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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려면 상무부문으
로부터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
사자치분야에 속한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 행정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의 해제, 허가받은 외국인투자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관계 등이 있다.

1.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
중국계약법(合同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 의해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허가,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258) 따라서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허가,
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등기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중외합자계약서와 중외합작계약서에는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
로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사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법률이
나 행정법규에서 허가, 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1심 법정변론의 종결 전까지 허가 또는 등기절차를 밟
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다.259) 그러나 계약법과 그의 사법적 해석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
서무효의 법적 효과와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실무에서 행정허가와 계약의 효력 사이의 관계로 인한

258) 중국[계약법](合同法)（1999） 제44조.
259) 최고인민법원 [계약법해석 1] (199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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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상이한 판결들이
존재한다.260)
중외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체결한 외국
인투자기업계약은 전통적 민사계약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
다.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계약의 체결주체 외의 새로운 주
체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은 조직법적인 성
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체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파생주체(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등에 대해서도 규정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계약에는 파생주체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와 운영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은 계약의 상대성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체결당사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파생주체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을 체결한 중외투자자들에
대한 효력을 내부적인 효력으로 본다면,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한 효력을 외부적인 효력으로 볼 수 있다.261)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의 외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허가
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의 효력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원인행위이고, 계약당사자들의 일치한 의사표
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행위 자체는 행정허가와 아무
260) 李元宏(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 “外資審批與外商投資企業合同的效力”，
『人民法院報-民商審判-』，2010.7.7， 제7면.
261) 李元宏(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 “外資審批與外商投資企業合同的效力”，
『人民法院報-民商審判-』，2010.7.7，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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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계약에 대한 행정허가는 외
자진입의 면에서나 주주권 취득의 면에서나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필수조건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계약에 대한 허가
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가 심사기관으로부터 허가
를 받지 못하면 공상부문의 공상등기를 할 수 없고 영업집조(영업
허가증)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계
약이 계약법 제52조26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계약체결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
생한다. 따라서 중국계약법(合同法) 제44조에 대해 허가를 받지 못
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이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효력
(계약의 외부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필자는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내부적인 효력을 긍정하고, 외부적인 효력
을 부정하는 견해를 지지한다.263)

2.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

262) 중국[계약법](合同法)（1999）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2) 악의로 허위표시를 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3) 합법적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에 위반한 경우.
263) 李元宏(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 “外資審批與外商投資企業合同的效力”，
『人民法院報-民商審判-』，2010.7.7,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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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가 심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상부문의 공상등기를 할 수 있고 영업집조(영업허가
증)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외부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그의 내부적인 효력도 당연
히 발생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에 대한 행
정허가는 효력발생의 특별요건이라서 계약효력발생의 일반요건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고 포함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264)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심사기관은 심사범위 내에 속한 사항에 대
해서만 심사를 하고, 계약의 모든 발효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 즉 계약법 제52조의 계약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해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만약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에 대한 허가
를 계약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한 허가로 본다면
외국인투자기업계약 효력발생의 모든 요건을 하나의 요건으로 통합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부
합하지 않는다.265) 그러므로 심사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외국인투
자기업계약서가 계약법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곧바로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자가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갑이 사기의
수단으로 을의 신임을 얻어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심사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을이 갑의 사기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 을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 취소의 소를 직접 법원에 제기할
264) 劉貴祥（중국최고인민법원 민4재판부 부장판사）， “外資審批制度對審理外商投
資企業糾紛之重大影響”， 『人民法院報-民商審判-』，2009， 제12판, 제3면.
265) 劉貴祥（중국최고인민법원 민4재판부 부장판사）， “外資審批制度對審理外商投
資企業糾紛之重大影響”， 『人民法院報-民商審判-』， 2009， 제12판,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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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행정허가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의 해제
계약법원리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무효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은 해
제할 수 없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위약책
임을 추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66) 이런 견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효력(내
부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않고 심사기관을 방문해서 허가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의 타방당사자가 계
약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위약자에 대해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을 준수하는 일방당사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효
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계약법 제93조와 제94조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들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法定해제권을 가진
다.267) 이 규정에 따르면 한편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의 당사자들

266) 李元宏(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 “外資審批與外商投資企業合同的效力”，
『人民法院報-民商審判-』，2010.7.7, 제7면.
267) 중국[계약법](合同法)（1999）제93, 94조.
제94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기한 만료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의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 또는 자기
행위 로 표시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최고를 경유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
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 또는 기타의 계약위반 행위로 계약 목적의 달
성이 불능하게 된 경우;
(5) 법률에서 정한 기타의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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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에서 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계약의 해제권을 계약
으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져서 계약법 제94조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계약의 해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당사자의 원인으
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계약법 제94조 제5
항에서 제시한 "법률에서 정한 기타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268)

4.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관계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와 [중외합작경영
기업법실시세칙]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정관이란 외국인투자기업
계약내용에 따라 투자자 간에 서로 합의한 기업의 취지, 조직원칙과
경영관리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이다.269) 이 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이 어떤 관계인지 대강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은 기업정관을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이
다.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은 중외투자자들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서
로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268) 李元宏(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 “外資審批與外商投資企業合同的效力”，
『人民法院報-民商審判-』，2010.7.7, 제7면.
269)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9.20.) 제10조 제1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1995.9.4)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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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동의사표시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계
약을 이행한 결과이다.270) 외국인투자기업정관은 쌍방당사자가 기
업설립 이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협상을 통해서 제정
한 규칙이다. 보통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은 기업정관보다 먼저 제정하
고 기업정관의 일정한 사항의 제정에 대해 원칙적인 지도의견을 제
공한다. 이에 반하여 기업정관은 기업계약의 원칙과 내용에 의해 제
정한다.271)
둘째,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대부분 내용이 중복된
다.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이
유는 계약당사자들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일
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을 작성할 때 당사
자들이 주목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류가 중시하는 내용은 다르다.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는 중외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기업운영과 기타 사항에 대
해 원칙적인 규정만 한다. 기업정관은 이와 달리 기업내부관계를 규
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으로 기업계약의 원칙적인 규정 또
는 지도적인 규정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272)
셋째,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효력순위.
이론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이 모두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중외쌍방투자자의 공동의사표
시를 반영하고 있다. 후자는 전자의 기초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270) 周波·狄繯·陳鳴, 『外商投資企業設立法務操作全程指引』, 法律出版社, 2007, 142
면.
271)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42면.
272)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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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내용이 중복된다. 게다가 이 두 서류가 모두 심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외부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법
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것은 법률의 강행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두 서류의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효
력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와 정관의 효력순위에 관하여 [중외합작
경영기업실시세칙]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내용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273) 따라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의 효력은 기업정관에 우선
한다. 그러나 [중외합자경영기업실시조례]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
약서와 정관의 효력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
므로 양자의 효력순위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가 기업정관보다 먼저 체결되었고
기업정관을 제정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 기업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74)
일부 학자들은 기업정관은 기업계약서를 체결한 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새로운 합
의로 이전의 합의를 변경했다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계약의 상
대성 원칙 때문에 기업계약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어서 양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정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275) 필자의 견해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와 정
273)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1995.9.4) 제10조 제4항.
274) 付榮·麻錦亮， “論外資審批的效力”， 『法律適用』，2010, 제1기.
275)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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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효력순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자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선 투자자들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기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관을 제정할
때 기업계약서와 정관의 효력순위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고, 차후
에 효력순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속한 대로 양자의 효력
순위를 판단한다. 그러나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 또는 정관에서 양
자의 효력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
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중외합작경영기업실시세칙]의 "외
국인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자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적용되지 않더라
도 삼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의 입법자들이 위의 첫째
주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절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허가제도의 관계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설
립허가제도 외에서 창설한 새로운 심사허가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
도는 창설의 취지, 허가의 조건, 심사기관276), 신고 또는 허가절차
등 면에서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

1.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
276)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의 심사기관은 상무부이고, 외국인투자기
업설립의 심사기관은 상무부, 지방상무부문과 현급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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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중국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M&A투자의
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므로 외국인M&A투자에 대해 외국
인투자기업설립허가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M&A투자로 인한
기업설립행위에 대한 심사허가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허용 여부에 중점을 두게 된다.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수합
병행위 자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당해 인수 또는 합병행위가 독과
점 또는 그런 추세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
다.277)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
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전제조건이다. 실무상으로 두 가지 심
사를 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심사절차 발동의 전
제조건으로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심사절차
를 발동하지 않는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절차는 모든 외국인M&A투자프로젝
트에 적용됨에 반해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는 일정
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M&A투자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역내기업을 대상으로 M&A투자를 하는 결과
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
절차는 모든 외국인M&A투자프로젝트의 필수단계이다. 외국인M&A
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신고에 의한 심사제도와 職權에
277)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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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심사제도를 포함하는데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외국
인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형 또는 규
모 등에 따라 심사의 절차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제도는 多元심사허가제도이고 외국
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一元심사제도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가 속한
업종분야와 투자총액 등에 의해 상무부, 지방상무부문(성급과 시급
상무부문)과 현급 지방정부에서 한다. 급이 다른 심사기관들이 자기
의 권한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설립허가를 하는 제
도를 多元심사허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중국시장, 해당
산업분야와 소비자에 대한 영향에 치중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상무부)이 심사책임을 맡고 있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지역 간의 경제발전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독과점을 일으키거나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이 아
니더라도 일부지역에서 독과점을 일으키거나 그런 추세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허가를 하는 지방심사기관에 심사결과를 중앙으로 이송할 때 독과
점을 일으키거나 그런 추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협회, 기업 또는 기관이 상무부에 독점여부에 대
한 심사를 제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M&A투
자 독점여부에 대한 일원심사제도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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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한 감독문제

1.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한 감독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심사기관에 허가권을 부여하였다. 절대적인
권력은 때때로 권력남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국에서도 심사기관의
일부 공직자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상무부 條法司巡視員（상무부법규의
제정, 개정, 해석, 행정쟁의의 접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궈징이(郭京毅)와 상무부 법제처 처장 두바오중(杜寶忠)이 뇌물수
수로 인해 체포되었다.278) 이들은 관련 법률사무소의 소개로 신청
인의 뇌물을 받고 외국인투자허가권을 이용해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이 사건에 연루

된 회사가 매우 많다. 그 중에는 홍콩和記黃埔有限公司(Hutchison
Whampoa Limited)와 독일지멘스회사도 포함되어 있다.279)
행정허가권도 국가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중국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감독방법으로는 행정감독, 사법감독과 사회감독 등이 있다.
중국은 행정 권위주의가 강한 국가이다. 행정감독의 주요한 방식
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감독을 하는 것이다. 중앙상무부의
지방상무부문에 대한 감독(수직적인 감독)과 성급정부의 성급상무
부문에 대한 감독(수평적인 감독)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

278) 상무부 법제처는 상무부 條法司의 하급부서이며, 杜寶忠은 郭京毅의 부하이다.
279) 시나뉴스: http://news.sina.com.cn/c/2010-02-05/141519637009.shtml
2013.1.2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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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감독방법에는 한계
가 있으며, 집단부패를 일으키기 쉽다.280) 샤먼위안화그룹(廈門遠華
集團) 밀수사건이 행정기관 집단부패의 하나의 예다.
그리고 사법감독에 있어서는 그 피동성 때문에 사법기관이 경미
한 심사권남용사건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그 사실을 파악했
더라도 엄격한 사법절차 때문에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중대
한 외국인투자허가권 남용사건에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외
국인투자허가절차의 불투명성 때문에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법감독도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을 견제하는 데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다.281)
마지막으로 사회감독에는 인민감독, 언론감독, 사회단체감독 등이
있다. 중국헌법에서도 인민의 정부기관과 국가공직자들에 대한 감독
권을 규정하고 있다.282) 그러나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해 모든 인
민이 감독하는 것은 결국 효율적인 감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중국
의 언론은 정부가 엄격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할 때 매우 조심성 있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투자허가권의 남용사건이 발생할 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보
다 먼저 파악했더라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행동하기 전에 사건
을 보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단체감독은 결국 사법기관
과 행정기관의 집행력에 의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사회감독이 외국인투자허가권의 행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
280) 沈健， “經濟全球化背景下我國外資准入困境與出路——以外商投資企業審批制度
為視角”， 『湖南商學院學報』， 2012년 제2기, 111면.
281)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4면.
282) 중국[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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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독, 사법감독과 사회감독 등 주요한 감독방법이 외국인투자
허가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가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

2. 개선책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한 감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
의 절차적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일 것이
다.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면 행정허가의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행정허가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허가의 청문제도(聽證制度)를 외국인투자허가절차에 적용할 필
요가 있다.
[행정허가법]283)에 의하면 행정허가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은 청
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허가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이 행정
기관이 행정허가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
관은 20일 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284) 행정허가에 대한 청문절
차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개시할 수 있다.285) 그러나
[행정허가법]은 2004년부터 시행한 것이고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
례 또는 세칙에 대한 마지막 개정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한
것이다. 따라서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에는 청문절차
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투자허가에 청문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286) 그러나 심사기관이 허가권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
283) [행정허가법](行政許可法),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
하여 2004.7.1.부터 시행하였다.
284) 중국 [행정허가법](2004.7.1.) 제47조.
285) Ibid. 제46조.
286) 李靜閣， 秦現鋒， "我國外資審批制度存在的問題及立法完善"， 鄭州航空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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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허가 또는 불허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허가법]에서 정의한 행
정허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허가에만 [행정허가법]의
적용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287) 따라서 청문절차도 외국인투자허가
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의 허가기관은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기 전에 허가의 신청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청
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 심사
기관이 신청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이런 청문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경우, 행정행위가 절차적인 瑕疵가 있
기 때문에 취소 가능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한 감독권 결핍을 문제
삼고 청문절차를 외국인투자자에게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288) 필
자는 이른바 청문신청권을 삼자기업법과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의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89) 이렇게 함으로써 심사기관은 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사사항에 대해 더욱 충분히 확인
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투자자는 허가절차에 참여하여 진술과 항변
을 할 수 있어서 허가결과의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심사허가
의 절차적인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국인투자허가의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외국인투자자에게 더욱 큰 신뢰
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허가기관에 대한 사회감독도 청문절차에서
제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管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9, 제6기, 124면.
287) 중국 [행정허가법](2004.7.1.) 제2조.
288)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 2012, pp 56.
289) 예를 들면 삼자기업법에 "외국인투자허가의 청문철차에 관하여 행정허가법의 규
정을 적용한다."는 규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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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국인투자법제 개편에 관한 논의

1. 외국인투자법제 개편의 필요성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중국외국인투자법률체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는 삼자기업법을 중심
으로 하고 있는 내외자양궤제모델이다.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삼자기업법과 그 하위 법규들이 있는 것에 대응하여 내국투자자에
게 적용하는 [회사법](公司法)290), [합작기업법](合夥企業法), [개
인독자기업법](個人獨資企業法)과 그 하위 법규들이 있다. 내자기업
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별개의 영역에서 규율되는 양궤제 법제는 전
환기 중국경제체제의 시장 환경에 부응하였고 개혁개방 초창기에
중국투자유치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영 실패의 위험을 부담한 반면 중국 국유기업은 계획
경제체제하에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에서 살아남았다.291) 그러나
1993년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목표를 확립한 이후부터 양궤
제 체계는 더 이상 중국경제체제개혁의 현실과 발전목표에 부응할
290) 외국회사의 지사에 관한 규정은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법]제
218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본 법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외
국인투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삼자
기업법 및 그의 하위법규들에서 외국인투자유한회사와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규정
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 [회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외국인
M&A투자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외합자기업법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도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법인이기 때문에 중국법의 관할을 받
으며,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유한회사와 주식회사)설립이후 단계
에서 삼자기업법 및 그의 하위법규들이 다루지 못한 이슈들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
회사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291) 張慶麟, 『國際投資法問題專論』, 武漢大學出版社, 2007,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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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 삼자기업법 간의 중복과 상치, 그리고 현행 회사법
을 비롯한 내자기업법과 삼자기업법 간의 상치의 문제는 갈수록 심
화되고 있다. 더욱이 WTO체제로의 편입에 상응하는 법제화를 추구
해야 할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삼자기업법 중심의 양궤제체계의
고수는 외자유치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세 개의 별개 입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규율함에는 특별한 규제적인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 “법으로 개혁을 추진(以法促改)”
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을 조심성 있게 점진적으
로 추진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삼자기업법 중심의 외국인투자법
제는 동일한 투자 또는 기업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업유형별
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중복과 상치는 필연적
이다.292)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관하여 위에서 투자분야, 투자비율, 이행요
건과 진입심사로 분류하였다. 투자분야와 투자비율에 관한 삼자기업
법 상의 원칙적인 규정은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통해서 구현되고,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
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산업정책에 따라 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자기업법마다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진입심사에
관하여 삼자기업법과 그 하위법규에 의하면 프로젝트건의서와 기업
계약서에 대한 심사절차가 외자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
고 기타절차는 삼자기업 모두에 적용된다.293) 삼자기업이 기업설립
292) 통계에 의하면 삼자기업법에 상호 중복된 조항이 약 50%정도 점하고 있다.
293) 프로젝트건의서와 기업계약서에 대한 심사절차를 외자기업에 적용시키지 않는
이유는 외자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한 것이고 중국 측 합작파트너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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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서류의 내용에 관한 약간의 차이
는 보이지만 별개로 입법을 해서 규율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 심
사기간에 관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3개월이고294), [외자기
업법]에는 90일이며295),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는 45일이다296).
외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및 중외합작경영기업과 달리 설립허
가절차에 기업계약서에 대한 허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을
중외합작경영기업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고, M&A투자에 따른 외국
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절차인 경우 심사내역이 신규투자보다 훨씬
복잡한데도 신규투자보다 짧은 30일의 심사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합리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297)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기
업의 유형별로 심사기간을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삼자기업법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런 규정은 회사법을 시행하기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임시 회사법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회사법을 시행한 후 이런 규정들의 회사법과의 중복 상
치는 불가피하며 규정의 적용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조직법에 관한 문제는 이 글의 연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미 중국의 회사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삼자기업법 중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더
이상 존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의 차원에서나 기업조직법의 차원에서나
3개의 입법으로 분립된 외국인투자기업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294)
295)
296)
297)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3조.
[외자기업법] 제6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5조.
역내기업인수규정 (2009개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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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재의 중국법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2. 개선책
(1) 학계의 논의
삼자기업법을 중심으로 하는 양궤제모델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짐에 공헌하였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이 계획경제시대에서 시장경제시대로 진입하고 WTO에 가입하
고 나서, 중국이 세계적인 자본수출과 수입 강국이 된 현재, 조직법
본위의 삼자기업법을 중심으로 하는 양궤제체계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제의 존폐문제가 학계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학계 일각에서 중국외국인투자기업법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
구하는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현행 삼자기업법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중국 현행 삼자기업법을 하나의 법으로 즉 외국인투자기업법으로
통합하여 그 실시조례 또는 세칙 등 하위법규들을 단순히 통합하고
개정하자는 주장이다.298) 이런 주장은 삼자기업법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일부 관변학자(官方學者)들이 제기한 것이다. 그 취
지는 현행 삼자기업법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법체계에 상호
중복과 모순된 조문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둘째, 중국의 회사법을 본위로 하여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자는
298) 이런 주장은 지난 90년대 중반 李樹成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관변학자(官方學
者)들이 제기하였고, 현재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바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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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99) 이 주장은 구캉민(顧康敏)을 중심으로 한 상법 우위론
자들이 제기한 것이며, [회사법]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법체계를 정
비하자는 방안이다. 중국현행 [회사법]은 1993년에 제정한 것이며,
2005년에 개정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
면 외국인투자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는 이 법을 적용하되, 외국인투
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300) [회사법]
본위로 외국인투자법제를 개편하자는 학자들은 보통 이 조항을 근
거로 [회사법]을 삼자기업법의 일반법으로 해석하며, 삼자기업법을
[회사법]의 특별법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회사법] 가운데 외국인투
자기업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법인성격을 갖춘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회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유형의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현행 삼자기업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다수설로 삼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와 세칙으로 구
성된 현행 외국인투자기업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통일외국
인투자법전을 제정하자는 주장이다.301) 이 주장은 천안(陳安)을 비
롯한 일부 중국 국제투자법학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통일된
외국인투자법전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분야, 투자비율, 진입심사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기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조례와 기타 하위 법규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행 삼자기업법에 있는 기업의 설립, 기관, 변경,
종료 등을 비롯한 모든 기업조직에 관한 내용들을 중국 국내의 회
사법, 합작기업법 등 기업조직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
299) 顧康敏, “以公司法為本, 中國外資法體系”, 國際經濟法論叢, 2000, 제4기, 46
면.
300) 중국[회사법](2006) 제218조.
301) 魏國君, 國際經濟法學, 北京大學出版社, 2003,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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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넷째, 선진국모델로 볼 수 있는 單軌制모델302)을 채택하자는 주
장이다.303) 이 주장은 삼자기업법을 아예 폐지하여 내외자를 동일
하게 대우하는 단일기업법제를 제정하자는 주장이며, 그 핵심은 내
외자의 절대적 평등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완전한 내국민
대우의 실시이다. 단궤제모델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때때로 계획경제
시기에 제정된 전통적 법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기초로 자본경
영과 관리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외국인투자법체계 개혁의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한다.
첫째 주장은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법체계에 대한 형식적인 보
완에 지나지 않아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04) 이런 개편을 통해
서 현행 삼자기업법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법체계의 중
복, 모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국계획경제시대의
산물로 보는 내외자양궤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1993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였고,305)
[회사법](公司法), [합작기업법](合夥企業法), 독자기업법(獨資企業
法) 등 국내의 기업형태에 따른 기업조직법이 구비된 시장경제체계
내에서 투자부터 조직 차원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외국인투자기업

302) 단궤제(Mono-Track System)모델은 외국인투자만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
률이 없는 법체제이다. 투자영역, 투자비율, 기한,려주식양도, 세제, 경영관리의 모
든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국내기업과 동일한 내국민대우를 받
는다. 이런 모델을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
스 등 선진국들이 있다.
303) 馬忠法·李路根, "我國外商投資企業法存在的問題及其對策", 安徽師範大學學報,
2004, 제9기, 56-57면.
304) 安麗, “WTO規則與中國外資法重構”, 法商研究, 2002 제3기, 89면.
305) 중국[헌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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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재는 불필요한 입법자원의 낭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자유화추세와도 맞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
국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불만요인에 해당하는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중복모순성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
나306), 기업형태 및 그 운영 등 기업조직 차원에 관한 규정은 중국
역내기업과 다른 이원적 체제를 견지하는 데 따른 복잡성이 유지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개혁개방이 계속해서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결
론적으로 중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도 중국기업이기
때문에 내국기업과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동등한 시장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307)
둘째 주장은 실무상에서 중국의 상무부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
립을 허가하거나 계약을 심사할 경우 주요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회사법이 아니라 삼자기업법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앞의 국내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여 국제투자법제의 발전과 필요성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08) 그리고 [회사법] 우위
론자들이 삼자기업법을 [회사법]의 특별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
력이 부족하다.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삼자기업법은 회사법보다
훨씬 먼저 시행되었다. 따라서 [회사법]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삼자
기업법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法源의 효력순위 상으로
볼 때, 삼자기업법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률인
306) 강효백,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한국학
술정보, 2010, 8면.
307)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이슈와 발전전망",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7, 74면.
308) 曾明強·翁杰, “入世后中國外資立法若干問題探析”, 甘肅政法學院學報, 2004,
제6기,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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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반해 [회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기
타법률이기 때문에 삼자기업법의 효력순위가 [회사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삼자기업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법뿐만 아니라 투자법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회사법의 성격상 외
국인투자에 관한 투자분야, 투자비율, 진입심사, 투자조건 등을 다루
는 외국인투자법제를 회사법에 수용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회사법적인 규율을 특별법으로 파
악하여 계속 회사법 내에서 양궤제를 유지할 때, 더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복잡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삼자기업법을 [회사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없
고, [회사법] 본위로 외국인투자법제를 구성하여 삼자기업법보다
[회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법률 적용상의 혼란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넷째 주장은 국제자유화 추세에 부합하는 점은 있으나, 중국의 현
재상황과 경제발전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급진적인 주장이라는 점에
서 학계에서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다.309) 1993년에 중국이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지
만 중국의 시장경제는 정부의 거시적인 통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시
장경제이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국제투자협정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진입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아
니하고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설
립단계에서부터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궤제

309) 吳津, “論入世與我國外資立法的完善”, 河南教育學院學報, 2004, 제4기, 8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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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현 단계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제
경쟁력이 개혁개방초기에 비해 놀라운 성장을 했어도 중국은 여전
히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선진국모델로 보는 단궤제모델을 채택하
기에는 시기상조이다.
(2) 외국인투자법제 개편에 관한 모델의 선택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셋째 주장 즉 삼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와 세칙으로 구성된 현행 외국인투자기업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가장 타당한 방향
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
고 있음에 따라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전면적 개방을 할
입장이 아니므로 현재의 개방단계에서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을 관
철하여 실행하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단계의 심사부터 그 후
의 관리 감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외국인투자법
전의 제정은 중국정부 개방정책의 실행의 면에서나 외국인투자자의
입법투명성 요구의 면에서나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을 제정함으로써 투자법 본위
로 외국인투자법체계를 재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회사
법, 합작기업법, 독자기업법 등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투자허가, 외국인투자관리기관, 외
국인투자의 대우, 외국인투자보호, 투자분쟁 등을 비롯한 외국인투
자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통일외국인투자법으로 규제하는 반면
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종료 및 경영활동 등이 포함된
조직차원의 이슈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 중국의 회
사법(公司法), 합작기업법(合夥企業法), 독자기업법(獨資企業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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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그리고 租稅, 외환관리, 상품의 수출·수입, 재무, 노동관계
등 다양한 이슈들은 관련된 국내특별법으로 규제한다. 이러한 방안
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개도국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모델이
며, 중국의 현재 상황에 가장 걸맞은 모델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현행 외국인투자법규의 양을 대대적
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투명성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델이 중국외국인투자법 체계 개혁의 관건
이며 이 모델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외자유치, 관리와 감독이 시장경
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외자유치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310)
(3) 중국이 통일외국인투자법전제로 개편하여야 하는 이유
필자는 중국이 통일외국인투자법전제로 개편하여야 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나누어서 검토해 볼 것이
다.
1) 내부요소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의 내재적인 속성으로 볼 때, 통일외국인투자
법전은 단행외국인투자법규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우선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은 기존의 삼자기업법에 있는 외국인투자분야,
투자비율, 진입심사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본을 규제하는 규정을 바
탕으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원 삼자기업법보다 약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은 전국인민대
표대회에서 제정하여 기본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렇게 함으로써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외

310)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이슈와 발전전망",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7,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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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에 관한 기본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국
가의 외국인투자정책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311) 그리고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은 단행법규에 비해 명확하고 체계적이라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주관기관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적용･집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도 관련 규정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
어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외국인투자입법의 현황으로 볼 때, 현행 삼자기업법과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규들은 내용상으로 매우 풍부하며, 외국인투자
분야, 투자비율, 진입심사에 관한 각 방면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 그
리고 기업조직법에 있어서 [회사법], [합작기업법], [독자기업법]
등이 있고, 租稅, 외환관리, 상품의 수출·수입, 재무, 노동관계 등에
관한 입법도 완성했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은 입법능력의 면에서나
제도보유의 면에서나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제환
경을 갖추고 있다.
2) 외부요소
국제경쟁력 면에서 볼 때, 중국의 국민경제는 20여 년의 개혁개방
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을 수용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의 중국의 내국투자자는 많은 분야에
서 외국인투자자와 공정경쟁을 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 경제체제의
면에서 볼 때, 계획경제체제 대신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었고, 시장
경제체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투자자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투명한 통일시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온전한 시장의 확
립은 현재의 삼자기업법 중심의 외국인투자법체계보다 더욱 개방적
이고 투명성이 높은 통일입법모델을 요구하고 있다.312) 그러므로
311) 封麗霞， 『法典編纂論： 一個比較法的視角』， 清華大學出版社， 2002,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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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계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모델 중 통일외국인투자법전제가
중국경제발전의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외자이용의 면에서 볼 때, 중국외자이용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는 동시에 외자이용의 품질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며, 외자
이용의 내용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313) 그리고 중국의 시장개
방은 단순히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일방적인 개방에서 BIT협정과
기타유형의 투자협정에 의한 자본수출과 기술도입도 같이 고려하는
상호간의 개방으로 전환되었으며 투명성이 부족한 정책적인 개방에
서 예측 가능한 법률체계 하의 개방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런
외자이용의 현황과 시장개방의 새로운 추세가 통일된 외국인투자법
으로써 국가의 외국인투자정책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외국인투자법제는 현행 삼자기업법 중심의 양궤제모델보
다 국가의 투자정책을 훨씬 더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본다.

312) 張慶麟, 『國際投資法問題專論』, 武漢大學出版社, 2007, 222면.
313)중국경제사이트:http://finance.ce.cn/rolling/201101/18/t20110118_16537073
.shtml 2013.1.2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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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 글에서 말한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진입단계에서 투자유치국
(Host Country)이 외국인투자(자)를 규제하는 진입권(Right of
Admission)과 설립권(Right of Establishment)을 포함하는 법률제
도의 총칭이다.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투자유치국이 본국영역 내에
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경제주권의 주요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허가제도에 외국인투자분야,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
조건(이행요건), 외국인투자진입심사 등의 내용이 있다. 외국인투자
분야,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조건은 외국인투자허가제도의 실
체적인 규범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진입심사는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의 절차적인 규범에 해당한다.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는 삼자기
업법으로 분립되는 양궤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0년
대부터 지금까지 삼자기업법과 그 하위법규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조건(이행요건)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분야를 꾸준히 확
대해 왔으며 외국인투자의 금지업종, 제한업종과 투자비율의 설정업
종을 축소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하여는 다양한 법적 쟁
점들과 개선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위에서 필자는 심사기관의 설치
와 권한에 관한 문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
허가제도의 관계,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한 감독문제 및 외국인투자
법제 개편에 관한 논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필자의 주장을 밝혔다.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가장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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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는 다원화된 법규와 다원적인 심사기관의 관여로 인한 복잡
성과 통일성의 결여, 또한 그로 인한 투명성의 결여이다. 이는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률이 다원적으로 발전하여 온 필연적인 결과
이다. 삼자기업법으로 분립되는 내외자양궤제모델의 현행 외국인투
자법제는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공헌하였다는 역사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이 계획경제시대에서 시장경제시대로
진입하고 WTO에 가입하고 나서, 중국이 세계적인 자본수출과 수입
강국이 된 현재, 그 존폐문제가 학계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삼자기업법에 있는 중복 또는 상치 규정에 대한 비
교분석을 통해서 외국인투자법의 차원에서나 기업조직법의 차원에
서나 3개의 입법으로 분립된 외국인투자기업법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통일외국인투자법전제
로 개편하자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허
가, 외국인투자관리기관, 외국인투자의 대우, 외국인투자보호, 투자
분쟁 등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이슈들은 통일외국
인투자법으로 규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종료 및 경
영활동 등이 포함된 조직차원의 이슈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
태에 따라 중국의 회사법(公司法), 합작기업법(合夥企業法), 독자기
업법(獨資企業法)을 적용한다. 그리고 租稅, 외환관리, 상품의 수출·
수입, 재무, 노동관계 등 다양한 이슈들은 관련된 국내특별법으로
규제한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개도국이 채택
하고 있는 입법모델이며, 중국의 현재 상황에 가장 걸맞은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현행 외국인투자
법규의 양을 대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의 투명성
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통일외국인투자법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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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은 중국외국인투자법제 개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
국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재조정 외에 중국의 외국인투자허가제도 상
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본문에서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았다.
법제 심사기관의 설치와 권한에 관한 문제로서 외국인투자기업설
립허가와 M&A독점여부에 대한 심사기관인 상무부에 명확한 법적
위임이 없다는 문제, 상무부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심사권쟁탈 문
제 및 심사권의 하급위임으로 인한 심사권남용 문제 등이 있다. 이
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자는 상무부의 심사기관 지위
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법규에 있는 대외무역
경제합작부란 용어를 상무부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심사절차와
심사기구를 간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기관을 설치하자는 주
장에 반대하며 실무와 상치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절차에서는 외
국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심사권의 하급위임으로 인한 심사권남용문제에 관하여 필자
는 지방정부 외자유치의 자발적 능동성과 심사권남용 사이에서 균
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지방 심사권을 중앙부문으로 회수하지 않
고, 市級상무부문과 縣級정부의 심사권을 省級상무부문으로 회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효력을 긍정하고 외부
적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계약서에
대하여는 외부적인 효력을 긍정하고 내부적인 효력은 당연히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계약서와 기업정관의 효력순위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의 의
사자치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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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르고,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계약의 효
력이 기업정관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입
법자들이 기업계약서 효력우선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와 외국인M&A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허가제도의 관계를 보면,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전제조건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절차는 모든 외국인M&A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됨에 반해 외국인M&A투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는 일정한 조
건을 충족하는 외국인M&A투자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외국
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제도는 多元심사허가제도이고 외국인M&A투
자 독점여부에 대한 심사제도는 一元심사제도이다.
중국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감독방법(행
정감독･사법감독･사회감독)이 외국인투자허가권에 대하여 제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와 심사권 남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절차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들의 행정허가절차 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면을 고려
해 중국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제도(聽證制度)를 외
국인투자허가절차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사
결과의 공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감독도 청문절
차에서 제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투자분야에서 중국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즉 외
국인투자의 최대 수혜국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점차 중국투자자들
의 해외투자가 급증하여 국제사회에서 외국인투자자로서 활동하는
것에 비례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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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국인투자자에게 level playing field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국
의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유화하여,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
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에서 자유스러운 투자기회를 누리면서, 국내에서의 외국
인투자는 여전히 낡은 틀로써 복잡하게 규제하고 행정부 관리의 재
량에 따라서 규제하는 것은 중국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국제적으로 점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에 대한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경제성장유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 및 투자환
경 개선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를 충
족시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열정을
떨어뜨릴 것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전략의 전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재단계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제를 한 단
계 발전된 제도-통일외국인투자법전제-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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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업종명

업종내역

업종명

A.농업·임업·목축 1. 농작물 신품종
업·어업
육종

2. 회소나무 원목 타. 교통운수 설비
가공
제조업
3. 면화(생면) 가공

B. 광업

파. 통신설비, 컴
퓨터 및 기타 전
자설비제조업

1. 특별하거나 희 D. 전력, 석탄가스
소한 석탄 탐사 또 및 물의 생산 공
는 채굴
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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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내역

2. 320마력 이하
불도저, 30톤급 이
하 액체압력 굴착
기, 6톤급 이하
Wheeled 방식 적
재기, 220마력 이
하 그레이더、로
드롤러 、 포크리프
트、135톤급 이하
비도로
덤프트
럭 、 평면프레이즈
기계설비 、 정원에
서 사용기계와 기
구 、 상품콘크리트
기계(펌프, 믹서차,
믹서식 펌프차) 제
조
1. 일반선박(분단
식의 선박 포함)수
리, 설계와 제조
1. 위성 TV방송
지면접수시설 및
핵심 부품 생산
1. 小전력망 내에
서 단기출력 30만
kw 이하 석탄응축
화력발전소, 단기
출력 10만kw 이하
석탄응축 및 추출

2. 중정석 탐사, 채
굴
3. 귀금속(금, 은,
백금류) 탐사, 채굴
4. 금강석 등 귀금
속 및 내화점토(耐
火粘土), 규회석(硅 E. 교통운수, 창고
灰石), 흑연 등 비 보관 및 郵政업
금속광석의 탐사와
채굴
5. 인광(燐鑛), 리
튬과 (유황)철광석
의 채굴 또는 선
광; 함수호 간수
추출
6. 보론 마그네시
아 및 보론마그네
시
아
(BORON-MAGNE
SIA) 철광 채굴
7. 천청석(天靑石,
Celestite) 채굴
8. 바다망간(Mn)결
핵, 바
채

닷모래 취

C. 제조업
가. 농부식품 가 1.

콩,

씨

유채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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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이용 기계세
트의 종합적 화력
발전소 건설과 경
영
2. 송전망의 건설
과 경영
3. 인구가 50만 이
상인 도시의 도시
가스,
열에너지,
공·배수시설의 건
설과 경영

1. 철로 화물 운송
회사

2. 철로 여객 운송
회사

3. 도로 여객 운송
회사
4. 국경출입 자동
차 운송회사
5. 수상 운송회사

촬

山
通用항

6. 영, 鑛 탐사,
공업 등
공
회사

:

7. 정보통신 회사

油脂

유지(
) 가공,
수수재가공

옥

공업

료

2. 생물액체연 (연
에
, 생
물
유) 생산

료 틸알코올
디젤
나.

모바일서비스 등
컨텐츠 관련 정보
통신 업무, 정보통
신 기본업무

F. 도매 및 소매업

주 명 브랜
주

음료제조업

1. 황 , 저
드 백 생산

잎
ga

다. 담배제품업

라. 인쇄업과 복
사업

담배, 자동차, 원
유, 농약, 비 하
스, 화 비 의
도 , 소 , 배송
3.
형 농산물도
시 의 건설과
경영
4.
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닐
우
학 료
매 매
대
매 장
음향

r
ry

1. 담배(Th eshin
nd Red in)
가공업

판

쇄
1. 1000만 톤/년
1. 출 물 인

이하 성유정제,
150만 톤
이하
마. 석유가공,
(
)분류(
크스생산 및 핵연
), 100만 톤
가공업
이하 연속 재정비,
150만 톤
이하
수소화 분해생산

/년
코 촉매 觸媒 分
溜
/년

료

대

5. 선박 리, 외국
기선

/년

학 료

바. 화 원 와
화 제품 제조업

학

직판, 우편구매,
넷 판매
2. 식량, 면화, 식
물유, 설탕, 약품,
1.
인터

1. 소다, 가성소다
(수산화나트 )및
일정 규 이하 또
는
기 로
황산, 산, 탄산
(수산화
)생
산
2. 광재 생산
G. 금 업

륨

모
낙후된 술
질
칼
륨
칼륨
감

료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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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6. 정제유 도 및
유소의 건설과
경영

주

행 융 대

1. 은 , 금 임

회사,
재무회사,
신 투자회사, 화
중개 리회사

탁

3.

벤지딘 생산

폐

2. 보 회사

학

4. 제독용이 화
제품 생산 (에 드
, 유사에 드 ,
에 고 드 , 에
고타 , 리세
가이드)
5.
레 ( e n)또
는 레 화 제품
6. 부타
고무
(
t diene
e ),
유액(
)중합, 열가소성
에 이 스 바 이
(SB R) 생산
7. 아세
리
화 비 및 일정
한 규 이하의 에
또는 가공제
품생산
8.
기법으
로 하거나, 유해물
이 있거나,
은
일정한 규 이하의
또는 도 생
산

페
린
페 린
르 메 린
르 민
르
플 온 fr o
플 온 학
디엔
bu a
rubb r
乳
液
르
_
틸렌 폴
염 닐
모
H. 부동산업
틸렌
낙후된
질

염료

모

환

4. 외
회사

1. 토지 개발

장

니

장

3. 부동산 2급시
교
및 부동산
중개 리회사

역

10. 자원이용이 크 I.임 와 비즈 스
거나,
경
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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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빌
오피

2. 고급 호 ,
, 고급
스,
국제전시 의 건
설과 경영

라

대

대

중개 리

5. 선물 회사

료

환 오염

증권회사

3.

혹

9. 보론마그네시아
철광석의 가공

험

대

대
1. 법률 자문

사. 의약제조업

낙후된
술
염
클
틴
페니실린 린코
켄
히
렙
미
카 염 테 라
싸 클린 테라
틸
데카
코
심하거나,
기 로 무기 류생
산
1. 로로마이세 ,
-G,
마이신,
타마이
신, 다 이드로스
트 마이신, 아
신,
산 도
이
,
마
이신, 아세 나선
마이신, 마이
마이신, 로이 마
이신, 에리트로마
이신, 시 로 로
사신,
로
사신, 로 호
사신 생산
2. 아
, 파 세
타 , 비타
B1,
B2, C, E 등 다
한 비타 제제와
보 제의 생산

장

2. 시 조사

푸 후
키
놀후 키
메 루키
날긴 라
몰
민
양
민
칼슘 충
3. 국가 예방접종 J. 과학연구, 기술
계획에 속한 면역 서비스와 지질탐
백신생산
사업
4. 마취약품 및 부

분적 정신약품 원
약 생산(
5.
액제품의 생
산
유 제 1. 보통
사용
하는 화 방사
2. 비즈 즈 레이

료

학섬

아. 화
조업

혈

칩을
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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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조사와 등
급평정 서비스 회
사

1.

측량회사
검
증

2. 수출입 상품
사 및
정, 인
회사

감

3.

촬영서비스

1. 일반 고등학교
K. 교육
(高中)교육기구
L.문화, 체육과 오 1. 방송, TV프로

색

자. 유 금속 제
및 압연가공업

련

온 생산
락업
1. 텅스텐(W), 몰
리브덴(Mo), 주석
(Sn,
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Sb,
산화안티몬과 유황
안티몬 포함) 등
희유금속 제련
2. 전해알루미늄,

동, 연, 아연 등 유
금속 제
3.
그희토금속의
제 과 분리
1.
종 보통급
( O) 어 및 부
차. 통용설비 제 품 소재(스
,
조업
inten n e
e), 반제품제
조

색
련
텅
련
각
P 베 링
틸 볼
ma
a c
fram

램

그 제작과 영화
제작 프로 트

2. 영화관의 건설
과 경영

대 테

3.
형
마공원
의 건설과 경영

대

4. 공연중개 리기
구

5)

M. 중국이 외국과
2.
400톤
이하
체결 또는 가입한
Wheeled 방식,
국제조약이 제한
터 터
착용 기
하는 기타 산업
중기(크레인)) 제조

필 장

카.

조업

전용설비 제

캐

폴리에스
테르 長섬유, 短섬
1. 일반

유 설비 제조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12.24.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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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

오락업소 경영

부록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

업종명

업종내역

진

업종명

1. 희귀하고
귀
한
품종의 개
발,
식(
)과
A. 농업·임업·목 재배 및 관
재 E. 교통운수, 창고
축업·어업
의
생산(종식 및
통신업
(
)업, 목축업,
수산업의
유
전자 포함)
2. 유전자
형
식물종자, 가축과
식, 수산
종자 동식물의 개
발과 생산
3. 중국의 관
해 지 및 내
. 임
및 비즈
수 의 수산물
스 서비스업

우량
양 养殖
련

료
種植

우편

항

1.
공 교통 관
제회사

우량
변

짐승 양

B. 광업

업종내역

할
양 역
륙 F 대
역
획 니
득
1. 텅스텐(W), 몰
리브덴(Mo), 주석 G. 과학연구, 기
(Sn)), 안티몬(Sb) 술서비스,
지질
형석(螢石)의 탐 탐사업
사와 채굴

2. 郵政회사

1. 사회조사

줄기세포,
진단 및
료 술 개발,

1. 인체
유전자
의 기
응용

측량, 해
양 측량, 항공촬
영 측량, 행정지
역 경계선 측량,
2. 토지

2. 희토금속의 탐
사, 채굴과 선광
( 鑛)

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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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작 중 지형
그
및 도
제
작, 일반 지도제

림

표

항

放射

3. 방사(
)성
관산의 탐사,
채굴과
선광( 鑛)

H. 수리, 환경, 공
공설비 관리업

選

역

나. 의약제조업

녹

1. [ 생약재자원
보호조 ]와 [중
국 희귀하거나
위기의 동식물
목록]에
열거
중약재 가공
2. 전통
용 한
약재 제조기 의
응용 및 제조방법
기 인 한약제품
의 제조

절 J. 문화,
오락업
된

멸

술

밀

다. 유 금속 제 1. 방사성 광산의
및 압연가공업 제 과 가공

조업

찰 치

각 역

음

라. 전문

초

1. 중국 전통공업
의
차 및 특수
I. 교육
차 가공(
지
특산차, 흑차 등)

야
례

련

요습

야

음료 가공업

색

1. 자연보호구, 국
가급 중
지의
건설, 경영
2. 국가보호지
의 원산지인 중국
생 동식물, 자
원 개발
1) 기 교육(의무
교육) 기구, 사,
경 , 정 및
교육기관 등 특수
영 의 교육기관

C. 제조업

가.

항

작 중 공 및
해 유도형 전자지
도제작

련

설비제 1. 무기, 탄약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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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

역

체육 및

문

1. 신 사

문

2. 도서, 신 , 정
기 간 물의 출
,
발 과
수입

판

행
총괄 행

음향
판
판
총괄 행
각
라디오
워
대

3.
제품과 전
자출 물의 출 ,
제작,
발 과
수입
4.
급 방송국,
TV사,
TV
전송 네트 크(발
사 , 중계소, 방

워

송.TV네트 크
및 송신국 등 포
함

안

1. 개구식(산성
개
접 배출하
는 방식) 인산전
지, 수은
마. 전기기계 및
( tt n)식 산화은
기자재 제조업
전지,
ASTE식
아연-망간전지,
드 전지
제조

를직

bu o

버튼

5. 방송, TV 프로
그
제작 및 운
영 회사

램

P

카 륨 니켈

6. 영화 제작회사,
발 회사, 영화관
회사
7. 스
이지,
인터 방송 서비
스, 인터
서비
스 영업 소, 인
터
화 운영
(
제외)
8.
프 과 별
의 건설 또는 경
영
9. 도박업(경마
포함)
10.
업
종

각

행
뉴 홈페
넷
넷
장
넷 문
음악
골 장 장

바. 공업품 및 기
1. 상아 조
타 제조업

랑 뼈 가공

2. 호 이

탈 脫胎) 칠

3.
태(
기 생산

랑

장

4. 법 제품 생산

먹

퇴폐 향락

5. 화선지 및
제조
6.
또는 기형,
연 이
유발
1.
사시설의
하는 제품과 내구
. 기타 분
전과 사용에 해
성 유기
물 제
는 산업
품생산
D. 전력, 석탄가 1. 소규
송전망 . 중국이 외국과
스 및 물의 생산 이외 단기 용
체결 또는 가입한

암
돌 변 를

오염
모

K

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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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군

끼치

안
를

30만천와트 이하
석탄응축 화력발
전소, 단기 용
국제조약이 제한
과 공급업
10만천와트 이하
하는 기타 산업
석탄응축 및 추출
용 발전소 건
설, 운영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12.24.개정)을 참조

량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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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투자분야

업종명

업종내역

외국인투
농업
임업
자
분
한약재 재배,
목축업 어업

야

장려

광업

투자비율

養殖

층

갱

석탄 가스 탐사 및 개발,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 이용
석유천연가스의 리스크 탐사
및 발굴

합자, 합작에 제
한

합자,
한
합자,
한
합자,
저 투 유전 개발
한
원유 채 율 제고 신기 의 합자,
개발 및 응용
한
정 등 석유 탐사와 발
굴 위한 신기 개발 및 응 합자,
용
한

침

취

油井측
을

술

술

합작에 제
합작에 제
합작에 제
합작에 제

합작에 제

오일셰일(oil shale), 오일샌드
(oil sand), 일반중유 및 고급

합자, 합작에 제
중유 등 석유자원 탐사 및 발
한
굴

혈암가스,
제조업

심해저의 가스 등 합자, 합작에
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
한
합자, 합작에
로 즈 아세 이트 가공
한
400톤 이상 바 식, 도식 크 합자, 합작에
레인(기중기) 제조
한
합자, 합작에
형 탄화공정
트 제조
한
자동차전자네트 크 기
합자에 제한
전동조력전 시스
전자통제
합자에 제한
기(

셀룰 오
대

테
퀴 괘

플랜
워 술
향 템
電子助力轉向系統電子控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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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器)
삽입식 전자 합성시스템
에너지동력전지(에너지밀 도≥
110Wh/kg, 순환수명≥2000회)
오토바이 전공(電控)연유분사
기술
궤도교통운수설비

합자, 합작에 제
한
외국인투자비율≤
50%
합자, 합작에 제
한
합자, 합작에 제
한
간선, 지선비 기
중국 의
용 비 기 설계, 제조 및 수
적
, 통
리
용비 기 합자,
합작에 제한
3톤급이상 시(중
국 의
적
용 기 설계 및 제조
), 3톤급 이하
합자,
합작에
제한
중국 의
적
지면, 수면 과 비 기제조

측
주주권）
행 （
）
측 절대 주
민 헬
주권
（
）
측 절대
효 행
주주권
무인비행기,
부공기(浮空器) 중국측의 절대적
설계 및 제조
주주권
항공엔진 및 부품, 항공보조엔 합자, 합작에 제
진시스템설계, 제조 및 수리 한
민용 항공기재설비 설계 및 합자, 합작에 제
제조
한
호화유람선 및 심해(3000미터 합자, 합작에 제
이상)해양공정장비의 설계
한
중국측의 절대적
해양공정설비의 제조 및 수리
주주권
선박 저, 중속 디젤기 및 그의 합자, 합작에 제
부품의 설계
한
선박 저, 중속 디젤기 및 기계 중국측의 절대적
크랭크축의 제조
주주권
선박 선실기계의 설계 및 제 중국측의 상대적
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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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절대

주주권

조
100만 로와트
임계 화력 합자,
발전소용 핵심설비제조
한
합자,
출력 전설비
한
350MW이상
형 수에너지 합자,
저 세트제조
한
중국
용 위성 설계 및 제조

킬

초초

변

대 양

장

합작에 제
합작에 제
합작에 제

측의 절대적
민
주주권
중국측의 절대적
민용 위성 탑재제조
주주권
합자, 합작에 제
공중교통단속시스템설비제조
한

전력, 석탄가
스 및 물의
핵발전소 건설과 경영
생산과 공급
업
교통운수, 창
고 및 통신 철도 간선망의 건설과 경영
업
지선 철도, 지방철도 및 교 ,
터 , 리 시설 건설과 경영
고속철도, 철로 여객운송 전용
선, 도시철도 기 시설 종합보
수

주

량

널페

초

민간 비행장의 건설과 경영
항공운수회사
농업.임업.어업 범용 항공회사

대

절대적

측
주주권

절대적

중국 의

합자, 합작에 제
한

측 절대적
주주권
중국측의 상대적
주주권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
중국 의

합자, 합작에 제
한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운송 중국 의
적
업무

임 와 비즈
스 서비스 회계와 회계 사
업

니

측
주주권

중국 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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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주주권

절대

명 合夥)

합작, 합 (
에 제한

水利

주요

측
주주권
측
주주권

절대적

수리(
),
종합수리
시설의 건설과 중국 의
경과 공공
경영
시설 관리업
도시 지하철 및 전철 등 선로 중국 의
의 건설과 경영
합자, 합작에
교육
고등 교육기구
한
화, 체육과
중국 의
공연 소 운영
업

환

문
오락

장

택

절대적

측 절대적
주주권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

외국인투
농업
임업 농작물 신품종 선
및 종자
자의 제한
목축업 어업 개발과 생산
분
귀한 나무종자(
)와 원목 합자, 합작에
가공
한
특종 희소 결 한 석탄의 탐 중국 의
광업
사, 채
합자, 합작에
중정석 탐사, 채
한
바다망간(Mn)결핵, 바
중국 의
채
, 유채 ,
, 면화 , 해
중국 의
제조업
바 기 , 차 , 종 열
등
식용유의 가공
생물액체연 (연 에
, 중국 의
생물
유) 생산
중국 의
황 , 유
드 백 생산

야

진

樹種

취

핍

취

닷모래
취
콩 씨 땅콩 씨
라 씨 씨 려 매
료 료 틸알코올
디젤
주 명 브랜 주
출판물 인쇄
마취약품 및 부분적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
텅그희토금속의 제련과 분리
400톤 이하 Wheeled 방식, 캐
터필터 장착용 기중기(크레
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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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측
주주권

절대적

측
주주권
측
주주권
측
주주권
측
주주권
중국측의
주주권
중국측의
주주권

절대적

제

절대적
절대적
절대적
절대적
절대적

합자, 합작에 제
한
합자, 합작에 제
한

전력, 석탄가
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교통운수, 창
고보관
및
郵政업

측 절대적
주주권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중국측의 절대적
공급업
주주권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의
중국측의 절대적
도시가스, 열에너지, 공·배수
주주권
시설의 건설과 경영
중국측의 절대적
철로 여객 운송회사
주주권
중국측의 절대적
수상 운송회사
주주권
촬영, 鑛山탐사, 공업 등 通用 중국측의 절대적
항공회사
주주권
모바일서비스 등
컨텐츠 관련 정보
일반선박(분단식의 선박 포함) 중국 의
수리, 설계와 제조

통신 업무(외자비
정보통신 회사
율 50%
과
함), 정보통신 기
본 업 무 (외 자 비 율
49% 과 함)
30개 지점 이상
설 , 다 한 공
식 , 면화, 식물유, 설 , 약
급 트로 다 한
도
및 소 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약,
드상품
업
비 하 스, 화 비 의 도 ,
하는 체인점의
소 , 배송
경 , 중국
적
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합작에 제한
중국 의
적
선박 리

초 못

매

매

초 못
립 양
탕
루
양
을 판
학 료 매 브랜
매
우
측 절
대 주주권
측 절대
주주권

량

닐 우
매

음향

대

외국기선

매 및 주유소

정제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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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 합작에 제
한
동일 외국투자자

의 30개 이상 지
점 설 ,
출이
은 공급상의 상
이한 종류와
드의 정제유 유
소 체인점, 중국
의
적

립 매

많

융

금 업

험

보 회사

증권회사
권투자기금관리 회사
선물 회사
부동산업

대

토지 개발

임 와 비즈
스 서비스 시 조사
업
과 연구, 기
서비스와
회사
지 탐사업

니
술

학
질

장

측량

촬영서비스

- 133 -

브랜
주

측 절대 주주
권
생명보험회사 외
자비율 50% 초과
못함
A주식 위탁판매,
B주식과 H주식
및 정부와 회사채
의 위
와
교
등에 국한,
외자비율 1 3
과 함
외자비율 49%
과 함
중국 의
적

권

역

못
못
측
주주권

탁판매

/ 초
초
절대

합자, 합작에 제
한
합자, 합작에 제
한

측 절대적
주주권
공중촬영 등 특수
기술 촬영서비스
포함,
항공측량
촬영 포함하지 않
음, 합자에 제한
중국 의

학 高中
램
젝

교육
일반 고등 교(
)교육기구 합작에 제한
화, 체육과 방송TV프로그 제작과 영화
합작에 제한
업
제작 프로 트
중국 의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

문
오락

대

공연중개 리회사

오락장소 경영

측 절대적
주주권
중국측의 절대적
주주권

합자, 합작에 제
한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12.24.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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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절차도314)

젝

대

프로 트건의서에 한 심사
(발전과 개 위원회)

혁

대

가능성연구보고에 한 심사
(발전과 개 위원회)

혁

명칭에 대한 예비심사
(工商행정관리국)

기업

환경영향평가심사
(환경보호국)

대
현

률

기업계약서, 정관에 한 심사
( 외무 경제합작부 상무부)

대

역

법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심사

번
질 술감

기업 호신청
(품 기
독국)

증

외국인투자기업허자 서
( 외무 경제합작부)

대

역
영업허가증원(사)본
(工商행정관리국)
기업번호증서, IC카드
(품질기술감독국)

세관등기
(세관)

세무등기
(
국,
국)

國稅 地稅

환
환

외 등기
(외 관리국)

314) 周波·狄繯·陳鳴, 전게서,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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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등기
( 政국)

財

험

사회보 등기
( 동국)

노

부록5
2011년 기업유형별 외자이용 통계표315)

외자이용방식

합계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인투자
식회사
기타

주

외국인신규투자
(프로 트 수)

젝

년대비%

실제로 이용한 외국인투자
(억 달러)
전 년 대
2011
2010

2011

2010

전

27712
5005
284
22388

27406
4970
300
22085

1.12
0.7
-5.33
1.37

1160.11
214.15
17.57
912.05

1057.35
224.98
16.16
809.75

비%
9.72
-4.81
8.69
12.63

35

51

-31.37

16.34

6.46

152.83

0

0

0

0

0

0

2012년 기업유형별 외자이용 통계표316)

외자이용방식

합계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인투자
식회사
기타

주

외국인신규투자
(프로 트 수)

젝

년대비%

실제로 이용한 외국인투자
(억 달러)
전 년 대
2012
2011

2012

2011

전

24925
4355
166
20352

27712
5005
284
22388

-10.06
-12.99
-41.55
-9.09

1117.16
217.06
23.08
861.32

1160.11
214.15
17.57
912.05

비%
-3.7
1.36
31.37
-5.56

52

35

48.57

15.7

16.34

-3.9

0

0

0

0

0

0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외국인투자수치는 이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315) 중국상무부정보사이트:
http://www.fdi.gov.cn/pub/FDI/wztj/wstztj/lywztj/t20120119_140560.htm
2013.1.27. 최종방문.
316) 중국상무부정보사이트:
http://www.fdi.gov.cn/pub/FDI/wztj/wstztj/lywztj/t20130117_148578.htm
2013.1.2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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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in China
-Focus on Admission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Jin Shi Sheng
Dep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ly,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mainly host countries
of

foreign

investment

try

to

keep

up

with

the

pace

of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hey take part in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ctively for improving
quality and quantity of their countries' foreign investment by
making amendments of their 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For instance, they offer preferential measures which include a
series of encouragement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such
as

reducing

the

limit

of

admission

regulation

for

foreign

investment and giving foreign investment national treatment.
China

also

revises

it's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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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continually. First of all, in order to be a member of
WTO, China revised "Wholly Owned Foreign Enterprise Law"
and "Cooperative Joint Venture Enterprise Law" in 2000, and
revised "Equity Joint Venture Enterprise Law" in 2001. The
partial

amendment

of

"Three

Kinds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Law"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broga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 and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then laws on foreign investment scope and proportion were
enacted in 1995, namely, "Guiding the Direction of Foreign
Investment

Tentative

Provisions"

and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After that, aiming
for meeting the requirement of WTO, "Guiding the Direction of
Foreign

Investment

Tentative

Provisions"

was

replaced

by

"Guiding the Direction of Foreign Investment Provisions" in
2002, and "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was also amended four times(1997, 2004, 2007, and
2011). By making these amendments, on one hand, China
lowered the limit of foreign investment's scope and proportion.
On

the

other

hand,

China

extended

encouragement

and

permission for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
Readers will find that in the beginning, this study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China's admission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it's
then

it

discusses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And

investment

scope,

investment

proportion,

performance requirement and admission regulation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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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After

that,

writer's

own

viewpoints are expressed after the analysis of several issues
concerning

China's

admission

legal

system.

Finally,

making

China's admission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more
predictable is the goa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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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w,

Thre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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