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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과정에서 문제되

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소

개하고자 하였다. 논문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현

행 법률과 정책에 근거하여 주로 중국법상의 외자M&A 개념, 주체, 모델 

등에 대하여 법리적,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체제와 법률제도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개론 부분에서 우선 중국 외자M&A 법률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법률프레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갖는 법률제도의 특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외자M&A의 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

본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M&A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

(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지만 중국에서의 외자M&A에 대

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에서는 ‘倂

購(M&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오로지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합

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당사자가 포함된다. 

즉 ‘외국투자자(外國投資者)’와 중국 ‘역내기업(境內企業)’이 있다. 외국투

자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국법은 아직 통일적인 명확한 규

정이 없다. 과거의 단일기준(설립등기지기준)은 현재의 설립등기지기준과 

자본지배기준을 모두 판단하는 복합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M&A모델에 따라서 M&A계약의 역내기업 당사자도 다르다. 통상적으로 

자산형 외자M&A에서 M&A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 자체

이어야 하고, 지분형 외자M&A에서 지분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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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역내기업의 주주이어야 하여, 증자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 법인자체이어야 함을 연구하였다. 

외자M&A의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

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은 ‘지분형 외자M&A 모델’과 ‘자산형 

외자M&A 모델’만을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증자에 대해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

에 대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에 있어 “외

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과 “외국

투자자가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여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에 대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주요어: 중국역내기업, 외자M&A, 외국투자자, 인수합병, 흡수합병, 지분

인수, 자산인수 

학번: 2010-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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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월 29일에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

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Global Investment Trend 

Monitor」에 따르면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규모는 1,196

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외국자본의 유입금액이 최초로 미국을 초과하

여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다 유치국이 되었다.1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중국에 실제로 투자한 상위 10위권 내의 국가 및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 금액은 1125.9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의 94.2%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다. 그 중 한국

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의 증가폭이 가장 빨랐으며, 2014년 한국의 중국

에 대한 실제 투자금액은 39.7억 달러에 달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29.8%

가 증가되었다.2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제

도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글로벌 공장’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탈바꿈하

고 있다. 전 세계 5분의 1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세계경제

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거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시장으로의 진출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현지 기업을 M&

A하는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은 기타 방식들이 대신할 수

 없는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예컨대 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신속히

                                                      
1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s/latest.aspx? 

2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l/201501/2015010087441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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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가 있다.  

M&A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법

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바 중국과 같은 경우, 현지 법률제

도가 미비하고 정부 정책이 불투명하여 다국적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을

 M&A함에 있어서 일련의 법률적 리스크와 정책적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외자M&A와 관련된 중국 법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발생되

는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구성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중국 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외자M&A의 

법적 원리와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였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였으며 연구

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제2장 개론 부분에서는 중국 외자M&A의 실무와 입법 발전 과정의 세 

가지 단계를 전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중국 외자M&A의 법률구조

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다. 또한 M&A 관련 각종 법률 규정 사이

의 조화와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 개념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본

개념을 논의하였고, M&A에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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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

정」에서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M&A(併購) 개념은 부족한 점이 있음

을 지적하였다. 즉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관한 내용

이 없다. 

제4장 주체에 대한 연구 부분, 제1절에서는 주로 외국투자자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논의하였으며, 민법학, 상법학의 이론 및 실제사례를 결합하

고 연구한바, 중국에서는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과 자본지배(資本

控制)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자는 결론

을 얻었다. 제2절에서는 주로 M&A형식에 따라서 피인수주체의 자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지분M&A 및 자산M&A 과정에서 중국 역내기업의 

주체자격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중국 현행 법률규정 중에는 외자M&A의 

주체자격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혼잡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5장 모델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는 수평적M&A•수직적M&A와 혼합

M&A, 현금인수•주식인수와 차입인수, 우호적 인수와 적대적 인수 등 다

양한 M&A유형을 구분하고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법상 외자M&A에 대

해서 구분되는 ‘지분형 M&A모델’와 ‘자산형 M&A모델’의 법규정과 구

체적인 적용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부분에서는 중국 외자M&A의 법률제도에는 결함이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에 다양

한 문제점과 리스크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제3절 中-한 법률용어 대조표 

1. 중국 기업의 조직형식(組織形式)3 

                                                      
3 北京大學法制信息中心, 北大法寶网站 http://www.lawinfochina.com 참조. 

중국 법상의 기업(企業) 조직형식 (중 한 영 대조표) 

全民所有制企業 (國有企業),<中華人民共和國 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全局人民代表大會1988 

전민소유제기업 (국유기업),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1988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Industrial Enterprises Owned by the Whole People>, Natio

nal People's Congress 1988 

集體所有制企業 (集體企業),<中華人民共和國 城鎮集體所有制企業條例> 國務院1991 

집체소유제기업 (집체기업),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집단소유제기업조례> 국무원1991 

<Provisional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Collectively-Owned Enterprises in Cities

 and Towns> State Council 1991 

<公司法> 

公司制企业 

 

<회사법> 

회사제기업 

 

<Company Law> 

Company enterpri

se system  

有限責任公司(有限公司),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3 

유한책임공사 (유한회사 유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3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

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3 

股份有限公司(股份公司),<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3 

주식유한공사 (주식회사 유사),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3 

Joint Stock Limited Company,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

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3 

合夥企業, <中華人民共和國 合夥企業法>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7 

합동기업, <중화인민공화국 합동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7 

<Partnership Enterpris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7 

個人獨資企業, <中华人民共和国 个人独资企业法>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9 

개인독자기업,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9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ndividual Proprietorship Enterprises>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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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商投资企业 

 

외상(국)투자기업 

 

Foreign-invested 

enterprises 

中外合資經營企業 (合營企業), <中外合资经营企业法> 全域人民代表大會 1980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1980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hinese-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National People's Congress 1980 

外商獨資企業（外資企業）, <外资企业法>, 全國人民代表大會 1986 

외상독자기업（외자기업）, <외자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1986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funded Enterprises> National 

People's Congress 1986 

中外合作經營企業(合作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法>, 全國人民代表大會 1988 

중외합작경영기업 (합작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1988 

<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ino-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 > 

National People's Congress 1988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干问题的暂行规定

>, 商務部 1995 

외상(국)투자주식유한회사, <외상(국)투자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약간문

제의 심시규정>, 상무부 1995 

<Provisional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Foreign-Funded Joint Stock 

Companies Limited>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外商投資投資性公司, <关于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规定> 商務部 2003. 

외상(국)투자투자성공사, <외상(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의 규정> 상무부2003. 

< Provisions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n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Companies by Foreign Investors>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外商投資合夥企業,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國

務院 2009 

외상(국)투자 합동기업, <외국기업 또는 개인 중국 역내에서 합동기업을 관

리방법>, 국무원 2009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Enterprises within 

China by Foreign Enterprises or Individuals> State Counc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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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법률등급 

등급 제정처 명 칭 

1등급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법률(法律) 

2등급 국무원 행정법규(行政法規) 

3등급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각 부문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성급 인민대표대회 

행정규장(行政規章) 

－국무원 각 부문 

 

 

 

3. 인수합병 및 M&A 관계표4  

기업합병 

(企業合倂) 

신설합병(consolidations)   

— 新設合併 

흡수합병(mergers)（兼併） 

— 吸收合併 

 (Mergers and Acquisition)  

M&A（併購） 기업인수 

(企業收購)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 股權收購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 資產收購 
 

 

                                                      
4 刘丽芳, 「外资并购规制研究」, 经济管理出版社, 2011년 12월 제1판, 4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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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외자M&A의 법제개론 

 

글로벌 경제화의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투자는 수량과 금

액 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

로도 끊임없는 새롭고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국

제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범

세계적인 차원에서 M&A는 국제적 투자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에 따

르면 국제적 M&A는 이미 국제적인 직접투자를 실현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으로 되었다.5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외자로 중국 역내기업을 인

수합병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적극적으로 외자M&A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외자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식과 외자M&A에 관한 

법령을 제때에 시행하는 것은 외자를 유치하여 중국 경제의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외자M&A

에 관한 법제 연구는 국제적 투자의 새로운 형태 연구와 중국의 외국 자

본 유치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6 

 

제1절 중국 외자M&A의 실무와 입법 

외자M&A법의 내용은 사법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성질도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외자M&A의 실무와 입법은 일종의 정부가 주

                                                      
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s>, 1991-2014. 

6 商務部, 「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 2015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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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7 1990년대 초부터 현

재까지 중국 외자M&A 법제의 실무와 입법 연혁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탐색단계, 발전단계, 프레임의 초기 출현단계의 세 개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자M&A는 시장을 개방하고 닫고, 다시 

개방함에 따라 나선형의 점진적 상승의 추세를 나타냈다. 

 

1. 외자M&A의 탐색단계 

20세기 90년대 초부터 외국투자자들은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

와 국유기업개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 권익을 M&A에 탐색하

기 시작하였다. 

1.1. 신규투자 형태로 진행된 M&A 

외국투자자가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를 진행하는 목적은 보통 

새로운 기업을 건설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다. 실무의 발전

에 따라 일부 외국투자자들은 특정된 목표자산 혹은 권익을 인수하기 위

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8과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

經營企業)9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 중의 원래 중국 측에 속하여 

                                                      
7 找法网, <外资并购的法律本质>, 2014년 07월 16일, 참조. 

http://china.findlaw.cn/gongsifalv/jianbingshougou/waizibinggou/1121406.html 

8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의 약칭은 “합영기업(合營企業)”이고 「중

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

작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와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

인(이하 외국합영자라 함)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역내에서 중국의 회사와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

라 함)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 

9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의 약칭은 “합작기업(合作企業)”이고 「중

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2조에: 중외합작자들이 합작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혹은 합작조

건, 수익 혹은 제품의 분배, 위험성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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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목표재산 또는 권익을 얻다. 이는 크게 두 유형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의 설립단계에서 중국 측이 자금을 내는 방식으로 목표자산

과 권익을 합자기업(合資企業)  혹은  합작기업(合作企業)  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  둘째는  합자기업(合資企業) 혹은  합작기업(合作企業)이  설립된 

후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역방향인수(Reverse Merger)하며 중국 측 투자

자는 기업의 목표자산 혹은 권익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

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10

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11에 규정되었고 두 번째 

방식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는 「민법통칙(民法通則)」12, 「경제계약법(經

濟合同法)」13 등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상장회사가 없

었으므로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방식으로 간접M&A 목적을 실현

하는 방식은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구체적인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공개된 주요 사례들로 중책(中策) M&A사례, 코닥(Kodak)의 

중국감광재료업종 M&A사례, 미쉐린(Michelin)의 타이어고무 M&A사례 

등이 있다. 

                                                                                                                                       
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 「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

企業法)」을 제정, 1980년 1월 1일부터 실행 1990년 4월 제1차 수정, 2001년 3월

에 제2차 수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hinese-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1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

企業法)」을 제정, 1988년 4월 13일부터 실행, 2000년 10월 제1차 수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ino-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 

1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민법통칙(民法通則)」을 제정, 1987

년 1월 1일부터 실행.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3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경제계약법(經濟合同法)」을 제정, 

1982년 7월 1일부터 실행, 1993년 9월부터 실행을 중단하였다. (Economic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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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책(中策) M&A사례14 중 중책(中策)회사는 1991년에 홍콩의 한 상장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설립된 것인데 이는 사실 홍콩중국전략투자회사

이다. 1992년 4월, 중책(中策)회사는 처음으로 신규투자 방식으로 싼시성

(山西省) 태원고무공장의 영업성자산을 매각했고 그 후 짧은 2년여 시간 

내에 중책지분 51%이상을 보유하는 합자기업의 방식으로 아주 적은 비

용으로 국내의 여러 업종과 지역의 백여 개 국유기업을 35개의 중외합자

경영기업으로 대규모 구조개편을 하였다. 중책(中策)회사가 대량의 국유

기업의 지분을 지배한 다음 한편으로는 일부 권익을 미국에 상장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일부 권익을 다른 업체한테 양도했다. 앞에서 서술한 상

장모집자금과 지분양도수익을 얻은 후 중책(中策)회사는 다시 ‘롤링투자

(滾動投資)’의 방식으로 기타 국유기업을 인수하는데 이용했다. 

중책 M&A사례 중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법

률을 이용하여 외국자본이 할부입금 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낮은 비

용으로 M&A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중책(中策)회사는 단지 2,000만 달

러로 당시 중국의 5개 타이어 고무공장을 인수했다. 당시의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15와 「중외합자경영

기업 합영각방출자에 대한 약간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

干規定)」16에 근거하여 합영각방은 일시불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

                                                      
14 桑百川, 「外资控股并购国有企业问题研究」， 人民出版社， 2005년 6월 제1

판，310면. 

15 국무원(國務院)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

例)」를 제정, 1983년 9월 20일부터 실행, 1986년 제1차수정, 1987년 12월 제2차 

수정, 2001년 7월에 제3차 수정, 2011년 1월 8일에 제4차 수정.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oint Ventures Using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 

16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약간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

方出資的若干規定)」 , 1987년 12월 30일 국무원(國務院) 비준，1988년 1월 1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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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부도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의 법률규정에 할부출자의 기간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영각방 대표들이 계약 중에서 협상하여 확정

할 수 있었다. 중책(中策)회사는 바로 이러한 할부출자제도로 먼저 일부 

자금을 대여하여 합영기업을 설립하고 합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후 외

국에서 상장했으며 상장 후 얻은 융자로 기타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므로 

1997년 9월 29일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약간규정(中

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의  보충규정」 17 (이하  「보충규

정」)을 발표했다. 「보충규정」에 의하면 국내기업 자산 혹은 지분권을 

인수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외국투자자가 매수금액 전부를 지불

하는 기간은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이 수여된 날로부터 1년이고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자들은 동시에 출자하며 실제 납부된 출자액에 비례

하여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 투자자가 제때에 매수금액을 지불하지 않으

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기업의 권익, 자산을 합병보고방

식으로 투자자의 재무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한다.  

코닥(Kodak)이 중국감광업종을 M&A사례 18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1994년 말, 이 회사의 대표는 중국감광업종과 합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8년 3월이 다 되어서야 코닥(Kodak)은 중국의 쌰먼복다회사(厦门福达
公司), 산터우공원회사(汕头公元公司), 우씨알메이회사(无锡阿尔梅公司) 3

개의 감광기업과 합자경영을 시작했고 중국 상해, 천진, 료우닝의 3개 기

업은 합자회사 3년 기초 건설기간 내에 기타 그 어떤 외국투자자와 합자

합작을 못한다고 선포했으며 코닥(Kodak)회사는 이를 위해 중국 측에 자

                                                                                                                                       
理局) 발포. 

17 원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상공업관리총국,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

자에 대한 약간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의 보충규정 」 , 

1997년 9월 29일 공포.  

18  蒋宏桥, <柯达公司并购中国感光企业的案例分析>, 「绿色财会」 , 2013년 3월 

제3기, 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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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도와 경제보상비용 3.75억달러를 지불했다. 코닥(Kodak)은 이 협의에 

기초하여 중국에 12억 달러를 투자하여 감광재료 생산기지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코닥(Kodak)

패턴’을 창조했다. 코닥(Kodak)의 M&A사례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두 개

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먼저 코닥(Kodak)이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두 개의 중외합자기업(中外合資企業)인 코닥(Kodak)(중국)과 

코닥(Kodak)(무석)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복건복달회사(福建福达公

司)와 산터우공원회사(汕头公元公司)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후자는 우

씨알메이회사(无锡阿尔梅公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부분

은 코닥Kodak(중국)과 코닥Kodak(무석)이 각각 복건복달회사(福建福达公

司)와 산터우공원회사(汕头公元公司)의 주요경영자산을 인수했다. 코닥

(Kodak) M&A사례에서 역방향 자산인수(Reverse Merger) 방식은 많은 투

자자들에 의해 복제 되었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 세계 타이어 거두인 

미쉐린(Michelin) 회사는 중국 용두타이어고무회사를 통해 합자기업을 설

립하고 미쉐린(Michelin)회사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합자기업이 3.2억 

달러를 지불하여 타이어고무회사의 핵심업무와 자산을 인수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쉐린(Michelin)회사가 합자기업을 통해 타이어고무회사를 

인수한 것이다.19 

1.2. 지분참여 방식으로 진행된 M&A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는 전략목표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목

표기업의 구체적인 상황도 각기 다르며 실무에서 외국투자자는 여러 가

지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지분에 참여하였다. 흔한 형식으로는 첫째, 협의

하여 지분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외국자본들이 협의를 통해 국내회사의 

지분권을 매수하여 M&A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베이뤼

                                                      
19 臧跃茹, 「中外企业联姻--外资控股并购国有企业」, 水利水电出版社, 2004년 8

월 제1판,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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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旅) M&A사례20이다. 1995년 7월, 일본 이스즈(Isuzu) 자동차 주식회사

와 이토(伊藤忠) 상사주식회사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베이뤼(北旅)의 국유

법인지분(国有法人股) 4,002만주를 매수하였으며 회사 지분 총수의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자본으로 상장회사를 M&A사례

이다. 그러나 1995년 9월 국무원 증권위원회에서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과 법인지분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일시 정지하는 

것과 관련한 통지(“關於暫停將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轉讓給予外商請示”

的通知)」21를 발표하면서 베이뤼(北旅) M&A사안은 더 이상 모범이 되지 

못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한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지분에 참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목표회사의 신주발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드(Ford)가 강령(江铃)을 M&A사례22이다. 1995년 9월, 미국 포드

(Ford) 자동차회사는 4,000만 달러로 강령(江铃) 자동차주식회사의 새로운 

발행한 B종주식23 매수하고 20%지분을 보유해서 강령(江铃) 자동차회사

의 경영권을 지배했다. 

1.3.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M&A 

1990년대 중후기에 중앙과 지방에서 일련의 국유기업 개편에 관한 정

                                                      
20 桑百川, 앞의 주 14의 책, 312면. 

21  국무원증권위원회(国务院证券委员会), 「상장회사의 국유지분과 법인지분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일시 정지하는 것과 관련한 통지

(“關於暫停將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轉讓給予外商請示”的通知)」, 1995년 9월 

8일 공포. 

22 周毅, 曾勇, <基于EVA的外资并购绩效研究—福特并购江铃的案例分析>, 「电子

科技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5년 1월 제1기, 30-33면. 

23 B종주식(B Shares)은 “인민폐 특종주식(人民幣特種股票)”으로서 중국역내에서 

등록한 주식유한회사가 역내외투자자에 발행하고 중국역내증권거래소(상해증권

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하는 주식으로서 기명주식의 형식을 취

하고 인민폐로 가격을 표시하며 외화로 매매한다. 참여한 투자자는 홍콩, 마카

오, 대만지역의 주민과 외국인이며 합법적인 외화 예금을 소유한 대륙주민도 투

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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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실시되었다. 외국투자자들이 국유기업 구조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1998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

하여 자산 재조합을 진행하는 임시규정(關於國有企業利用外資進行資產重

組的暫行規定)」24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일부 외국투자자는 

협의를 통해 국유産權(재산권)을 매수했고 비 회사제(公司製)25의 국유기

업을 개편했으며 産權(재산권)26거래소에서 등록된 국유기업의 자산 혹은

 지분권을 인수했다. 또 일부 외국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를 통해 지분변경, 역내(境內)투자, 역내기업과 합병하는 등 방식으로 역

내기업을 간접적으로 M&A하였다. 그 중 외국자본이 국유기업 재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고 그 수 또한 신속히 상승했다. 상해산권거

래소(上海産權交易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 거래소에 기재된 M

&A 금액이 19.66억 위안(RMB)에 달했고 1996년보다 29배 정도 증가하

였다. 

1.4.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진행된 간접적 M&A 

중국의 외자와 관련된 부문규장(部門规章)과 규범성문헌(规范性文件)들

에도 외자M&A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며 외국투자자가 간접M&A를 진행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1997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

                                                      
24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자

산 재조합을 진행하는 임시규정(關於國有企業利用外資進行資產重組的暫行規

定)」, 1998년 9월 14일 공포. 

25 「회사법(公司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회사(公司)형태는 유

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를 두 종류만 있다. 중

국 “회사(公司)”의 법적 개념은 한국 회사법상의 개념 범위부다 더 작다. 그래서 

본 문에서 “회사제(公司制)” 개편은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의 기업형태만 지분이나 주식로 구조개편한다. 

26 産權(재산권/property ownership), 통상적으로 회사제도로 개편하지 않은 국유

기업과 집체소유제기업을 상대로 하며, 소유자가 상기 기업에 대한 권익을 지칭

하지만 입법과 이론상 통일된 규정과 견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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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행정관리국이 연합하여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지분권변경의 약간규

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 27을 발표하여 지분권 변경

의 조건, 절차 등 문제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지분권 인수를 통해 외국투

자기업M&A 실현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1999년, 대외무역경제합작

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은 연

합하여 「외국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
與分立的規定)」을 발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기업간에 합병 또

는 분할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2001년 1월, 이 규정의 수정초안은 외국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합병을 허락했고 동시에 조건이 외국투자기업간

의 합병보다 더 우대적이도록 요구28(명의뿐인 회사, 즉 Shell company의 

설립을 허락)했으며 또한 합병과정에서 지분양도를 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로써 외자M&A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편리를 도모했다. 2000년 7월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

行政管理局)은 연합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임시규정(關

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29을 발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외

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 역내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

였으며 역내에서 현존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게되었다. 
                                                      

27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

政管理局),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外商投资企

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 1997년 5월 28일 공포. 

28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

政管理局), 1999년 9월 23일 공포한 「외국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关
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투자자가 

회사의 계약, 정관규정에 따라 출자하며 합작조건 및 실제로 생산과 경영을 시

작하기 전에 회사는 합병 또는 분할하지 못한다. 회사와 중국내자기업의 합병은 

이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9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

政管理局),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

投資的暫行規定)」2000년 9월 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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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자M&A의 발전단계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글로벌경제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와 영역에서 그리고 더 높은 차원

에서 국제경제기술과 합작하고 경쟁했으며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관련 새

로운 정책과 법규를 공포했다. 

2.1. 시장진입 제한의 전면적 완화 

2004년 4월부터 국무원에서 개정한 「지도 외국투자방향의 규정(指導

外商投資方向規定)」30 및 상무부에서 개정한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外

商投資產業指導目錄)」31이 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중국시장은 더 넓게 

대외개방되었고 예전에 외자진입이 제한되었던 상업, 금융, 민항, 건축 

등 영역도 개방되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외자

가 증권회사 설립의 지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

32과 「외자가 펀드관리회사 설립의 지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基金

管理公司設立規則)」33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규칙의 발표는 금융업의 

대외개방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8월 1일부터 새로

                                                      
30 국무원(國務院), 「지도 외국투자방향의 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 2002

년 4월 1일 공포, 2004년 4월 1일 수정. 

31 상무부(商務部),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2002년 3

월 11일 공포, 2004년 11월 30일 수정, 2007년 12월 1일 수정, 2011년 12월 24일 

수정, 2015년 3월 10일 수정. 

32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외자가 증권회사 설립의 지

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2002년 6월 1일 공포, 2007년 

12월 28일 수정, 2012년 10월 11일 수정. 

33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외자가 펀드관리회사 설립

의 지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基金管理公司設立規則)」, 2002년 6월 1일 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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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외상이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는 규정(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34이

 시행되었다. 2002년 12월 1일 대외경제무역부와 건설부는 「외상이 건

축업기업에 투자하는 관리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35을 발표

했다. 이러한 유형의 규정의 도입은 외자M&A 대상회사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36 

2.2. 외자의 자본시장 진입을 허락 

2001년 10월, 대외경제무역부와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연합하여 「상

장회사 및 외국투자관련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

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37을 공포했고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가 A주식

(A股)38과 B주식(B股)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외국투자기업이 비유

통주식(非流通股)39  을 양도받는 방식을 통해 국내의 상장회사를 인수하

                                                      
34 중국민용항공총국(中國民用航空總局)), 「외상이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는 규정

(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2002년 8월 1일 공포. 

35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건설부(建設部), 「외상이 건축업기

업에 투자하는 관리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2002년 12월 1일 공포. 

36 聂晓东, <外资并购概述和法律途径>, 律师在线网, 2013년 01월 02일, 참조. 

http://lawyer.110.com/885140/article/show/type/1/aid/342296/ 

37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

監督委員會), 「상장회사 및 외국투자관련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

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2001년 10월 8일 공포. 

38  A종주식(A Shares)은 “인민폐 보통주식(人民幣普通股票)”으로서 중국역내의 

회사가 발행하고 역내기구, 조직 혹은 개인이(2013년 4월1일부터 역내 홍콩, 마

카오, 대만주민들이 A종주식 계좌를 개통할 수 있다) 인민폐로 인수하고 거래하

는 보통주식이다. 중국의 상장회사의 주식은 주식이 상장지점과 투자자에 의해 

A종, B종, H종, N종, S종 등이 있다. 

39 비유통주(non-circulation Shares)는 주요하게 중국 상장회사주식 중 상장, 유통

할 수 없는 국유주와 법인주를 말하며 그 중에서 국유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개

제할 때 온 것이며 법인주의 일부분은 주식회사를 만든 초기 회사의 발기인이 

출자하여 인수한 주식이고 다른 한 부분은 주식유한회사가 사회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집할 때 기타법인기구에 대한 모집을 통하여 온 것이다. 이 부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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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허락했다. 2002년 4월1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정보 공개규칙 제17호-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 투

자설명서 내용과 격식의 특별규정(公開發行證券的公司信息披露編報規則

第17號：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招股說明書內容與格式特別規定)」40을 발표

하여 외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실제 조작단계로 진입되게 하였

다. 2002년 10월,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上市

公司收購管理辦法)」41을 발표하였는데 상장회사의 인수주체에 대해 더 

이상 제한하지 않으며 외자는 이에 근거하여 국내 A주식상장회사와 비

상장회사를 포함한 국유주식(國有股)42과 법인주식(法人股)43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11월 1일,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국가경제무

역위원회는  「외상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하는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

                                                                                                                                       
식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 하나는 국유주의 대표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장내 

거래가 힘들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발행 할 때 부분법인주의 모집과 사외조건

이 다르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국유주와 법인주가 상장회사의 총 주식이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상장 유통이 유통시장에 비교적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40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회

사의 정보 공개규칙 제17호-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 투자설명서 내용과 격식의 특

별규정(公開發行證券的公司信息披露編報規則第17號 ：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招股

說明書內容與格式特別規定)」2002년 4월 1일 공포. 

41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上市公

司收購管理辦法)」2002년 12월 1일 공포. 

42 국유주(State Shares)는 국유주 라고도 하는바 중국이 지난 시간 동안 국유기

업에 대해 진행한 주식회사 개편, 개편시 국유자산에서 온 주식으로서 상장 유

통할 수 없다. 

43 법인주(Legal Shares)는 기업법인이 법에 의해 지배할 수 있는 자산으로 회사

투자형식의 지분 혹은 법인 자격이 있는 사업단위와 사업단체가 국가가 경영에 

허락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형성된 주식이다. 중국에서는 투자주체의 부동한 

것에 의하여 네 가지 형식이 있다: 국유주, 법인주, 개인주, 외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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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通知)」44를 발표했다. 이는 외상이 비유통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상장회사를 M&A는 것이 실질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상

징한다. 2002년 11월 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은 연

합하여 「적격된 역외기구의 투자자의 역내증권투자관리 임시방법(合格

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45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도

입은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를 발기설립하는데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비

유통주식을 인수하고 적격된 외국기구투자자(QFII)의 신분으로 주식 2급

시장(유통시장)46에 진입하여 자본시장에서 외자M&A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대했다. 

2.3. 외자의 국유기업 M&A 관련 규정 

2002년 11월 8일 국가 경모위, 재정부, 공상총국이 연합하여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

47과 그 전에 공포한 「외상에 상장회사국유지분과 법인지분을 양도하데 

                                                      
44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재정부(財政部), 국가경제무역위원

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 「외상에 상장기업 국유지분과 법인지분에 관련된 문

제의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 , 2002년 11

월 1일 공포. 

45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중국인민은행은(中國人民銀行), 

「적격된 역외기구의 투자자의 역내증권투자관리 임시방법(合格境外機構投資者

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2002년 11월 5일 공포. 

46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즉 중국증권거래시장은 증권유통시장, 제2급시장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미 발행한 증권에 대해 매매하고 양도하며 유통하는 시

장을 말한다.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판매한 수입은 증권을 양도한 투자자에 속하

며 당해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속하지 않는다. 각국의 주식시장은 보통 제2급시

장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와 비교할 때 담보대출, 생명보험 등 금융상품의 제2

급시장은 중국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47  국가경제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외자를 이용하

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行规定)」, 2002년 11

월 8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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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통지 ( 关于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有关问题的通知 ) 」는 

통일적으로 중국이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정책적 시스템

을  구성한다 . 상술한 규정은  국유기업개편방식과  절차 , 가격확인제도과 

사원안치 및 채권채무 처리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외자가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을 참여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더  많이 제공하

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동 규정이 외자M&A에 대해 시장과 

운행방식을 확대해 주었지만 일부 외국투자자는 재무방지, 심사회피, 상

장회사의 유통주식 취득 등의 목적에서 여전히 신규투자와 외국투자기업

(外商投資企業) 명의 하에 간접적으로 M&A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2001년 거린커얼(Green & Cool) 회사가 커룽(科龙)전자회사를 매각한 

사례4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외자M&A 입법프레임의 초기단계 

3.1. 전면적으로 외자M&A에 대한 규범 제정 

2003년 3월 7일, 외경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화관리국에서 연합하

여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暫行規定)」49을 공포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외자M&A에 대한 법률

제도의 틀이 나타나고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에 대한 M&A의 과정이 실

체법상 및 절차법상에서 법률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외국투자자

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

                                                      
48 李善民, 王彩萍, <格林柯尔收购科龙电器分析>, 「经济理论与经济管理」, 2003

년 11월 제11기, 56면. 

49 외경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화관리국에서 연합하여 「외국투자자의 역

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2003년 3월 7

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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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포는 외자M&A 과정중 중 특히 중요한 현안인 두 가지 문제를 해

결하였다. 

3.1.1. 두 가지 기본적인 외자M&A의 모델을 명확히 규정 

첫째  형식은  주식형  외자M&A이다 . 이런 형식은  외국투자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식형 M

&A를 진행한다. 외국투자자는 직접 역내기업의 지분권을 매수하고 기업

에서 증자하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취득하여 역내기업의 주주로 되

고 이로 인하여 당해 역내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이 된다. 두 번째 형식은 

자산형 외자M&A인데 이런 형식은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당해 자산으로 출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외

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외

국투자기업(껍데기, Shell Corporation)을 설립하고 당해 외국투자기업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각한다.50  

3.1.2. 외자M&A 후에 기업관리형식과 그 전의 외국투자법률체계의 연결

문제 확정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에 대한 M&A는 주요하게 두 가지 형식을 취한

다. 하나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

으로 M&A를 진행하든 모두 외국투자자가 내자기업을 M&A 한 이후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현행 외국투자법률체계와 조화될 것이 요구된

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暫行規定)」은 명확히 M&A의 방식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이를 외국투자법률체계에 하에서 관리하여 M&A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에 의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원래 외국

                                                      
50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

行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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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법률제도의 프레임에 맞다는 전제하에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에

 지분참여하거나 직접 자산을 매각하는 목적의 달성에도 유리하다.51 

2006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이 더 나아가 수정되어 2006년 8월 8일 상무부, 국

자위, 세무총국, 공상행정총국, 증감회와 외화관리국이 연합하여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

定)」52발표하여 2003년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

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을 대체하였다. 수정 후의 M&A규

정은 외자M&A의 원칙, 조건, 절차, 예외와 감독관리 등에 대해 더욱 명

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자가 지분권을 

M&A의 대가로 하는 관련규정, 중국현행의 유관 외국투자, 세수, 외화관

리, 국자감권(國資監管), 증권감관(證券監管) 등 법령에 의하여 지분권을 

대가로 하는 M&A를 규범화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은 국유지분권(자

산)양도, 국가세수 수입의 유실방지, 증권시장질서 및 공공이익의 수호, 

국가경제안전 등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같은 M&A 규정의 변화

는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에 대한 M&A와 관련

한 법제를 보다 완벽하게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3 

3.2. 외자가 국유기업 회사제 개편에 참여하는 규정 

2003년 5월 27일 국무원은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

                                                      
51  中国国际投资贸易洽谈会组织委员会, <促进我国利用外资新发展“外国投资者并
购境内企业暂行规定”立法介绍>, 中国(厦门)国际投资促进中心网站, 참조. 

http://www.chinafair.org.cn/china/Forum/7th/html/jt/c03-1.htm 

52 상무부(商務部)等六部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

(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 2006년 9월 8일 실행, 2009년 6월 22일 

수정. 

53 <外资并购新规看点, 并购境内公司需报商务部审批>, 中国经济网, 2006년 09월 

12일, 참조. http://www.ce.cn/xwzx/gnsz/gdxw/200609/12/t20060912_852091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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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54를 공포하여 “대표를 통일하고, 단계를 나누어 

관리하는” 국유자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그 전의 다주체(多主體) 식

의 여러 개 부문이 국유자산을 관리하여 혼란한 상태를 마감하였다.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 방면에서 2003년 11월 30일 「국무원반

공청에서 발표한 국무원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회사제(公司

製) 개편 사업의견에 관한 통지(國務院辦公廳轉發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

理委員會關於規范國有企業改制工作意見的通知) 」 와 2005년 12월 1일 

「국무원반공청이 발표한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더 나아가 국유

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 사업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의 통지(國務院辦

公廳轉發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關於進一步規范國有企業改制工作

實施意見的通知)」의 발표는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의 사전심사, 

자본감자, 재무감사, 자산평가, 거래 등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외자가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의 참여에 더욱 명확한 방식

을 제공하였다. 

국유산권(産權)의 양도방면에서 2003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

회와 재정부는 연합하여 「기업국유산권 양도의 임시규정(企業國有產權

轉讓管理暫行辦法)」55을 발표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모집(公開徵集), 거래

소에서 거래(進場交易)” 56 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외자가 국유산권

                                                      
54  국무원(国务院),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

行條例)」, 2003년 5월 13일 공포. 

55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재정부(財政部), 「기업국

유산권 양도의 임시규정(企業國有產權轉讓管理暫行辦法)」2003년 12월 31일 공

포. 

56 기업 국유재산 거래진행제도는 기업국유産權(재산권) 양도의 주체가 관련 결

정과 허가절차 이후 성급이상의 국자감독관리기구가 확정한 産權(재산권)거래기

구가 발표한 産權(재산권)양도 정보를 통과한 후 광범위하게 양도받는 쪽을 모

집하여 기업국유産權(재산권)공개 양도제도를 실현한다. (「产权导刊」중의 <企

业国有产权交易60问>,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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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權)을 양도받는데 명확한 법률규칙을 제정하였다. 

2004년 1월 26일 상무부, 국자위반공청은 「상장회사 국유지분의 외국

투자자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양도시 보고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上市公司國有股向外國投資者及外商投資企業轉讓申報程序有關問

題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이는 그 전에 상장회사 국유지분이 외국투자

자 및 외국투자기업으로 양도 될 때 절차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상술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편(지분구

조식 개편)시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외자가 국유기업의 회사

제 개편에 참여하는 법률적 프레임을 명확히 하였다. 

3.3. 외자의 자본시장 진입 법률프레임의 완벽화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비유통주식을 양도받는 문제에 관하여 2003

년 8월 6일 상무부, 재정부, 국자위, 증감회는 2003년 제 25호 공고를 발

표하였다 .  공고에  의하면  외상에게  상장기업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여전히 중국 증감회, 재정부, 원국가경모위의 「외상에 상장기

업 국유지분과 법인지분에 관련된 문제의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

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 외

자를 이용한 사항은 상무부가 담당하고 비금융유형의 기업이 가지고 있

는 상장회사의 국유주식 양도사항은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담당하

며  금융유형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의  국유주식의  양도사항은 

재정부가 주로 담당한다. 이는 국무원기구가 개혁한 후 부문의 기능분배

문제를 해결하여 외자가 상장회사의 비유통주식를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유통주식을 취득하는 문제에 관하여 2005년 

상무부 ,  증권감독위원회 ,  세무총국 ,  공상총국 ,  외화관리국은  연합하여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전략투자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

                                                                                                                                       
http://www.cbex.com.cn/article/jyyhq/cqzs/201109/2011090003331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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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管理辦法)」57을 공포하였다. 이는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유통주식

을 취득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전략투

자의 방식과 절차, 관련 심사등기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외상에

 상장회사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向外商

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와 「외국투자자가 상장회

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

과 함께 외자가 중국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기본적 법률 프레임을 형성하

였다. 

 

 

제2절 중국 외자M&A의 법률프레임 및 조화 

1. 외자M&A의 법률프레임 

외자M&A를 연구하려면 먼저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를 정리하고 법률

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되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2003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暫行規定)」이 공포되기 전, 중국법률은 비록 직접적으로 외자M&A 문

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합병과 거래의 기본원칙과 상응하는 규정은 포함

하였고 이미 「민법통칙(民法通則)」, 「계약법(合同法)」, 「회사법(公司

法)」, 「증권법(證券法)」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법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외자M&A에서도 이러한 기본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민법통칙(民法通則)」은 중국 시장경제의 기초법으로써 기업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규정하였고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및 권리, 의무가 변경

                                                      
57 상무부, 증권감독위원회,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화관리국은 연합하여 「외국

투자자가 상장회사전략투자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 , 

2005년 1월 3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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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법인이 승계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였다.58 「민법통칙(民法通

則)」과 「계약법(合同法)」은 전문적으로 회사기업의 형식의 인수(acquis

ition)와 매각을 규정하지 않고 일반거래의 관점에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 혹은 지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

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거래이며 다만 이런 거래의 결과는 회사의 

실질상의 권리의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법(公司法)」은 두 가지 형식의 회사의 합병을 명확히 규정하였

을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59의 지분 양도와 주식유한회

사(股份有限公司)60의 주식양도와 유통 모두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더욱 상세하게 우선매수권(優先購買權)61을 포함한 일련

의 지분권양도규정원칙을 규정하였다. 세 가지 외국투자기업법(外商投資

                                                      
58 「민법통칙(民法通則)」, 제44조 참조. 

59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중국에서 유한

회사(Company Limited)라고도 하는데 이는 「회사법(公司法)」과 「중국회사등기

관리조례(中國公司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한 회사로서 50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유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전부 자산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제 조직이다. 유한책

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 및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60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 Joint Stock Company)는 중국에서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라고도 하는데 이는 「회사법(公司法)」과 「중국회사등기관리조례

(中國公司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하고 전부의 자본을 동등

한 액수의 주식으로 나눈다.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지

며 회사는 전부 자산으로 회사에 채무를 이행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주식은 

보통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다. 

61 우선매수권(優先購買權, Pre-emptive Rights)은 주주(股东)가 지분(股权) 혹은 회

사가 발행한 신주를 양도할 때 원유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의 

주주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권이다. 「회사법(公司法)」규정에 의하면 그 내용은: 

1.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때 기타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 원 주주의 우선권은 그가 소유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중 

점유하는 비례로 상응한 신주를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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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法)의 실시세칙(實施細則)과 실시조례(實施條例) 중에서 합병, 지분과 

주식의 양도, 등기자본의 증가 및 감소의 규정은 실질적인 외자M&A에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수의 중국 현행 행정법규(行政法規)와 부문규정(部門規章) 및 

기타 규범적 문건(規範性文件), 예를 들어 「외국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

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 ,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

的規定)」, 「상장회사가  가담한  외국투자에 관한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 「외국투자주식유

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

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 「외자를 이용하여 국

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 「외국투자

기업의 심사, 등기, 외화 및 세수관리를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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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상장회사의 인수관리방법(上市公司收購管理辦法)」 등도 모두 외국투

자자가 해당 부분의 M&A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2. 외자M&A의 법률규정의 적용상의 조화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중국에서 외자M&A에 관한 법률의 프레

임은 이미 형성되었지만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 입법문헌 간의 조화가 결여된 것이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

定)」과 기타 관련된 법률규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체계화하고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이 법률규정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

어서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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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자M&A와 「민법통칙(民法通則)」의 조화 

기본법률의 측면에서 중국시장경제 기본법인 「민법통칙(民法通則)」

은  기업법인의  합병과  분할의  개념을  명확히  제기하였으며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후 그 권리와 의무의 승계의 중요원칙을 규정하였다. 「민법

통칙(民法通則)」 제44조는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혹은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등기하고 공시해야 하며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후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은 비록 직접적으로 외자M&A를 말하고 있지 않고 또한 M&A 형식의 

한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법률로서 기업합병의 

중요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후에 각종 형식을 포함한 법률법규(法

律法規)와 부문규장(部門規章)의 기초로 된다. 

2.2. 외자M&A와 「계약법(合同法)」의 조화 

1999년 「계약법(合同法)」62의 공포는 기업의 M&A에 좋은 법제조건

을 마련하였다. 이는 거래를 격려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원칙상에

서 설계된 것이며 기업의 M&A도 일정한 정도에서 거래행위에 속하므로 

거래를 격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완벽한 「계약법(合同

法)」은 기업M&A 법률제도의 중요한 기초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는 지분

권의 매각협의, 역내기업의 증자협의, 자산의 매수협의에 대하여 중국법

률의 적용을 받는다. 지분권의 매수협의, 역내기업의 증자협의와 자산매

각협의가 중국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외국투자기업법 이외에 중요 

법률로  「계약법(合同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계약법(合同法)」은 외자M&A 성공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6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계약법(合同法)」 , 1993년 10월 1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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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자M&A와 「회사법(公司法)」의 조화 

「회사법(公司法)」63은 회사의 합병문제를 상세하게 서술했을 뿐만 아

니라 당해 법이 확립한 두 가지 회사의 형식에 대해도 유한책임회사(有

限责任公司)의 지분(출자)양도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주식양도, 

유통 등 문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회사법(公司法)」이 「민법통칙(民法通則)」

이 규정한 합병원칙의 기초에서 상세하게 회사 합병의 결의, 비준, 공고,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였다.64 이런 규정은 비록 전문적으로 외자M&

A에 대한 규정이 아니지만 이후 외국투자기업의 합병입법 및 외자M&A

의 입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회사법(公司法)」은 또한 회

사증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65 이런 규정은 외자 증자식M&

A 입법에 대해 참고를 제공하였다. 셋째, 「회사법(公司法)」은 유한책임

회사(有限责任公司)의 지분양도 및 우선매수권(優先購買權)의 행사문제를 

규정하였다. 동법 제72조에서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의 주주간에는 

상호 전부 또는 부분적 지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기타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는 그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의 형식으

로 기타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동의하지 않

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양도한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 매수하지 

않은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받아 양도한 지분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의 우선권이 있다. 둘 이상의 주주가 우선

지분권을 주장하는 경우 합의하여 각자가 매수할 비례를 확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 시 각자의 출자(지분)비례에 따라 우선

                                                      
63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회사법(公司法)」, 1993년 12월 29일 

실행, 1999년 12월 25일 수정, 2004년 8월 28일 수정, 2013년 12월 28일 수정. 

64 「회사법(公司法)」제173조, 제174조, 제179조 참조. 

65 「회사법(公司法)」 제17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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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행사한다. 회사의 정관이 지분양도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넷째, 「회사법(公司法)」 제5장은 또한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의 주식발행과 양도문제에 대해 규정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 중국의 회사기업의 입법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고 내자기업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귀

속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회사법(公司法)」 제217조에서는 “외국투자

의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에 본법을 

적용한다. 관련된 외국투자의 법률이 따로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을 적

용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상술한 「회사법(公司法)」의 규정

은 완전히 외자M&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경

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

業法)」이 확립한 제3자에 대한 지분권의 양도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는 원칙은 「회사법(公司法)」에서 확립한 우선매수권(優先購買

權)과 다르다.  

2.4. 외자M&A와 외국투자기업법의 조화 

외국투자기업의 주요 법률규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

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외자기업법

(外資企業法)」66 및 상응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

營企業法實施條例)」,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

法實施細則)」67과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資企業法實施細則)」68세 개 

                                                      
66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제정한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1986년 4월 12일 실행, 2000년 10월에 제1차 수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funded Enterprises.） 

67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가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实施细则)」, 1995년 9월 4일 실행, 2002년 11월 제1

차 수정.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PRC on Sino-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 

68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가 제정한 「외자기업법 실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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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實施細則)과 실시조례(實施條例) 중에서 

기업 합병, 등기자본(지분)의 양도, 등기자본의 증가의 규정은 실질적으

로 외자의 M&A에 조건이 된다. 당연히 현행 외국투자기업법은 주요하

게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에 관한 법이고 외자M&A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관외국투자기업의 합병, 등기자본(지분)

의 양도, 등기자본의 증가의 규정은 외자M&A에 이용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M&A를 할 때 중요한 법률

적 근거가 된다. 

  

                                                                                                                                       
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 1990년 12월12일 실행, 2001년 4월 제1차 수정, 2007년 

10월 제2차 수정.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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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법상 외자M&A의 개념 

 

외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외자(外資)’와 

‘M&A’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자의 역내기업 

M&A와 일반 내자(內資)기업의 M&A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외자

M&A에서는 매수인이 외자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자(外資)’

와 ‘M&A’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 법학계나 경제학계에서 아직 일치

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각 학자마다 개별 연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측면과 각도에서 해석 또는 정의하기 때문에 각 학계마다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첫째,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일부 사회과학의 개

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외자(外資)와 M&A(倂購)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둘째, 외자(外資) 및 M&A(倂購)의 개념확정 자체

가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개괄하기가 어렵다. 셋째, 연구자가 문제를 분

석 또는 연구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론이 서로다르다. 

넷째, 외자(外資)와 M&A(倂購)의 개념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 또는 다양

한 법률마다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연구상의 차이

는 기업M&A에 대한 입법 및 외자M&A에 대한 입법의 과학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 중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 모순과 충돌을 불러

올 수 있고 심지어 착오를 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자(外資)의 개

념 및 M&A(倂購)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69 

 

                                                      
69 周林, 「企业并购与金融整合」, 经济科学出版社, 2002년 5월 제1판,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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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자의 내포와 외연 

외자M&A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법률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외자(外資)’라는 용어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外資(waizi)’라는 용어가 생활 중에서 비교적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정

확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외자(外資)’란 자본수

입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투자(foreign investment)

의 관습적인 약칭이다. 보통 아래와 같은 의미로 외자의 개념이 사용된

다. 첫째, 외국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중국의 외자이용 실무에서는 원칙

적으로 투자자의 국적과 주소지를 근거로 투자자의 신분과 투자의 성질

을 확인한다. 둘째, 국외의 자금 혹은 자본을 가리킨다. 외자의 의미에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외자금이라는 용어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금 혹은 자본을 지칭하는 것이며, 일체의 외환자금 또

는 자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 첫째의 의미와 결합하여 고려해야 한

다. 외국의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자금 또는 자본은 모두 외자

라고 통칭할 수 있다.70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여, 중국에서 법률

적인 의미의 ‘외자(外資)’을 아래와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즉 중국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분권 또는 유사한 권익의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지칭한다.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외자(外資)의 외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첫째,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투자는 외자로 간주된

다. 비록 홍콩, 마카오와 대만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지만, 주소지가 홍콩, 

마카오, 대만에 있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은 모두 중국거민(居民) 또는 

중국법인이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현재 홍콩, 마

카오와 대만은 내륙지역과 다른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와 지구(地區)이

                                                      
70 胡晓红, 「WTO规则与国际经济法」, 清华大学出版社, 2001년 8월 제1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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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외상(外商)투자 관련 입법과 실무은 종래부터 홍콩, 마카오와 

대만의 투자를 외자로 간주하였으며, 외상(外商)투자의 절차에 따르고 외

상(外商)투자의 대우(待遇)를 누린다.71 예를 들면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규정에 의하면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합작기업을 영위할 경우, 본 실시세칙(實施細則)을 참조하여 

처리한다.72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

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홍콩

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別行政區)와  대만

지구(臺灣地區)의 투자자가 역내(境內) 기타 지역의 기업을 상대로 M&A

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73 둘째,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

내에서 얻은 합법적인 수입도 외자(外資)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

자의 투자는 역외(境外)에서 유입되고 외환자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대량으로 투자하고 또한 상당한의 위

안화(RMB) 이윤을 획득함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해당 위안화(RMB) 이

윤을 계속하여 중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나타났다. 중국정부도 외국투

자자가 위안화(RMB) 이윤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장려해왔다.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

規定)」의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합법적인 역내 위안화(RM

B) 이윤으로 역내에서 투자할 경우, 해당 위안화(RMB) 이윤은 외자로 

                                                      
71  정영진, <中國의 外國人投資 및 企業引受 法制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2013년 법학박사 학위논문, 186면 참조. 

7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实施细则)」, 1995년 9월 

4일 실행, 57조 참조. 

73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
企业的规定)」, 5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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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74 이론적으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중국의  외환관리 법률법규(法律法規)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외

환으로 환전하여 역외로 송금할 수 있는 각종 자금과 재산(예컨대, 청산

으로 인한 소득(清算所得), 지분권의 양도금)의 역내에서의 투자는 모두 

외자로 간주되어야 한다.75 

외자M&A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외자(外資)의  범위에  대하여 

확장적 해석을 해야 한다.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외국투자의 기본적이

고 최초의 의미란 중국역외(境外)의 투자자의 중국 역내(境內)에 투자하

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지만 외자M&A에서도 상기 의미를 적용하는 것

은  실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  외국투자자는  직접적으로  역내의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 해당 외국투자자의 통제한 역내의 외국투자기

업(外商投資企業)을 통해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투자기업 역

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근거하여, 외국

투자자는 이미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의 기타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76 비록 후에 2006년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이러한 

M&A의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외국투자기

업 역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과 「외국투

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을 결합하여 해당 유형의 외자M&A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를 하는 것이

                                                      
74 상무부(商務部),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

資性公司的規定)」, 2004년 11월 17일 실행, 제7조 참조. 

75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외국투자자 역내 직접투자의 외환에 대한 

관리규정>에 과련 문건의 통지(<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及配套文

件的通知)」, 2013년 05월 10일 실행. 

76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

管理局),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잠행규정(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

资的暂行规定)」, 2000년 09월 01일 실행,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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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투자성회사(投资性公司)77를 통해 M&A를

 진행하는 상황이 있다.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는 외국투자기업(外商投

資企業) 중의 아주 특수한 유형의 한 종류이다. 우선, 투자성회사(投資性

公司)는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고 중국법인에 속한다. 다음, 투자

성회사(投資性公司)가 행한 중국 역내에서의 투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로 간주되고 있다.78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가 투자한 기업은 외국투자

기업(外商投資企業)에 속한다. 중국에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를 설립

한 외국투자자는 통상적으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를 통해 중국 역내

에서 투자업무를 진행하며,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가 바로 이러한 

투자업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외자M&A를 논의할 때,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를 통해 인수하

는 경우를 논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년에 수정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는 이미 아래와 같이 명시한바 있다. 즉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법

에 의해 설립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가 역내의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79 이에 외자M&A 중에서 외자(外資)의 

범위가 넓어졌다.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외자(外資)는 단순히 역외의 

투자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역외 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설립

한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특히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로부터도 

                                                      
77 외국투자성회사(外商投資性公司)란 외국투지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

자자와 합자의 형식으로 설립한 직접 투자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뜻하며, 유한책

인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된다. (백영기, 「중국투자 기업법」, 博英社(2011), 234면.)  

78  「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제2조 참조. 

79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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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게 된다. 

 

 

제2철 중국법상 M&A의 개념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칭이므로 당연히 ‘MER

GERS’와 ‘ACQUISITIONS’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MERGERS와 ACQUISITIONS의 뜻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CONSOL

IDATION과 TAKE OVER 등의 뜻도 포함된다. ‘M&A’는 실무의 영역에

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영미법계의 제도로 많이 이해 된다.

80 

중국의 민상(民商)법은 대체로 대륙법계에서 그 연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체계 중에서 ‘M&A’에 상응하는 개념을 찾아 보기 어려워서 

중국어에서 ‘M&A’를 창조적으로 ‘倂購(binggou)’로 번역하였으며, 

‘MERGER’를 ‘兼倂(jianbing)’으로 번역하고, ‘ACQUISITION’을 ‘收購

(shougou)’라고 번역하였다. 

각국 회사법 또는 상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의 부분

에서 兼倂(merger)에 대해 규정하고, 收購(acquisition)에 대해서는 ‘지분권 

양도’의 부분 이외에는 언급이 적다. 81  그러므로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80 侯怀霞, 钟瑞栋, <企业并购立法研究>, 「中国法学」, 1999년 2월 제2기, 29면. 

81 유럽: Third E.E.C. -Directive 78/855/E EC concerning merger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9 October 1978(as amended by Directive 2007/66/EC of 13 November 

2007). 

독일: 독일조직재편법 제2조에는 합병을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흡수

합병의 경우, 하나 또는 여러 법률주체(재산을 이전하는 법률주체)가 해당 재산

을 전체의 형식으로 다른 한 법률주체(재산을 접수하는 법률주체)에게 이전함으

로 후자는 계속 존속하여 존속하고, 이와 반대로 재산을 이전한 법률주체는 소

멸된다. 해당 구성원은 재산을 접수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상으로 받는다. 신설



 

-38- 

바와 같이, 兼倂(merger)은 회사법의 구속을 많이 받고, 收購(acquisition)

은 계약법의 구속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었다

고 볼 수 있다. 

중국 현행 법률체계 중에서 ‘倂購(M&A)’라는 용어는 명확한 의미과 

외연을 갖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실무에서 ‘倂購(M&A)’라는 용어의 사용

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한 통속적인 칭호 또는 이론상의 개괄에 국한된

다. 구체적으로 ‘倂購(M&A)’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은 본인의 

선호로 해당 의미를 적용하거나 다양한 시각에서 倂購(M&A)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또한 중국 법조계에서 ‘倂購(M&A)’의

                                                                                                                                       
합병의 경우, 새로운 법률주체가 설립함으로 합병에 참여하는 법률주체는 그들

의 해당 재산을 전체의 형식으로 신설 법률주체에 이전한다. 모든 기존 법률주

체는 소멸된다. 그들의 구성원은 새로이 설립된 법률주체의 지분을 보상으로 획

득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채택하게 된다. 즉 합병에 참

여하는 법률주체의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고 회사의 명예를 감안하여 그들 중 

어느 한 법률주체도 상대방 법률주체에 의해 흡수합병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

우에 그러하다. 여기서 여러 법률주체가 동시에 합병을 진행할 수도 있다. 格茨. 

怀克(德国), 「德国公司法」(殷盛 译)第21版, 法律出版社, 2010년 10월 12일, 715-

721면. 

프랑스 상법 중 합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합병’이란 최소한 2개 현존 

회사의 집합이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 2

개 회사가 혼합을 함으로 단일한 회사로 성립하는 것이다. 最高法院商事庭，

1946년 1월 28일 판결，「达罗斯判例汇编」. 1946년， 168면. 

일본의 2005년 회사법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과 주식이전이 언급되었다. 제27조에서 흡수합병이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전부 권리의무를 합병 후의 존속회사에 계승시키는 회사와 기타 회사가 실시하

는 합병이다. 제28조에서 신설합병이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전부 권리의

무가 합병을 이유로 설립한 회사가 계승하는 2개 이상의 회사 사이에 실시하는 

합병이다. 王保树, 「最新日本公司法」，余敏, 杨东 译，法律出版社，2006년 5월 

1일，57면. 

중국 회사법(公司法) 제9장 173조-177조, 회사합병, 분할, 증자, 감자에 관한 

규정. 



 

-39- 

 의미에 대해 통일되지 아니한 이해를 초래하는 중요원인 중의 하나이다.

82 하지만 ‘M&A(倂購)’는 애초부터 애매한 개념이었으며, ‘M&A(倂購)’의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경

제학자가 지칭하는 ‘M&A(倂購)’의 개념과 법률전문가가 이해하고 있는 

‘M&A(倂購)’의 개념도 완전히 일치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영미법에서도

 ‘M&A(倂購)’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다.83 비록 현실이 이러하지만, 외

자M&A를 논의해야 하므로 ‘M&A(倂購)’의 의미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정리와 설명이 필요하다. 

 

1. MERGER(兼倂)의 개념 

블랙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서 MERGER(兼倂)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Merger’란 존속을 정지한 1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해 흡수되

어, 흡수하는 회사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보유하고, 피흡수회사의 재

산과 책임을 획득하는 것이다. [Merger, The absorption of one company (esp. a 

corporation) that ceases to exist into another that retains its own name and identity 

and acquires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ormer.]84 

상기  해석에  의해 ,  ‘MERGER(兼倂)’은  중국「회사법(公司法)」  상의 

‘흡수합병’에 상당하다. 즉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 또는 다수의 회사를 

흡수하고, 흡수하는 회사가 계속하여 존재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하고 

해당  자산과  권리의무가  존속된  회사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다 . 85  비록 

‘兼倂(merger)’이라는 용어가 중국 기업체제개혁의 실무 및 학술논저 그

리고 신문보도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중국 「회사법(公司法)」에서는 이

                                                      
82 周林, 앞의 주 69의 책, 27면. 

83 郑磊, 「企业并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제1판, 4-5면. 

84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Seventh Edition, WEST GROUP，p125 

85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172조, 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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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용어가 채택되지 않았다. 

1989년 2월 19일 중국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재정

부, 국유자산관리국이 제정한 「기업兼倂에 관한 임시방법(關於企業兼併
的暫行辦法)」중, ‘兼倂(merger)’을 아래와 같이 획정하였다. 즉 한 기업이 

기타  기업의  산권(産權)을  매수하여  기타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법인실체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행위이다. 본 규정에서

는 또한 4가지 兼倂(merger)의 형식을 열거하였다. 즉 채무형식의 兼倂, 

매수형식의 兼倂, 흡수형식의 兼倂, 지배 지주 식의 兼倂이 있다.86 하지

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兼倂(merger)’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전히 서로 

다르다. 

첫째, 兼倂(merger)이란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경쟁능력의 증강, 

기업규모의 확대, 기업효율의 제고 등 목적을 위해, 둘 이상의 독립된 기

업이 결합하는 일종의 현상이다. 이에는 회사합병, 한 회사가 다른 한 회

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 자산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의 일정수량의 지분을 매수함으로 해당 회사를 통제하는 3가지 구체

적인 형식이 포함된다. 이는 중국「반독점법(反 断垄 法)」87상의 ‘합병(合

倂)’의 의미와 유사하다. 

둘째, 兼倂(merger)이란 회사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 또는 

다수 회사의 자산 전부와 책임이 모두 다른 한 회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해당 자산과 책임이 모두 이전하게 되

                                                      
86  원 국가경제분제개혁위원회(原国家经济体制改革委员会), 국가발전화개혁위원

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국유자산관리국(国家国有资产管

理局), 1989년 02월 19일 련합발포 「기업兼倂에 관한 임시방법(关于企业兼并的

暂行办法)」, 1조, 4조 참조. 

87 전국인민대표대화상위회(全国人大常委会), 「반독점법(反垄断法)」, 2007년 08

월 30일 공포, 2008년 08월 01일 실행. (Anti-Monopol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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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는 청산을 거치지 않고 소멸되고, 해당 회사의 자산 전체와 책임

을 인수하는 다른 한 회사는 여전히 본래의 회사명의로 계속 존재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 중의 MERGER의 개념과 일치하며88, 중국「회사법(公

司法)」에서 규정하는 ‘흡수합병’에 해당한다. 

두건군(杜建军)은 <다국적기업의 兼倂에 대한 토론과 연구(对跨国企业

兼并的探讨和研究)>라는 논문 중에서 兼倂(merger)의 의미란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 또는 다수 기업을 흡수함으로 전자는 자신의 법인자격과 

기업상징을 보류하고, 후자는 법인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전자의 구성부

분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89 유사한 해석으로 웅초웅(熊楚熊)은 <주식

회사 재무관리의 원리(股份公司理 学财 原理)>라는 책에서 “기업兼倂(merge

r)이란 하나 또는 2 이상의 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에 가입함으로써 가

입하는  기업이  해산되고  흡수하는  기업이  존속하는  일종의  기업합병의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兼倂(merger)을 흡수합병이라고도 한다. 이

러한 합병형식에서 兼并하는 기업은 피 兼倂되는 기업의 자산 전부와 부

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90 

셋째, 兼倂(merger)이란 법률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의해, 한 기업이 

현금 또는 주식을 지불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타 

기업의 산권(産權)을 취득하여 기타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자격을 상실하

게 하거나, 2개 기업의 자산을 새로이 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함으로 원래 각 기업의 법인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91 

                                                      
88  苗壮, <美国的公司收购: 理论与实务>, 中国人民大学经济法前沿论坛(제28기), 

竞争法论坛(제4기), 证券金融法论坛(제4기), 2008년 05월 29일 발표. 

89 吴德庆, 邓荣霖, 「企业兼并问题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2년 2월, 209

면. 

90 熊楚熊, 「股份公司理财学原理」, 广东高等教育出版社(1992), 215면. 

91 江苏省高级人民法院经济庭, <企业改制后原有债务的承担>, 「人民司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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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兼倂(merger)이란 2개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의 합병이며 새로이 

구성된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兼倂의 결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가 자동으로 피 兼倂기업의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획득할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가리킨다. 兼倂하는 회사 및 피 兼倂된 회사의 이사회에서 해당 거

래행위를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쌍방 주주총회의 비준

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92 

다섯째, 중국 최고인민법원 이국광(李国光) 부원장은 2000년 11월 13일 

전국법원 민사심판업무 회의 중 <현재 민상 사건 심판업무에서 응당 주

의해야 할 주요문제>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회사제(企业公司制)와 주식합작제(股份合作制)의 개편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채권에서 지분권으로의 전환, 소형기업의 매각, 기업兼倂, 기업

분할 등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기업분할 및 기업兼倂 중의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 등 체제개혁형식만이 회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

을 뿐, 현행 법률은 기타 형식의 국유기업 체제개혁에 대해 상응한 구체

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93 그러므로 이국광(李国光)부원장이 지칭하

는 기업兼倂(merger)에는 응당 회사법 중의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뿐만 아

니라 기타 합병(合倂)도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장쑤성(江苏省) 고급 인민법원의 경제법정에 집필한 <기업체제

개혁 이후 원본 채무의 부담(企业改制后原有债务的承担)>과 상하이 고급 

인민법원의 연구실에서 집필한 <차관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함에서 있어서 

약간 문제의 탐구토론> 중에서 기업兼倂(merger)을 각기 채무부담 형식

                                                                                                                                       
년 4월 제04기, 10면. 

92 张忠钢, <企业合并及其规制原因>, 「法学在线」, 北大法律信息网 2005년 6월 

8일, 참조.  

93  李国光， <当前民商事审判工作应当注意的主要问题>, 「最高人民法院公报」 , 

2001년 6월 제6기,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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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兼倂, 매수형식의 兼并, 지분권 흡수형식의 兼倂 및 지주형식의 兼倂

으로 구분하였다.94 

일곱째, 최고인민법원에서  “대련 만사통  전신케이블  유한회사(大连万

事通电信电缆有限公司)와 요녕성 수산그룹 수출입회사(辽宁省水产集团进
出口公司) 사이의 자산양도 분쟁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해당 사건을 분

석하여 “兼倂(merger)의 목적은 기업소유권의 이전이다. 다시 말하면 兼

倂(merger)을 통해 기업의 소유자가 변화되고 원래의 기업은 소멸해야 하

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兼倂(merger)이란 

일방의 주체자격을 소멸하게 하는 기업(회사)합병 형식을 지칭한다.95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법조계에서 ‘兼倂(merger)’의 의미를 광의

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兼倂(merger)은 단지 「회사법(公司

法)」에서 규정한 흡수합병을 지칭한다.96 유럽연합 이사회의 <주식회사 

합병에 관한 제3호 회사법 지령> 제3조에서도 ‘흡수합병’에 대해 아래와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흡수합병이란 1개 또는 1개 이상의 합병당한 회

사가 청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되며, 해당 회사의 자산 전부와 부채

를 1개의 존속회사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지칭한다.97 광의의 兼倂(me

rger)은 「기업兼倂에 관한 임시방법(關於企業兼併的暫行辦法)」에서 규

정한 4가지 종류의 兼倂형식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회사법’ 중에서 규

정한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인수, 연합관리 등의 형식이 포함된다. 

 

                                                      
94  百度文库, 「 企业改制政策法律疑难问题与改制纠纷案件处理及(公司法)修改与
公司诉讼实务高级研修班内部资料」, 百度文库网站, 148면. 

95  百度文库, 「 企业改制政策法律疑难问题与改制纠纷案件处理及(公司法)修改与
公司诉讼实务高级研修班内部资料」, 百度文库网站, 149면. 

96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184조. 

97 赵旭东, 「公司法学」, 高等教育出版社, 2003년 08월 1일 제1판,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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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QUISITION(인수)의 개념 

블랙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서 Acquisition이란 주로 목표대

상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경영권)을 획득하여, 목표회사자산을 획득하는 

것을 지칭한다. [Acquisition, The gaining of possession or control over som

ething < acquisition of the target company's assets>.]98 

상기 해석에 근거하여, ACQUISITION(인수)이란 주로 한 회사의 현금,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매수함으

로 해당 목표회사 그 자체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ACQUISITION(인수)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자주 ‘收

購(shougou)’로 번역된다. 중국에서 인수의 의미를 가지는 ‘收購(shougou)’

라는 용어는 통제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의 「상장회사의 인수관리방법(上市公司收購管理辦法)」 제2조의 규

정에 의하면,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상장회사의 收購(인수)란 인수자

가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활동을 통해, 한 상장회사의 收購(인수)란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를 통해,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

정한 비율로 소지하거나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 이외의 기타 합법적

인 수단으로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경우

에 해당 회사에 대한 실제통제권을 획득하거나 획득하게 하는 행위를 가

리킨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收購(인수)의 핵심은 기업 경영통제권의 이

전이다.99 

이에 ACQUISITION(收購/인수)이란 한 회사가 현금, 채권 또는 주식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매수함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통

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 특징은 목표회사의 경영통제권이 

                                                      
98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Eighth Edition, Thomson West (2004), p25 

99 중국정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상장회사 收購(인수) 관

리방법(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2006년 5월 17일 실행. 



 

-45- 

이전되지만 , 목표회사의  법인지위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미국 

학자 Charles A. Scharf의 ACQUISITION(收購/인수)에 대한 분류에 근거

하여, ACQUISITION(收購/인수) 중에는 Asset Acquisition(자산인수)와 Stoc

k Acquisition(주식인수)가 포함된다.100 하지만 중국 상무부에서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的規定)」에서는 상기 유형을 ‘資産倂購(자산M&A)’와 ‘股權倂購(주식

M&A)’로 지칭하였다. ACQUISITION(收購/인수)과 M&A(倂購) 양자 사이

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101 이는 또한 본 장에서 MERGER(兼倂/흡수

합병)과 ACQUISITION(收購/인수)의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그 의미가 있

다. 

영미법계에서 ACQUISITION(收購/인수)의 의미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단어로는 Purchase, Tender Offer 및 Takeover 등이 있다. Purchase란 합리

적인 대등가격에 기하여, 자유로운 협의의 형식을 통해, 재산을 한 사람

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매수, 저당, 증여 

등 임의의 자유로운 재산거래의 행위가 포함된다. Tender Offer란 통상적

으로 한 회사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 주주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제안한 공개적인 청약을 지칭한다. Takeover란 

                                                      
100 李曙光, <「兼并条例」起草过程中若干问题探讨>, 深圳证券交易所网站,  

http://www.szse.cn/szseWeb/FrontController.szse?ACTIONID=15&ARTICLEID=914&TY

PE=0 

10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는 “동 규정에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자기업(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

权)을 매수(购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

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한다) 또

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하 ‘자산M&A’으로 약칭함)을 말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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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 회사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102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  ‘M&A(倂購)’에는  MERGER(兼倂/흡수합병)과 

ACQUISITION(收購/인수)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한 회사가 현

금, 채권,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기타 회사의 전부재

산과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며, 합병당한 회사가 해

당 법인격을 상실하는 행위를 지칭하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전부 

또는 일정한 수량의 자산 또는 주식을 매수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2.1.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개념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  인수(收購 /acquisition)에는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과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라는 두 가지 형식이 포괄된다. 자

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부분 또는 전산 전부를 

매수함으로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의 자산인수행위가 완성된 후 여전

히 존속한다.103 법인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회사가 매도한 자산의 대

가는 해당 회사자신이 향유해야 하며, 출자자 즉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전산 전부를 획득한다고 해

서 매도하는 회사의 법인자격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때문에 매

도하는 회사가 그 전부 또는 부분 자산을 매도한 후, 그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변화하는 것은 자산의 형태이다. 즉 자산이 실체의 형태

에서 화폐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며, 매도하는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지

분권의 구도도 변화되지 아니한다.104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에서 거래

의 직접결과는 매도하는 회사의 자산이 인수 회사에게 이전되고, 거래의 

간접결과는 매도하는 회사가 해당 자산의 매도로 인해 경영을 정지하게 

                                                      
102 侯怀霞, 钟瑞栋, 앞의 주 80의 논문, 29면. 

103 赵旭东, 앞의 주 97의 책, 416면. 

104 王星, <现代企业法人财产权研究述评>, 「法制博览」, 2012년 제11기,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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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청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1997년에 공포한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조,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

商投資企業合併、分立、股權重組、資產轉讓等重組業務所得稅處理的暫行

規定)」에서도 규정하고 있다.105 

실무에서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와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쉽게 혼

동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양자

의 목적이 다르다. 흡수합병(兼倂/mergers)에서 해당 자산의 이전은 개괄

적인 이전이다. 즉 이전하는 것은 회사의 전산 전부와 권익(지분권과 채

권이  포함된다 )  이지 ,  부분적인  자산이  아니다 .  하지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에서 양도하는 것은 자산의 전부일 수도 있고 자산의 부분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권익(지분권과 채권이 포함된다)이 포함되지 아

니한다. 둘째, 채무부담이 다르다. 흡수합병(兼倂/mergers)에서 피흡수합병

(兼倂/mergers)회사의  전부채무는  존속회사에게  이전하지만 ,  자산인수

(asset acquisition)에서는 계약 중에 인수하는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채무

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  인수하는  회사는  피인수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106. 셋째, 주주의 지위가 다르다. 흡수

합병(兼倂/mergers)에서 존속회사가 해산해야 할 회사의 자산에 대해 지

불한 대가(예컨대 현금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 등)는 직접적으로 해산해

야 할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해야 할 회사의 주주는 현금을 획

득하거나 존속회사의 주주로 된다. 하지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에서 

인수회사가 자산의 양도에 대해 지불한 대가는 매도하는 회사에 속하며, 

매도하는 회사의 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넷째, 법적 결과가 다르

                                                      
105 국가세무총국,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조, 자산양도 등 재구

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分立、股權重組、

資產轉讓等重組業務所得稅處理的暫行規定)」, 1997년 4월 28일 공포. 

106 张舫, 「公司收购法律制度研究」, 法律出版社, 1998년 11월 제1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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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필연적으로  피흡수합병(兼倂/mergers)  회사

의 해산으로 초래하고, 피흡수합병(兼倂/mergers)회사의 권리 전부와 의무

는 모두 존속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필연적

으로 피인수 회사의 해산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107 다섯째, 법적 성질이 

다르다. 흡수합병(兼倂/mergers)의 본질은 법인격(法人格)의 합병이며, 자

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성질은 자산거래행위이며 회사의 인격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  여섯째  법  적용이  다르다 .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본질적으로 회사인격의 합병이며, 단체법상의 계약행위에 속하므로 주로 

‘회사법’과 관련 기업합병의 법률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

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일반적인 거래행위에 속하며, 주로 민법, 계약

법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만약 자산의 전부 또는 중대한 자산을 인수할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과 관련 M&A법률규정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한다.108 

회사 흡수합병(兼倂/mergers),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비교할 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매도하는 회

사가 매수하는 회사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자산인수

(asset acquisition)의 상황에서 인수하는 회사가 계약으로 특별하게 약정하

지 아니한 이상, 매수하려는 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매

도회사의 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회사법이 흡수합병

(兼倂/mergers)하는 자에게 설정한 채권자 공고와 채권자 이의절차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저지도 면할 수 있다. 109 

                                                      
107 陈勃, <企业并购基本法律问题研究>, 「云南大学学报-法学版」, 2001년 제3기, 

78면.  

108  殷建刚, <外资并购国内企业的若干法律问题初探>, 法律图书馆论文资料库, 

2006년 7월 27일，참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7422 

109 <整体并购时, 资产收购的优点>, 公司并购网 2015년 03월 2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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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 ,  흡수합병(兼倂/mergers) 및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비교할 때, 자산인수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는 불리한 요

소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는 주로 세수지출의 증가와 세수감면조건

의 상실 등이 있다. 예컨대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방식을 채택할 경

우, 매수하는 기업은 매도하는 기업의 손실로 인해 얻게되는 소득세 감

면의 기회를 얻을 수 없으며, 매도하는 기업이 종사하는 특정 업종을 이

유로 향유하는 세수혜택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매수하는 회사 및 주주

의 세수지출을 증가시켜 인수의 원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매도하는 회

사가 그의 모든 재산 또는 대부분 재산을 양도한 후 바로 해산할 경우, 

분명히 모종의 양도할 수 없는 ‘壳(shell)’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업상의 신용과 명예, 특허권, 판매망 등이 낭비될 수 있다.

110 

2.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개념  

소위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란 한 회사가 일정한 방식을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권을 인수함으로 해당 회사의 통제권(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이고,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는 지분권 인수행위가 완료된 후에도 계

속하여 존속한다.111 

한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때로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

고, 때로는 해당 기업의 지분권을 매수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

지만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사이에도 명

확한 구별이 있다. 첫째, 주체가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주체

는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회사와  인수  회사이며 ,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주체는  인수 회사와  다른  회사의 주주이다 . 둘째 , 계약의 

                                                                                                                                       
http://www.gentlelaw.com/jbsg/191.html 

110 王芳, <公司并购方式选择之利弊分析>, 百度文库网站, 참조. 

http://wenku.baidu.com/view/1fce0a2e4b73f242336c5fbc.html 

111 赵旭东, 앞의 주 97의 책,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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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대상은 회사의 유형 또는 무

형의 자산이고,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대상은 주주가 향유하는 회

사의 지분권이다.112 셋째, 매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이 다르다. 자산인수

(asset acquisition)의 경우에 인수 회사가 지불하는 대가는 해당 자산을 소

유하는 회사에게 지불되고,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경우에 인수 회

사가 지불하는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불된다. 넷째, 회사에 대한 영

향이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가 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회사자산

의 형태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즉 종전의 기계설비, 원재료, 토지 등으로

부터  금전  또는  기타  가치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  하지만  주식인수

(stock acquisition)가 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회사의 주주가 변화된다는 것

이다. 즉 인수 회사와 해당 회사 사이에 투자법률관계가 설립되는 것이

며,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없다. 다섯째,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경우에는 주로 민법과 계약법을 적용

하는 반면,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법과 증권법

을 적용하게 된다.113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비교적 큰 구별

이 있다. 첫째, 주체가 다르다. 흡수합병은 회사 사이의 행위이며, 주체는

 흡수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하지만 주식인수의 주체는 인수회사와 

목표회사의 주주이다. 둘째, 내용이 다르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해산되는 회사의 권리 전부와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주식인수의 경

우에는 목표회사의 주주가 그의 주식을 인수 회사에 양도한다.114 셋째, 

법적 성질이 다르다. 흡수합병의 본질은 회사인격의 합병이고, 주식인수

의 본질은 지분권 거래행위로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112 中顾网, <资产并购与股权并购之间的区别与联系>, 股东维权网, 참조. 

http://www.gudonglawyer.org.cn/ShowArticle.shtml?ID=2011761332133859.htm 

113 殷建刚, 앞의 주 108의 논문, 참조. 

114 张舫, 앞의 주 106의 책,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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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과가 다르다. 흡수합병의 경우, 필연적으로 피흡수합병회사의 해

산을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한 해산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주식인수

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해산을 초래하지 아니한다.115 다섯째, 합작의 태

도가 다르다. 흡수합병의 경우, 회사 간에는 평등한 협상과 자유로운 합

작의 결과이며 쌍방은 ‘우호’관계에 있다. 하지만 주식인수의 경우, 인수

행위가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반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호적 인수’와 

‘적대적 인수’로 구분될 수 있다.116 

주식인수는 피인수회사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흡수합병과 비교해볼 

때, 피인수회사의 ‘壳(shell)’자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낭비를 초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새로이 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해당 회사의 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전체적인 접수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혼란과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직원들의 정서적인 불

안정 또는 대량 정리해고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 

종전의 채권 및 채무를 변경 또는 새로이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종

전 주식, 채권, 부차적인 권리(예컨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 옵

션, 수시 환수권, 후속 재산의 분할권 등) 및 직원채용계획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다.117 

하지만, 피인수회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

의 주체가 된다. 흡수합병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세수이익이 자연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고, 해당 회사에 대한 통제강도가 흡수합병으로 

                                                      
115 陈勃, 앞의 주 107의 논문, 78면, 참조. 

116 王荣仁, <跨国公司跨境并购法律问题研究>, 复旦大学, 法学博士学位论文(2006

年）, 55면 참조. 

117 百度文库,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规定之解析>, 百度文库网站, 참조.  

http://wenku.baidu.com/view/72fd8469af1ffc4ffe47acc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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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통제강도보다 낮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와 비교해 볼 때, 주식

인수(stock acquisition) 중 인수하는 회사가 이미 목표회사의 주주가 됨으

로 인해, 목표회사의 “존재할 수 있는 부채(或有负债)”에 대해 책임을 부

담해야 한다.118 

상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회사 흡수합병(兼倂/mergers), 자산인

수(asset acquisition),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는 유사한 경제효과를 달성

할 수 있지만 상호 차이점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

적으로 어떠한 선택과 디자인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즉 거래 상대방

에 대한 친숙도와 신뢰도, 인수합병을 당하는 회사의 ‘壳(shell)’자원 가

치, 세수상황,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측 경영진의 태도, 인수합병 회사가 

기대하는 인수합병 대상에 대한 통제강도 등이 있다. 

 

 

제3절 중국법상 외자M&A와 외자인수의 구분 

앞에서 설명한바 같이 M&A(倂購)의 의미에는 흡수합병(兼倂/mergers)

과 인수(收购/acquisitions)가 포함되어 있으며, 흡수합병(兼倂/mergers)과 

인수(收购/acquisitions)는 구별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119에서는 ‘외자M&

A(倂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해당 규정의 내용에는 자산인수와 지

분인수라는 2가지 형식만을 규정하였지, 흡수합병(兼倂/mergers)이라는 형

                                                      
118 위의 논문, 참조. 

119 상무부(商務部),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
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 중국에서 외자 M&A에 관한 가장 권위하고 전문적 

법률 문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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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해당 규정의 제2조에서는 “동 규정에

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权)을 매수(购

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 M&A’로 약칭한다) 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

기업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

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하 ‘자산M&A’으로 약칭함)을 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20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지분M&A(股權併購)’와 ‘자산

M&A(資產併購)’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 토론한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와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를 지칭하며, 해당 내용을 볼 때, 흡수합병

(兼倂/mergers)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M&A(倂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

념 속에는 ‘흡수합병(兼倂/mergers)’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하지만 

상기 규정은 ‘주식M&A(倂購)’와 ‘자산M&A(倂購)’라는 두 개념을 사용함

으로 사실상 해당 개념 속에는 ‘M&A(倂購)’의 전부 의미와 외연을 포섭

                                                      
120 법률 조문의 한글 번역문은 나승복(법학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가 연

구책임자로서 2006년 12월 법제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중국기업 M&A

에 관한 법적규제 연구> 95면 참조하지만 본 논문은 중문원본로 근거하여 연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문에서는 중문 “股权(guquan)”이란 “지분”로 번역하

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분이나 주식”의의미 다 있으야 된다.  

<本规定所称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 系指外国投资者购买境内非外商投资企业(以

下称“境内公司”)股东的股权或认购境内公司增资, 使该境内公司变更设立为外商投

资企业(以下称“股权并购”); 或者, 外国投资者设立外商投资企业, 并通过该企业协议
购买境内企业资产且运营该资产, 或, 外国投资者协议购买境内企业资产, 并以该资
产投资设立外商投资企业运营该资产(以下称“资产并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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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  흡수합병(兼倂/mergers)의  주요성질은 

흡수합병을 당한 회사가 그 법인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지분인수와 자산

인수는  임의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 

예컨대 ‘지분M&A(股權併購)’일 경우, 해당 역내 회사가 외국투자기업으

로 변경될 뿐, 해당 기업의 해산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자산M&A(資產
併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을 거쳐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로 매수하거

나, 직접적으로 협의하여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때, 그 목적은 주로 

해당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이므로 해당 자산을 매도하는 기업의 법인

격을 소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사실상 현재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은 ‘購(acquisitions)’의 내용만을 규정하였고, 

‘倂(mergers)’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규정은 반드시 통일된 

인수합병법(倂購法/M&A Law)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규정은 

단지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라는 2가지 형식만 규정하였지, 기업흡수합병

(兼倂/mergers)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해당 ‘규정’은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에 관한 법률에 불과하다. 

1999년에 공포하고 2001년에 수정한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121은 비록 외국투자기업

 사이의 합병을 허용하고 외국투자기업과 내자 기업 사이의 합병도 허용

하지만, 이러한 합병은 제한적이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서 역내기업을 합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기업을 합병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121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

管理局),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

立的規定)」, 1999년 09월 23일 발포, 2001년 11월 22일 수정, 2012년 10월 08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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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과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

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은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기업에 대한

 흡수합병(兼倂/mergers)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

다. 하지마 현재 중국의 법률정책을 볼 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독립된 재산,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책임이 없이는 지사의 설립을 허용

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로지 ‘M&A(倂購)’의 개념 자체에서 볼 때, ‘흡수합병(兼倂/mergers)’

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단순하게 외자인수(acquisiti

ons)를 지칭한다면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을 규정했어야 할 것이지, ‘지

분M&A(股權併購)’와 ‘자산M&A(資產併購)’가 아닐 것이며, 더군다나 “외

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倂購)”라는 명칭을 달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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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법상 외자M&A의 주체 

 

중국 외자M&A의 주체문제는 외자M&A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중국 학자들 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관리체제의 특수성 및 이론적인 연구의 낙후성과 중

국 기업조직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자로 국유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주체의 혼란을 가져왔다.122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이러한 주체문제를 연

구하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가 M&A로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국내에 대한 일종의 투자방식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가 그 적법성을 갖게 되었다. 상기 규정은 또한 외국투자

자의 직접적인 투자방식을 확대함으로 외자M&A의 질서를 규범화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123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

란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비외국투자기업(역내기업) 투자자의 지분

(股權)을 인수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資)를 인수하여 동 역내기

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지분M&A) 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을 협

의인수하고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

                                                      
122 肖金林, <外资并购国有企业初探>, 「中南财经大学学报」, 2001년 5월 제5기, 

110면, 참조. 

12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57- 

인수하고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

(자산M&A)을 말한다. 

상기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시피 외자M&A의 주체는 주로 ‘외국투

자자’와 ‘역내기업’이다. 외국투자자는 인수합병하는 자이고, 역내기업은 

인수합병  되는  자이다 .  외자M&A의  객체는  중국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투자자 124의 지분(股權)과 역내회사의 증자(增資) 또는 역내기업의  자산

(資産)이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

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의 개념, 비외국투자기

업 지분(股權)과 자산(資産)의 개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법 및 민법의 시각에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과 외자M&A

에 관한 기타 법률법규(法律法規)에 근거하여 외자로 역내기업을 인수합

병하는 주체의 자격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1절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외자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문언 중

‘외자(外資)’란  외국투자자를  가리킨다 .  현행  중국  외국투자법률규정에 

의하면 ‘外國投資者(외국투자자)’라는 용어에는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

제조직과  개인이  포함된다 . 125  하지만  외국투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은  국적(國籍)이다 . 물론  외국투자자의  국적에  대한  판단이 

국제투자법률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적은 한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국

                                                      
124 여기 투자자(投資者)는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주주와 유한책인회사

(有限責任公司)의 지분자를 포함이다. 

125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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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자를 구별하는 근거이다. 본국 국적을 갖는 

투자자는 본국 법인 또는 국민의 지위에 있고, 본국 국적을 갖지 아니하

는 외국투자자는 외국 법인 또는 국민의 지위에 있게 된다. 126 외국 법

인 또는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본국 법인 또는 국민

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가 구별된다. 

둘째, 국적은 한 국가가 해당 역내 투자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주요근거이다. 한 국가의 역내에 있는 투자자는 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는 외국인에게 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즉 ‘국민대우’이다. 혹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임의로 

제3국 국민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최혜국 대우’

이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은 경제발전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자주 외국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준다.127 그러므

로 한 기업 또는 회사가 외국기업 또는 회사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 또는 회사가 대상국가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한 혜택 및 특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적은 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속인법(屬人法)을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한 기업 또는 회사가 외국에서 불법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공평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적국가를 상대

로 외교보호를 요청하거나 국적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에 개입할 수 있

다. 국제적인 실무에서 볼 때, 기업 또는 회사의 국적국가가 해당 외교보

호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주주의 국적국가가 외교보호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회사 또는 기업이 외국에서 투자분쟁 소송이 있을 경우, 만약 해

당 기업 또는 회사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등에 관련될 때에는 통상적으

                                                      
126 杨慧芳, 「外商待遇法律制度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년 4월 제1판, 

21면, 참조. 

127 杨慧芳, 위의 책,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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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인의 국적국법을 적용한다.128 

넷째, 국적은 투자자가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ITs로 약칭한다)과 쌍방 투자협정(BITs)의 구제를 요청하는 기초이다. 

즉 임의의 MITs과 BITs는 모두 체약국이 아닌 투자자에게 해당 구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최초로 법인의 국적문제를 중시한 연구는 1931년부

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각 자본주의 국가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금전지불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외국인’을 확

인하는 수요가 나타났다.129 

외자로 역내기업을 M&A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을 연구하는 목적

은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선 인수합병하는 자가 

진정한 외국투자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해당 투자가 외자진입 허가 정책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서이다. 그리고 해당 M&A행위가 외자M&A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동시에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 재투자 및 간접M&A 등의 행위로 국가의 해당 외자진입허가의 

제한에 대해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자연인일 경우, 국적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

인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국적을 확인하는데 복잡

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급증하는 오늘날에 한 국제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기업법인이 갑국에서 등기하고 자본은 을국의 국민이 지배하며 

해당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가 을국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

업의 국적을 판단하는데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130 법인은 국제적인 직

                                                      
128 李广民, 欧斌, 余丽萍, 王新中, 「国际法」, 清华大学出版社, 2006년 2월 제1

판, 43면, 참조. 

129 梁咏, <海外直接投资之中国投资者论证>, 「云南大学学报法学版」, 2008년 제

3기, 11면. 

130 张庆元, 孙志煜, <法人国籍变动视角：我国外国法人国籍的确定标准>, 「武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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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에 종사하는 주요 참여자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법인의 국적

문제를 논의한다. 

법인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국내이든 국외이든 그리고 이

론이든  실무에서이든 모두  통일된  인식이  없다 . 외자M&A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합법적인 민사주체로서의 외국투자자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

여, 중국의 그 많은 외자M&A의 법률법규(法律法規) 중에는 명확하고 분

명한 정의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일부 학자는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

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일부 학자는 자본의 자본출처지(資本來源地) 

기준 또는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건의하는가 하면, 또 일부 학자는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를 위주로 하고 자본지배(資本控制)를 보조로 하

는 판단기준을 주장한다. 이러한 서로 다양한 기준은 서로 다른 법률법

규(法律法規)에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떠한 법률법규(法律法規)

를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현재까지 공통된 답이 없다.131 

일단 ‘외국투자자’와 ‘외국 자본’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예로 할 때, 

전자는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키며 이는 투자

자 주체의 시각에서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란 외국자본, 

국외 화폐 또는 국외 자금을 가리키며 외국의 개인 직접투자, 외국기업

투자,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발전원조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객체의 시

각에서 정의한 것이다.132 현재의 문제는 주체로 객체를 확정하는가, 아니

면 객체로 주체를 확정하는가 여부이다. 즉, 외국투자자로 외국 자본을 

확정하는지 아니면 외국 자본으로 외국투자자를 확정하는지 여부이다. 

비록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7년 1월 제1기, 81면. 

131 杨占栋, <法人国籍的法律意义及其确定标准>, 「滨州教育学院学报」, 2000년 

12월 제4기, 10면. 

132 王毅, <外资并购之外国投资者辨析>, 「法制与社会」, 2010년 11월 제3기,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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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투자자의 판단기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를 외자M&A의 합법적인 주체로 보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외국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외국

투자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았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

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의 규정에 의하

면, 외국투자자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

境內企業的規定)」에서 지칭하는 ‘외국투자자’라는 개념에는 상기 민사주

체만을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증가된  것인지  문제된다 .  이에 

본 규정의 제52조를 보면, 외국투자자에는 상기 민사주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성회사

(investment company)도 포함된다. 만약 2000년 7월 25일 종전의 대외경제

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의하면, 외국투

자자에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외자기업133 및 외국인 투자주식유한회사134

                                                      
133 외자기업(外資企業),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외자기업(外资企业)은 중국 관련 법률을 딸아서 중국 역내에서 외국투자자 전부 

자본금으로 투자 설입한 기업,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의 중국역내 분지기구

를 포함 하 지 않다. 

13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외국인 투자 주식유한회사

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의 임시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

干问题的暂行规定)」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 투자 주식유한회사란 

본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전부 자본이 같은 액면의 수식으로 구성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부 재산으로 회사

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외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주식을 소지한다. 외

국 주주가 매수 및 소지한 지분이 회사 등기자본의 25%이상인 기업법인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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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된다. 상기 법률법규(法律法規) 중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에 대하

여 어떠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기준 사이의 구별

과 관계가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술상에는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

래와 같은 주요기준이 있다. 첫째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 둘째 영

업중심지(營業中心地) 기준, 셋째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넷째 복합 기

준이 있다.  135 이러한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

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 

본 기준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그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에 따라 정

해야 한다.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은 국내법인이고, 외국에서 설립한 법인

은 외국법인이다. 즉 외국(중국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도 이에 포함

된다)에 등기하여 설립한 회사, 기업 및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모두 ‘외

국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갖고 

있다.136 국유기업, 경제조직 및 개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역외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회사는 모두 외국투자자가 되며, 그들이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모두 외국투

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의

해  판단을  한다면 ,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중국  역내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및 외국투자주

식유한회사는 모두 중국 법인이므로 ‘외국투자자’로 볼 수 없으며, ‘외국

투자자’의 주체자격이 없게 된다.137 

                                                                                                                                       
한다. 

135 李梦娇, <法人国籍的确定标准新论>, 「法制与社会」, 2009년 2월 제2기, 344

면, 참조.  

136 李梦娇, 위의 논문, 345면, 참조. 

137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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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외국투자자일 경우에도 그의 외국국적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란 법적 의미에서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의 ‘개인’은 외국 국

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을 지칭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는 자연인

이다. 이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영구주민을 포함한다. 그렇지마 

외국에 거주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 국민, 혹은 홍콩, 마

카오, 대만 지역에 거주하지만 영구주민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 국민

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범위에는 

상기 민사주체 외에도 국외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138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외국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외국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법적  근거가  없다 . 

많은 법률법규(法律法規)를 보건대, 외국투자자란 외국의 회사, 기업, 경

제조직 및 개인을 지칭하며, 이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회사, 기업, 경

제조직 및 개인이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거주한 중국 국민’은 없다. 다

음, 중국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은 자연인이 취득한 

국적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지 자연인의 주소지(住所地) 또는 거주지(居住

地)에 의해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의 개념

이 너무 애매하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구주민과 임시주민이 

있는데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여 영지분

권을 취득한 중국 국민도 외국투자자로 될 수 없다. 만약 그가 외국에 

                                                                                                                                       
業法)」  제2조에: 중외합작자들이 합작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법의 규정

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혹은 합작조건, 수익 혹은 제품의 분배, 위험

성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

정해야 한다.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 법률 상 법인의 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

합하면 법에 의해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138 张远忠, 「外资并购国有企业中的法律问题分析」, 法律出版社, 2004년3월 제1

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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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여  등기한  회사를  통해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  중국  현행 

법률에 의해, 해당 회사는 외국투자자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

서 해당 중국 국민이 외국투자자로 간주된 것은 아니다.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설립등기지

(設立登記地)가 확고하므로 식별하기에 유리하다. 둘째, 설립등기지(設立

登記地) 국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인은 스스로 국적을 변경할 수 없

다. 셋째, 만약 법인의 행위가 법률 또는 사회공익에 심각하게 위배될 경

우 ,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국가는  쉽게  해당  법인의  등기를  취소하여 

해산시킬 수 있다.139 하지만 일부 학자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

다. 즉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은 일부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도대

체 어느 국가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은폐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중국 역내의 국유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역내자본을 이용하여 역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  겉으로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자본이라는 것이다.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채

택하면, 국내자본을 외국자본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 외국투자

자는 때로는 위탁의 방식으로 중국에서 법인기업을 설립한 후, 중국 법

인의 신분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 법률을 기피하려는 목적을 달

성하는 경우도 있다.140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는 2001년 10월 31일 거린커얼(Green & Cool) 가 

중국에서 설립한 순덕시 거린커얼(Green & Cool) 기업발전회사는 광동커

룽(科龙)전기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순덕시 용계진 정부)가 소지한 총 204,

475,755주의 지분을 인수함으로 중국 산업진출 허가제한의 정책을 교묘

                                                      
139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53면. 

140 韩德培, 「国际私法新论」, 武汉大学出版社, 1997년 9월 제1판,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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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기피하였다.141 

1.2.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 기준 

본 기준의 내용은 법인의 주소는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경제활동의 중

심이며, 법인의 국적은 그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

소지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법인이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해당 법인이 그 경영목

적을 실현하는 곳이며, 해당 법인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그  밖에  법인의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당사

자가 법률을 기피하기 위해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142 하지만 어

느 곳을 법인의 주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의 견해와 각국의 실

무가 일치하지 않다. 이러한 기준을 반대하는 자에 의하면, 법인이 임의

로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의로 국적을 변경하여 법

률의 기피를 통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143 

이러한 기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 

또는 개인은 역내자본으로 역외에서 회사를 등기하였지만 주요한 경영과 

영업장소가 모두 중국 역내에 있다. 이러한 역내자본, 역외등기, 역내경

영의 기업은 통상적으로 역외회사(Offshore Company)라고 한다. 이러한 

역외회사에  대하여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 

역내기업의 대우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외국투자자로 보았다. 그가 역내

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또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으로 등기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다. 

1.3.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은 ‘자본출처지(資本來源地) 기준’이라고도 한

                                                      
141 李善民, 王彩萍, 앞의 주 48의 논문, 56면, 참조. 

142 韩德培, 앞의 주 102의 책, 111면. 

143 杨占栋, 앞의 주 131의 논문,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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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본을 외국 국적의 주주가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적 추세로 볼 때, 자본지

배설(資本控制說)이 날이 갈수록 국제조약 및 양자조약의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1989년 ELSL사례에서 자본지배 이론의 판단기

준을 채택하였다. 중국과 스위스가 체결한 투자보호협의(投资保护协议)도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였다.144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적용에 있어서 일

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법인의 진정한 자본이 어느 국가의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법인을 지

배하는 주주가 자주 변동되고, 주주의 국적도 따라서 변화한다. 셋째, 주

주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주주의 수에 따라 국적을 정할 것인지 아

니면 출자의 규모에 따라 국적을 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넷째, 만약 법

인이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이라면 해당 국적을 추적하기에 

더욱 어렵게 된다.145 

2003년 6월 10일에 상무부는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을 공포하였으며, 본 임시규정에서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채택하여  외국투자자를  판단하였다 .  예컨대 

규정에 의하면, 중국 역내의 외국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가 투자

로 설립한 기업, 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같이 투자한 비율이 설립

한 기업 등기자본금의 25%보다 낮지 아니할 때, 설립한 기업은 외국투

자기업의 대우를 받게 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

업허가증을 발급한다.146 투자성회사는 발기인으로써 외국투자주식유한회

사를 설립할 수 있거나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의 상장하여 유통하지 않은 

법인주식을 소지할 수 있다. 투자성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역

                                                      
144 戈宇, 「公司股权转让操作指南」, 法律出版社出版, 2004년 4월 제1판, 27면. 

145 杨占栋, 앞의 주 131의 논문, 11면, 참조. 

146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

2003년 6월 10일 공포, 2004년 11월 17일 수정,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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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타 주식유한회사의 상장하여 유통하지 않은 법인주식을 소지할 수 

있다. 투자성회사는 주식유한회의 역외 발기인 또는 주주로 보아야 한다.

147 

2000년 종전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국

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

規定)」을 공포하였으며, 본 임시규정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해당 규정의 제3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는 「외

국투자방향을 지도하는 임시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과 「외국

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영역에  투자할  수  없다 .”고 

한다.148 동 규정의 제16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중서부 지역

에 투자할 경우, 투자를 받는 회사의 등기자본 중 외자비율이 25%보다 

낮지 아니하면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상기 규정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가 

중국 역내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과 기타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

서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중국 법인에 속하며 외국투자

자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다면, 이들은 중국 역내에 대한 투자가 외국투자에 속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외국투자기업이  모두  중국  법인에  속하지만  그들의  자본출처가 

외국투자자고 외국투자자에 의해 지배된다. 만약 자본지배(資本控制) 기

준으로  판단한다면 , 이러한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로  보아야  한다 . 

‘자본지배(資本控制)’의 문제에 있어서, 25%인지 51%인지 또는 기타 비

율인지는 상기 규정에서 해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기 두 규정에서 외

                                                      
147  「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제14조 참조. 

148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

行規定)」,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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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자의 비율이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등기자본금의 25%보다 낮지 

아니할 경우에 설립한 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였

기 때문에 25%의 비율로 자본지배(資本控制)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에  대한  일부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 자본의 

출처가 역외이고 최종권익 소지자의 국적이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이를 

‘외자’로 보아야 한다. 역외에서 설립한 중국자본 기구에 대하여, 만약 

해당 기구의 의사에 의해 ‘외자’의 신분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자’로 보아야 한다. 자본의 출처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자본의 양을 보아야 한다. 즉 자본의 주입이 많은지 아니면 유출이 많은

지를 보아야 한다. 회사의 지분 상황을 볼 때, 권익 소지자의 국적이 중

국인지 아니면 외국인지를 보아야 한다.149 자본출처를 기준으로 외국투

자자 주체자격을 판단하려면, 시종일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상기 견해를 볼 때 이러한 기준도 시종일관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

다. 역외에서 설립한 중국자본 기구에 있어서 만약 해당 기구의 자본출

처가 역내라면, 비록 해당 기구의 의사에 의해 ‘외자’의 신분으로 역내기

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더라도 ‘외자’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권익 

소지자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지만  해당  자본의  실제  출처가  역내라면 , 

외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자로 볼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

본지배(資本控制)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1.4. 복합 기준 

복합기준이라는 것은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과 자본지배(資本控

制) 기준을 병용하여 외국투자자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1.4.1.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현재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149 冯加庆, <外资的法律界定需要统一标准>, 「中国证券报」2003년 3월 18일,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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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것

에 관한 약간문제의 의견(시행)關於貫徹<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若干問

題的意見(試行)」의 제184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등기한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 주

체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단점이 있다. 즉 실제의 적

용에 있어서 외국투자자가 이를 기피하기 쉽다는 것 이다.150 예컨대 80~

90년대 많은 외국투자자(역내기업 또는 개인이 역외에서 등기한 기업도 

포함된다)는 중국 역내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등기하고 설립하였지만 자금

이 역외에서 외화의 형식으로 유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투

자기업이 역내에서 얻은 이윤으로 투자하는 위안화도 아니다. 이러한 자

금은 역내기업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하거나 기타 

융자의 수단으로 역내에서 모집한 자금을 출자로 하였다.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는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와 베이징시 이상(二

商)그룹 사이의 중외합작기업 계약분쟁 사례가 있다.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는 그의 역외자금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역내의 광동 휘통 회사를 

통해 위안화의 형식으로 합작회사에 입금하였다. 본 사안의 중점은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출자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외국투자자로써 주체 적격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이다. 만약 설립

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적용한다면,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는 적

격한 외국투자자로서 문제가 없다. 만약 자본지배(資本控制)의 기준에서 

고려한다면,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적격한 외국투자자로 될 수 있

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하

                                                      
150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것에 관

한 약간문제의 의견(시행)關於貫徹<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若干問題的意見(試

行)」의 제184조 ‘외국 법인은 그가 등기한 국가의 법률을 본국법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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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와 광동 휘통 회사는 합작관계가 있다고 보

았다. 즉 출자 후에 획득한 이윤을 합작관계에 의해 분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다. 만약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자금을 내지 않고 모든 자금의 출처가 광동 휘통 회사이라면, 광

동 휘통 회사는 사실상 익명의 주주가 되고,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는 

명의상의 주주가 되므로 허위로 외국투자기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

으로 된다.151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는 거린커얼(Green & Cool)이 커룽(科龙)전기를 

M&A사례이다. 거린커얼(Green & Cool)은 역외에서 등기한 외국법인이며 

주로 냉각기술로 발전해온 기업이다. 이는 세계 3대 냉각제 생산자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2000년 7월 홍콩에서 상장하였고 현재 영국, 미국, 캐

나다 등 국가 및 국내의 베이징, 천진 등의 지역에 투자하였다. 2001년 

거린커얼(Green & Cool)은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순덕시 거린커얼(Green 

& Cool) 기업발전회사는 상장회사인 ‘커룽(科龙)전기’를 인수함으로 ‘외

자’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을  기피하여  중국  자본시장에  진입하였다 .152 

그러므로 상장회사의 M&A에 대한 외자의 개입을 설계할 때, 단순히 설

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1.4.2. 단순히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상황 

2003년 6월 10일 공포하고  2004년 11월 17일 수정한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 및 그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  투자성회사(investment 

                                                      
151 李善民, 王彩萍, 앞의 주 48의 논문, 56면 참조. 

152 徐洪才, 「中国资本运营经典案例（上册: 创新篇）」, 清华大学出版社, 2006년 

9월 제1판,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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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가  재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여전히  외국투자기업에  속하며 , 

사실상  중국법인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투자자로  보는  것이다 . 

이는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153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중국 역외에서 등기된 중국자본 기업이 국내투

자에 개입할 경우, ‘외자’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종전 외

국인 투자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면 역외 중국자본 기업이 국내에 투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외자로 본다. 

예컨대 홍콩 화윤(华润)그룹유한회사가 베이징 화원 부동산 회사를 M

&A하는 사건에서 홍콩 화윤(华润)그룹유한회사는 중국 종전의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 예속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등기된 중국 국유기업이고, 홍

콩 화윤 창업회사는 홍콩 화윤(华润)그룹유한회사 아래의 주요 부속 상

장회사이다.154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근거한다면, 화윤 

창업회사는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갖게 된다. 만약 ‘자본지배(資本控

制) 기준’ 및 2003년 5월 27일에 공포한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

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의하면, 화윤 창업회사는 ‘중국

자본’에 속하게 되며 ‘외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외국투자자

의 주체자격을 가질 수 없다. 화윤 창업회사가 ‘외자’가 아니라 ‘중국자

본’이기 때문에 베이징 화원 부동산 유한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기타 외

국투자자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외자회사가 금융, 부동산

으로 상장할 수 없다는 장벽을 돌파하였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화윤 창업회사와 같이 중국 역내의 금융 또는 부동

산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역외에서 상장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는 비준할

                                                      
153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

2003년 6월 10일 공포, 2004년 11월 17일 수정, 제2조 제14조, 제20조 참조. 

154  王东, 张秋生, 「企业兼并与收购案例」 , 清华大学出版社, 北京交通大学出版

社, 2004년 2월 제1판,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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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국투자자

는 진정한 ‘외자’이고 ‘화윤 창업회사’는 ‘가짜 외자’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M&A의 정책을 집행할 때 아직 외국투자자와 내국투자자을 구분하

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만으로 외국투

자자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홍콩 화윤 창업회사가 베이징 화

원 부동산 회사를 인수한 사례를 외자M&A의 전형적인 사례로 계속 선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단순히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에 의해 외자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설

립등기지(設立登記地) ’와  ‘자본지배(資本控制) ’의  병용기준을  채택하여 ,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국  외자M&A의  실제상황에 

비교적 부합한다고 본다. 총체적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와 ‘자본지

배(資本控制)’의 병용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주체지위를 식

별하는 비교적 유효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는 가장 진실하게 ‘외국투자

자’의 실제모습을 반영하는 기준이다. 

 

2. 설립등기지 기준과 자본지배 기준을 병용 

2.1. 역내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인 경우 

다수 국가의 회사법은 주주가 소지한 지분비율이 얼마인가에 의해 ‘자

본지배(資本控制)’를 확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주회사(控股)’이

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일 경우, 보유한 주식이 51%이상이면 ‘지주회

사(控股)’이고, 상장회사일 경우, 보유 주식이 10%이상이면 ‘지주회사(控

股)’이다.155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률 중,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

가 25%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성질을 확정한다.  

                                                      
155 李寿双, 王春阳, <外商投资性公司的身份冲突及法律应对>, 「特区法坛」2003

년 제75기,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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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0일 종전 대외경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포한 「외국투자기업의 심준, 등기, 

외환 및 세무관리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外商投資企業審批, 登記, 外

匯及稅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출자비

율이 25%보다 낮을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

는 현행의 외국투자기업 심사비준 등기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하고 등기한

다. 심사비준에 통과한 경우, ‘외자비율이 25%보다 낮다’는 문구가 추가

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등기를 한 경우, ‘기업유형’이라

는 란 뒤에 ‘외자비율이 25%보다 낮다’는 문구를 추가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본 규정은 외국투자자의 출자가 25%보

다 낮아도 된다는 적법성을 행정규장(行政規章)의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6년 9월 8일 상무부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

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제9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출자비율로 외국투자기업의 성질을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외자의 지배

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외자의 지배(外资控股)도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에 의해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법

률 중에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할  때 ,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 

중에서의 출자비율이 중요하게 돋보인다. 즉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 

중에서 얼마만큼의 출자비율을 소지해야 해당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

자의 주체자격을 충족시키는가? 25%인지 아니면 51%인지, 그리고 상장

회사에서 소지해야 할 비율이 얼마인지 문제될 수 있다. 

2002년 12월 1일부터 실행한 「적격한 역외기구투자자 역내증권투자관

리 임시방법(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제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적격한 투자자가 소지하는 한 상장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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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해당 상장회사 총 주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10%의  비율이  상장회사가  외국투자자인지 여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

고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규정

(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156과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

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157의 관련 규정에

서도 예외 없이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및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외국투자자로  보았

다. 

외국인독자(100%지분)기업 또는 51%이상의 지분을 갖는 중외합자경영

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볼 때, 이들을 외국

투자자로 간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51%보다 낮거나 심지어 25%이하의 외국투자기업을 외국투자자

로 볼 수 있는 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외국투자

기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이든  자본지배(資

本控制) 기준이든 모두 그들을 외국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 일부 학자는 

중국에는 아직까지 외자를 확정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며, 외자에 

대한 판단에 자의성이 크며, 서로 다른 부문이 제정한 법률법규(法律法

規) 중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상호 모순되

고 저촉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158 외국투자자이든 역내 투자자이든 모두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 

사견상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과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156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

定)」, 제2조, 제17조 참조. 

157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제20조 참조. 

158 冯加庆, 앞의 주 149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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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하는 기준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은 모두 중국 법인이다. 둘째,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보다 낮은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외국투자자로 간주할 수 없다. 셋째,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이 10%보다 낮은 상장회사는 외국투자자로 간주할 수 없다. 넷

째 ,  외국투자자의  출자가  전부  역내에서  오고  해당  외국투자자의  역내 

합법수입이 아닐 경우, 그가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의 대

우를 받을 수 없고 내자기업의 신분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다. 

2.2. 역외에서 설립한 국유자본기구의 주체자격 

국유자본기구(中資機構)란 통상적으로 중국 대륙 또는 중국의 자금으

로 경영하는 기업을 지칭한다.159 대부분의 중국자본 기구는 모두 국유배

경을 갖고 있으며 중국 국영기업 또는 그 소속기구이다. 더욱 많은 것은 

중국  국영기업의  배경이  있는  사람  또는  자금으로  민간기업(민영화)의 

영리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국영사업이 재투자 또는 해외

기업의 주식을 획득함으로 제3자의 명의로 기타 지역의 사업에 투자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자본 배경의 기구에 대한 외부의 걱정을 약화시

킨다.160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에  의하면 , 기업국유자산이란  국가가  기업에  대한  각종  형식의  투자와 

투자로 인해 형성된 권익 및 법에 의해 인정된 국가소유의 기타 권익을 

지칭한다.161 역외에서 등기한 중국자본 기구에 있어서, 역외자본이든 역

내자본이든 국가의 형식으로 투자하였다면 모두 국유기업으로 인정되어

                                                      
159 国家税务总局, 「关于境外注册中资控股企业依据实际管理机构标准认定为居民

企业有关问题的通知」, 2009년 5월 20알 공포, 제1조 참조. 

160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wiki/%E4%B8%AD%E8%B3%87 

161 국무원(国务院),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

行條例)」, 2003년 5월 27일 공포, 제3조,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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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역내 및 역외에서 등기한 이런 중국자본 기구가 외국투자자의 

자격주체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구별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2.2.1 국가가 역외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역외 중국자본 기구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외국투자자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

구는 외국투자자의 신분으로 역내에서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여도 된

다. 그리고 인수합병한 후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에 있어서, 해당 투자비

율이 25%보다 낮지 아니하는 이상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

다.162 하지만 ‘역외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2.2 비록 국가가 투자하였지만 실질은 외자가 지배하는 중국자본 기구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당연히 외국투자자로 분류해야 한다. 

물론 외자가 지배하는 판단기준은 비상장회사일 경우, 외자가 차지하는

지분의  비율이  51%이상이고  상장회사일  경우 ,  외자가  차지하는지분의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2.2.3 국가가 역내자본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자본 기구 

사견상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외국투자자로 볼 수 없다 없다

고 생각된다. 해당 기구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산업진출 허가정책

의 제한 대상일 수 없다. 홍콩화윤(华润)창업이 베이징화원(华远)부동산

을 M&A사례(香港華潤創業併購北京華遠房地產案)163이 바로 전형적인 예

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렇지 아니하면, 중국자본 기구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받을 수 있

는 국내기업 산업진출 허가정책의 혜택에 대해, 진정한 외국투자자도 상

기 중국자본 기구가 향유하는 국민대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162 国家税务总局, 「关于境外注册中资控股企业依据实际管理机构标准认定为居民

企业有关问题的通知」, 2009년 5월 20일 공포, 제2조 참조. 

163 王东, 张秋生, 앞의 주 154의 책, 39면. 



 

-77-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외국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서

의 국민대우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2.2.4 국가지주의 중국자본 기구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원칙적으로 외국투자자로 보아야 한다. 

국유지분이 75%이상이고 심사를 거친 후 일부 업종에서 M&A를 진행할 

경우 국내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유지분이 중국자본 기구 

중에서 75%이상을 차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중국자본 기구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러한 방식은 외국투자자 주체자격을 식별하는데 

불리하다. 

2.3. 역내 민영기업 또는 개인이 역외에서 설립한 회사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그 배경이 비교적 복잡하다. 설립등기지(設立登

記地) 기준을 적용하든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적용하든 해당 외국투

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곤란하다 .  여기서도  서로  다른 

국적의 주주문제, 역내 및 역외자본 등의 문제도 있다. 

일부 학자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였다. 즉 외국투자자의 주체자

격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본의 출처에서 볼 때 주로 자본의 양을 고

찰하여 자본의 유입이 많은지 아니면 유출이 많은지를 보고, 회사 지분

권리의 지배 상황에서 볼 때 최종권익을 소지한 사람의 국적이 역내인가 

아니면  역외인가를 보아야  한다 .164 하지만 자본의  양을  누가  감독관리 

하는지? 최종권익을 소지한 사람의 국적을 누가 심사하는지? 이러한 문

제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민영기업 또는 개인이 역외에서 등기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역외

                                                      
164 韩彩珍, 「中国外资政策和法律的绩效分析」, 中国经济出版社, 2007년 1월 1

일,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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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Offshore Company)을 설립한다.165 현재 상무부에서는 역외회사의 외

국투자자로써 신분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만약 회사 주주가 중국 

국민이고 자본은 역외의 것이라고 확인되었다면, 해당 회사가 외국투자

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법인 국적원칙에 부

합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 회사 자본의 출처가 국내라고 증

명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역외에서 등기한 회사

는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채택하여 통상적으로 외

국투자자라고 본다. 다만 해당 투자의 출처가 역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달리한다. 2005년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 외자M&A

의 외환관리를 보완하는 데에 관한 관련 문제(國家外匯管理局關於完善外

資併購外匯管理有關問題)」를 공포하여 각 분국, 외환관리부문이 외자M

&A로 인해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의 외환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역외기

업이 역내주민에 의해 설립 또는 지배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역외기

업이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리조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

사해야 한다고 하였다.166 이러한 규정의 공포는 아마도 외국투자자의 주

체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종전의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 ’에서 

‘자본지배지(資本控制地) 기준’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65 OECD 직접투자 기준정의에 근거하여, 역외회사란 투자자가 회사의 설립지

와 영업지를 각기 서로 다른 국가에 설립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영업지에 투자

하는 것이다. 즉 영업지에서 투자자 회사의 전부자금 또는 자산을 소지하게 된

다. 대부분 상황에서 회사의 영업지와 설립지 사이에는 경영상의 왕래가 없다. 

동시에 투자자의 회사는 제3국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산 또는 자금은 

회사의 영업지와 제3국 사이에 존재하고 경영상의 왕래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투자자는 투자거래의 데이터를 회사의 설립지와 제3국 사이에 기록한다. 즉 영

업지와 제3국 사이의 거래를 설립지와 제3자 사이의 거래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王童, <维尔京群岛的避税与反避税>, 「决策与信息附经观察」, 2006년 제1기, 10면. 

166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국가외환관리국 외자M&A의 외환관리를 

보완하는 데에 관한 관련 문제(國家外匯管理局關於完善外資併購外匯管理有關問

題)」, 2005년 1월 24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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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내기업의 주체자격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에 있어서 인수자의 주체는 외국투자자

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피인수자의 주체는 누구인가? 즉 역내기업 자체

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M&A 되는 객체가 무엇인

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 기업체제인 민영기업일 경우, 만약 해당 기업

에 대해 ‘지분M&A’를 하면 피인수자의 주체는 해당 역내기업의 지분을 

지배하는 주주일 것이다. 만약 ‘자산 M&A’를 하면 피인수자의 주체는 

역내기업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중국 외자 M&A의 실무에서 제3의 경우가 있다

는 점이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역내의 국유기업

167이라면 피인수자는 국유기업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매도하는 주체도 

국유기업 그 자체인가? 아니면 해당 국유기업을 지배하는 주주인가? 국

유기업의 주주가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

제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중국은 그 역사적인 계획경제의 영향과 현행 관련 법률규정

이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아니  함으로  인해 ,  국유기업의  소유주체가 

결격되고 모호할 수 밖에 없다.168 

외자M&A의 실무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이러한 문제

점에 주의하지 않거나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167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業法)」의 규정에 의하면, ‘전민

소유제기업’이란 기업의 재산이 전체 인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자주

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이익과 손실에 책임지며 독립적인 회계를 갖는 상품 

생산 및 경영의 단위이다. 전민소유제기업은 또한 국유기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광의의 국유기업에는 국가가 지주하는 주식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국유독자

회사가 포함되며, 전민소유제기업은 국유기업의 한 종류일 뿐이다. 

168 장진보, <中國 會社型 國有企業의 支配構造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2011

년법학박사 학위논문, 16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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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대한 혼란이 문제된다. 예컨대 광동화보( 宝华 )그룹주식유한회사의 

M&A사건 중에서 주체문제가 나타났었다. 1993년 말, 순덕현발전(发展)

총회사(집체소유제169)로부터 발전해 온 광동화보( 宝华 )그룹주식유한회사

는 성공적으로 주식구조형 회사로 개편된 후, 정식으로 광동화보( 宝华 )그

룹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을  선고하였다 .  해당  회사의  등기자본은  17억여 

위안이고, 그 중 10억여 위안의 지분은 광동화보( 宝华 )그룹주식회사가 소

유하였다. 1993년 9월~10월, 화보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관련 정부부문의 간부는 직접 홍콩옹씨가족과 협상하여 화보(그룹)주식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 후 정부 측 간부의 요구하에 당시 화

보 이사장과 홍콩옹씨가족은 양도 의향이 있는 문서를 체결하였다. 다음 

관련 정부 부문의 한 간부는 또 다른 홍콩 상인과 문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해당 정부부문이 화보(그룹)주식유한회사의 전신(前身) 및 

회사제도로 개편하는 발기인이라고  명시하였고  화보(그룹)주식유한회사 

100%지분의 소유자라고 하였으며 80,500만 주를 홍콩상인에게 매도함으

로 총가격 12.88억 위안이었다. 1998년 10월 21일 순덕시의 한 지주회사

는 상기 문서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심지어 더욱 상세한 양해각

서(MOU)를 홍콩상인과 체결하였다. 해당 양해각서(MOU)에서 홍콩 측이 

화보(그룹)주식유한회사에 소속한 12개 합자합작기업을 매수하고 지분비

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외에 기타 금액은 현금의 형식으로 화보(그

룹)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아니한 소위의 지주회사에게 지불

하라는 것이다.170 

                                                      
169 「성진 집체소유제기업 조례(城镇集体所有制企业条例)」의 근정에 의하면, 

성진 집체소유제기업(아래‘집체기업’으로 약칭한다)이란 재산이 노동군중이라는 

집체가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을 실행하며 분배방식에서 노동에 의한 분배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조직이다. 

170 刘李胜, 邵东业, 庞锦, 「外资并购国有企业: 实证分析与对策研究」, 经济出版

社, 1997년 12월 제1판, 362면. 



 

-81- 

상기 사례와 같이 M&A 주체의 혼란문제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M&

A 쌍방 당사자 간에 주식M&A와 자산M&A의 개념과 그 구별에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되는 

국유기업을 계약 체결의 주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부문을 계약 체

결의 주체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일부는 인수 되는 국

유기업을 계약 체결의 주체로 하고, 일부는 정부부문을 계약 체결의 주

체로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는 양자를 함께 계약 체결의 주체로 한 것도 

있다. 이러한 주체 혼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자M&A 중 피인수자

의 주체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지분인수에서 피인수주체의 확정 

외자 국유기업의 産權(재산권)을 지분인수할 때, 국유기업 자체가 주체

로 될 수 없다. 주체는 해당 국유기업 지분을 소지한 주주이어야 하며 

여기서  주주가  바로  출자자이다 .  국유기업의  출자자가  바로  국가이다 .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의하면 국가는 아래와 같은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실행한다. 즉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기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소유

자 권익을 향유하며,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책임이 통일되고 자산관리 및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리를 결합하는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실행한다. 국

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설립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수권

에 의해, 법에 따라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

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171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171 국무원(国务院),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

行條例)」, 2003년 5월 13일,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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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법정절차에 의해 그가 출자

한 기업 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분할, 합병, 파산에 의한 해

산, 자본의 증가 및 감소, 회사채의 발행 등 중대사항을 결정한다. 그 중 

중요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가 분할, 합병, 파산, 해산할 경우, 국

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심사를 받은 후,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그가 출자한 기업의 국유지분 양도를 결

정한다 .  그  중  전부의  국유지분을  양도하거나  부분  국유지분의  양도로 

국가의 지주자격이 소멸될 때,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172 

상기 규정에서 볼 때,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은 국유지분의 소유자 권

능과 직책을 행사하는 대표이다. 즉 그는 국유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주

체이다 .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은  국유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주체로써 

외자M&A 과정 중, 외국투자자와 같은 법률상의 평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M&A 중의 자산평가, 가격확정 등 문제는 모두 쌍방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국유기업의 출자자 권능

과 직책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정부관리기

구인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정부관리직능을  수행하고  관련  법률(法

律), 법규(法規)를 집행하며 쌍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의해 평가

절차를 확정하며 평가기구의 자질을 인정하는 등 직능을 행사할 수 있지

만,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실제양도 가격에 대한 최종 비준권한은 없다고 

본다. 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

장이다.173 

                                                      
172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제21

조, 제23조. 

173 赵梅, <浅议《企业国有资产法》的缺憾与对策>, 「经济师」, 2009년 9월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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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부 학자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정부기구로써 국유기업 

출자자의 신분으로 외국투자자와 지분양도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해당 

법적 성질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합의서를 국가계약(State Con

tract)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174 통상적으로 투자국가와 대상국가는 

자주 국가계약의 책임부담에서 분쟁이 생긴다. 예컨대 선진국은 자본수

출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가가 국가계약에서 국제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본수입국인 개도국은 자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175  그러므로  중국정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합의의 주체가 되어 M&A에 참여할 경우, 해당 합의서의 인정에 분쟁이 

발생할 때, 국내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와 타국국민 

민간투자분쟁의 해결에 대한 공약(解決國家與他國國民間投資爭端公約)」

에 따라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조정 또는 중

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76 

만약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지분M&A의 중국 측 주체로 될 수 없

다면, 누가 대표로 될 수 있는가? 일부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국유자산

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을 중국 측 주체로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177 하지만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

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을 중국 측 주체로 한다면 어떠한 신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가 출자자

의 신분으로 중국 측 주체의 역할을 하고, 정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은 주

                                                                                                                                       
기, 64면. 

174 呼书秀, 「中国与东盟发展相互投资的法律机制研究」 , 北京大学出版社, 2005

년 10월 제1판, 102면. 

175 车丕照, 「国际经济法原理」, 吉林大学出版社， 1999년 9월 제1판, 76면. 

176  唐青阳, <外资兼并和收购国有企业的若干法律问题探讨——兼谈对我国外资立

法的改革和完善>, 2003면 4월 10일 经济法网, 참조. 

http://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9081&NewsType=0 

177 唐青阳,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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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 측 주체의 역할을 한다면, 출자자의 신분인

지 대리인의 신분인지를 불문하고, 그들은 여전히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

기업 출자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를 

주체로 하는 것과 구별이 있는가? 이러한 조직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출

자자이므로 여전히 공법인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이 중국 측 주체로 

되는 것과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중국 측 주체로 되는 것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  그렇다면 외자M&A에 참여하는 중국 측 주체가 어떠한 

형식의 경제조직으로 구성되어야만 ‘국가계약’의 혐의에서 배제될 수 있

는가?  ‘신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비교적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신탁’은 영국 형평법(equity)에서 승인한 일종의 재산관계이다.178 이러한 

관계는 위탁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발생한다. 수탁

자는 재산소유자의 신분으로 일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

의 수익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179 

신탁제도에 따라, 국가는 국유기업 중의 지분 또는 자산을 국유자산투

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타 경제조직에 이전할 수 있다. 이에 

수탁자인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 수권의 기타 경제조직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자기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

분할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신탁재산 그 자체 및 그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이익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수익자만이 향유할 수 있다. 이밖

에 신탁한 지분 또는 신탁한 전부재산 또는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탁자, 즉 국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신탁관계 중에서 첫째, 위탁자인 국가는 이미 국유기업의 지분 

                                                      
178 陈颐, <衡平法、用益与信托英国信托法的早期史概说>, 「南京大学法律评论」, 

2011년 2월 제2기, 325면. 

179 昌忠泽, 袁国良, <国有资产信托经营初探>, 「经济学家」, 1996년 6월 제6기,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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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  즉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타 경제조직에게 이전한다. 둘째, 수탁자가 국유기

업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하

여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셋째, 수탁자가 신탁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하

여 처분할 때, 반드시 위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재

산 그 자체 및 발생한 모든 이익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수익자가 

향유한다.180 이러한 신탁제도의 설계는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

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차이점이라면 ,  전자는  신탁이고  후자는  관리의  위임(托管)이며 ,  양자의 

가장 큰 구별은 ‘관리를 위임’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반면, 신탁은 해당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

게도 이러한 현대의 신탁제도가 중국 입법자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단

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지분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법률관계의 단

계에만 머물러 있다.181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탁자인 국유자산투자경영

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외자M&A에 참여할 때, ‘국가계약’이라는 혐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 자산인수에서 피인수주체의 확정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주체는 관리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해당 국유기업 그 

자체이다 . 법인  재산권이론에  의해 , 국유기업의  자산은  국유기업법인이 

소유해야 하며, 국유기업법인은 그가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180  杜寒阳, <经营性国有资产引入商事信托之法律构想>, 「华南师范大学学报」 , 

2013년 1월 제1기, 105면. 

181 吴弘, 贾希凌, 程胜著, 「信托法论」, 立信会计出版社, 2003년 8월 제1판, 2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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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갖는다.182 하지만 「민법통칙(民法通則)」,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業法)」 및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의 경영체제를 전환하는 조례(全民所有製工業企業轉換經營機制條例)」 

중에서는 국유기업의 재산은 국가소유이고, 국가가 기업에게 재산에 대

한 경영관리 권한을 수여하며 기업이 해당 재산의 점유, 사용과 법에 의

해 처분하는 권리를 갖는다. 후에 공포된 ‘회사법(公司法)’에서도 한편으

로 ‘회사는 주주의 투자에 의해 형성된 법인재산권 전부를 향유한다’, 다

른 한편으로 ‘회사 중에서 국유자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라는 규

정이 있다.183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법인 재산권과 국가 재산권 사이의 모순이다. ‘법인 재산권이론’에 의

하면, 국유기업은 국가의 투자로 형성된 기업자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갖는다. 만약 ‘국가 소유권이론’에 의하면, 국가

가 국유기업 중 국유자산에 대하여 최종적인 처분권을 향유함으로 국유

기업의 처분권은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가의 수권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즉 국유기업과 국가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위탁관리 법률관계가 존재한

다. 위탁대리법의 이론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대리인이고 국가가 피대리

인이며, 자산M&A 계약서에는 대리인 명의이든 비대리인의 명의로 나타

나든 자산을 양도하는 주체는 모두 국가이어야 하며 국유기업자체가 아

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산M&A의 과정에 주체혼란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법률들 사이의 서로 모순되는 규정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소유권이론을 포기하고, 국가 주주권과 

법인 재산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국유자산M&A의 주체자격을 확인

                                                      
182 周秀峰, <论国有企业法人财产权的性质>, 「企业家天地」, 2007년 6월 제6기, 

88면. 

183 「회사법(公司法)」, 1993년 12월 29일 실행, 1999년 12월 25일 수정, 2004년 

8월 28일 수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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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184 

자산M&A는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매수일 수도 있고, 전체자산의 

인수  또는  중대자산의  인수일  수도  있다 .  하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자산이란 무엇이고,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 무엇인가, 즉 진정한 의미

의 M&A자산이 무엇인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모호하게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

당 기업을 통해 협의로 역내기업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하는 것 이거나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기업  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을  투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이하 ‘자산M&A’라고 약칭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85 ‘자산M&A’에 대한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이

해의 편차를 불러일으킨다. 

「민법통칙(民法通則)」과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

業法)」 등 법률법규(法律法規)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

였다. 즉 국가가 국유기업에게 수여한 경영상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

여 ,  국유기업은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  하지만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서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였다 .186 물론  제한의  설정은 

국유기업의 관리자가  국가의  수권을  이용해서  국유자산에  대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영미국가의 법률을 볼 때, 회사가 중대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비

준도 있어야 한다. 물론 국유기업의 자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모두 국유

                                                      
184 王亦平, <论企业法人财产权>, 「法学杂志」, 1995년 5월 제5기, 16면, 참조.  

185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

内企业的规定)」, 제2조, 참조. 

186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2003

년 5월 13일,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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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매

사에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요한다면 국유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자산의 처분이 비준을 요하고 

어떠한  자산의  처분이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과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을 구분해야만 한

다.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과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은 서로 다르며 

해당 주요 차이점이라면,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란 국유기업에서 일

정한 비례를 차지하는 자산을 지칭한다. 그럼 일정한 비례란 얼마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미국 GIMBEL V. SIGIVAL COMPANIES187 사안에서 정리한 원칙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75%이상의 자산을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라고 볼 수 있

으며, 75%이상의 회사자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188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이란 국유기업이 새로운 업무

를 전개하기 위해 설비를 갱신하고 일부 낡은 설비 또는 방치된 자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통상적으로 기

업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국유기업이 처분하는 자

산이 기업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고 기업의 생존과 경영목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거래의 자산은 M&A 의미에서

의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다.189 

비록 자산M&A에서 자산을 양도하는 주체가 국유기업 자체이지만 처

분하는 자산이 기업의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기 때문에 「기업국유자

                                                      
187 Gimbel v. Signal Companies, Inc., 316 A. 2d 599. 

188 Ronald J. Gilson & Bernard S. Black: The Law and Finance Corporate Acquisition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95, p.656. 

189 王宇, <公司重大资产交易中的股东权利保护——以实质合并原则为中心>, 「商事

法论集」, 2008년 2월 제2기, 357-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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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의해, 국가 출

자한 기업 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중대자산을 처분함에 있

어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90 만약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의 중대한 국

유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

총회의 비준 및 국유자산관리기구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190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2003

년 5월 13일,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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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법상 외자M&A의 모델 

제1절 M&A의 모델에 관한 분류 

실무적으로 볼 때 외자M&A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론상 다양

한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기타 국가(예

컨대 영국과 미국)의 M&A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M&A

의 몇 가지 전형적인 분류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1. 기업 간 업무관련성에 따른 M&A의 구분 

1.1 수평적 M&A 

수평적(Horizontal) M&A란 동일한 업중에 종사하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한다. 두 자동차 회사가 결합여 하나의 회사 되는 경우가 그 좋은 예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평결합에서 시너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된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하면

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증가하고 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다.191  

수평적 M&A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산업의 집중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분명한 효과를 가진다. 1987년 크라이슬러(Chrysler) 자동차가 아메

리칸 모터스(American Motors)를 상대로 진행한 M&A192가 대표적인 예이

다.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수평적 M&A를 통해 더욱 큰 기업을 형성함으

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평적 M&A는 

경쟁에 대해 잠재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에서는 정

                                                      
191 김화진, 송옥렬, 「기업인수합병」, 博英社 2007년, 11면. 

192 许崇正, 「中国企业并购与资本市场发展」, 中国经济出版社, 2002년 8월,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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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1.2 수직적 M&A 

수직적(Vertical) M&A란 서로 다른 업종간의 결합이지만, 그 업종이 부

품과 완성품 등과 같이 서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이러한 거래는 시장에서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아예 하나의 기업

으로 결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193 수직적 M&A의 목적은 생

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과 판매의 일체화를 실현함으로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수직적 M&A는 기업의 핵심적인 투입 및 산출 관계를 기업의 내부에 

포함시켜 시장이 아닌 행정의 수단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장에 대

한 기업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원

자재와 판매경로 및 고객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킨다. 

194 

수직적 M&A는 ‘순방향 M&A’(順向併購)와 ‘역방향 M&A’(逆向併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방향 M&A는 기업이 후방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다. 예컨대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인수합

병하는 것이다. 역방향 M&A는 기업이 전방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 

예컨대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

거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또는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195 

1.3 혼합 M&A 

혼합(Conglomerate) M&A란 상관없는 다른 시장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

                                                      
193 김화진, 송옥렬, 앞의 주 191의 책, 12면. 

194  魏明, <基于交易成本理论的企业纵向并购动因分析>, 经济研究 「 经济师 」 , 

2005년 제4기, 76면. 

195 人大经济论坛, http://wiki.pinggu.org/doc-view-40807.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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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관련 다각화”라고도 하는 이 현상은 바로 한

국의 재벌이 취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철강기업이 석유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혼합을 통하여 다른 종류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특정 시장에

서 발생하는 변동이나 위험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은 감소된다.196 혼합 M&A는 투자의 분산 및 

경영의 다원화를 통해 자원을 상호보충하고 조직을 최적화하며 시장에서

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대응능력

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7 

혼합 M&A는 또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제품 확장형 

M&A(a product extension M&A)로 이러한 M&A는 상관된 경영활동을 갖는 

기업 간에 이루지는 M&A이다. 둘째, 시장 확장형 M&A(a geographic 

extension M&A)인데 이는 지리적으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구역에서 경영

을 종사하는 기업 간에 이루지는 M&A이다. 셋째, 순수 혼합M&A(pure 

diversification M&A)는 상관되지 아니하는 경영활동을 종사하는 기업 간

의 M&A이며, 제품 확장형 M&A라고 할 수도 없고, 시장 확장형 M&A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경우이다.198  

수평적 M&A와 수직적 M&A에 비교할 때, 혼합 M&A에서는 M&A를 

하는 기업과 대상 기업 사이에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M&

A의 목적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쉽게 인식되거나 이용

될 수 없어 M&A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수직적 M&

A와는 달리 혼합 M&A는 통상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강화하

는 행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196 김화진, 송옥렬, 앞의 주 191의 책, 18면. 

197 郑磊, 「企 并业 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8면. 

198 黄兴孪, 「中国上市公司并购动因与绩效研究」 , 厦门大学, 金融学博士学位论
文, 2009년 4월,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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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방식에 따른 M&A의 구분 

2.1 현금인수  

현금인수(Cash Acquisition)란 인수회사가 현금을 지불하여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기업 또는 대상기업의 주주가 소

유한 자산 또는 주식에 대해 현금을 지불하여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취득

하는 방식이다.199  

현금인수는 다시 자산형 현금인수와 주식형 현금인수로 구분할 수 있

다 .  자산형  현금인수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M&A이다. 주식형 현금인수란 인수회사가 현금으로 

대상기업의 부분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

이다. 주식의 매수는 1차 시장을 통해 진행하여도 되고, 2차 시장을 통해 

진행하여도  된다 .  자산형  현금인수란  인수회사가  현금으로  대상기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 자산을 매수하는 M&A행위이다. 200 

2.2 주식인수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란 인수회사가 증자를 통해 새로이 발행한 주

식으로 대상기업의 주식을 교체하는 M&A방식이다. 대량의 현금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수회사의 현금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

이 있다.201 

주식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방식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을 상대로 주식

을 발행하여 이를 대상기업의 자산과 교환하는 M&A방식이다. 통상적으

로 인수회사는 대상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한다. 다만 쌍방은 특

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예컨대  인수회사가  선택적으로  대상기업의 

                                                      
199 郑磊, 앞의 주 83의 책, 9면. 

200 黄兴孪, 앞의 주 198의 논문, 11면, 참조. 

201 郑磊, 「企 并业 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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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채무만을 부담할 수도 있다.202 

주식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주주를 상대

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대상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M&A

방식이다. 통상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주식 수가 대상기업을 지배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수에 이르러야 한다.203 

2.3 차입인수 

차입인수(Leveraged Buy-out)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인수금액을 지불한 후 장래의 경영수

입으로 이를 상환함으로써 M&A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인수

회사가 반드시 거액의 자금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을 일부만 지

불하고 나머지는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여 임의의 규모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차입인수 방식은 ‘작은 물고

기’가 ‘큰 물고기’을 먹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참

여한  차입인수는  통상적으로  경영자  매수(MBO)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차입인수는 경영자 매수에 속한다.204 

차입인수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흥행하여 1988년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미국 제4차 M&A붐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차입인수

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회사은 쉘컴퍼니(Shell Company)이

다. 즉 경영기록이 없는 회사이며 설립의 목적은 주로 M&A를 위해서이

다. (2) 쉘컴퍼니(Shell Company)의 인수대금의 대부분은 은행의 대출이

다. (3) 높은 비율의 부채는 경영자 및 투자자에 채찍으로 작용하여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한다. 205 

                                                      
202 郑磊, 앞의 주 83의 책, 9면. 

203 黄兴孪, 앞의 주 198의 논문, 12면, 참조. 

204  Ronald J. Gilson & Bernard .S. Black: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95, P399. 

205 岳振宇, <我国杠杆收购融资的法律困境与出路>, 「甘肃政法学院学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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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현행 금융통제정책과 미숙한 자본시장으로 인하여 차입인

수가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미 이러한 

M&A모델이 발생하고 있으며,206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홍콩의 China 

Strategic Holdings(香港中策公司)의 M&A사례이다. 

홍콩중책회사(香港中策公司)는 1991년 12월 12일, 홍콩에서 상장한 회

사를 기초로 상호변경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다. 해당 회사의 정식명칭은 

홍콩중책투자유한회사(香港中策投资有限公司)였다. 홍콩중책투자유한회사

는 1994년 7월 다시 홍콩중책투자그룹유한회사[China Strategic Holdings 

Limited(香港中策投资集团有限公司)]로 개칭하였다. 중책(中策)회사는 차

입인수의 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통해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하였

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기채(舉債), 분할지급(分期付款), 지불의 지연(拖延

付款)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수

한 주식을 국제자본시장에 다시 매도함으로써 얻은 수입의 일부로 인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07 

천주시(泉州市)의 37개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 적지 않은 기업이 과다

부채와 임금체불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6,000여 명의 근

로자가 실직하게 되었고 그 중 노령자 3,472명의 부양이 문제되었다. 정

부는 실직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했으므로 세수 부담이 증가했

다.208 그러한 와중에 홍콩중책(中策)회사에 의해 이들 회사들이 인수됨으

로써 실직자들의 취업과 부양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

방정부의 세수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중책현상(中策现象)’은 

외국투자자가 차입인수 방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년 5월, 제3기, 149면. 

206 岳振宇, 위의 논문, 151-153면, 참조. 

207 杨帆, < 中策现象: 前因后果 >, 「证券市场导报」, 1995년 2월, 제2기, 41-43

면., 참조. 

208 杨帆, 위의 논문,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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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중국의 국가경제체제에 따른 정책적 제한 및 국유은행의 

미성숙한 상업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중책현상(中策现象)’도 단지 한시

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홍콩중책

(中策)회사의 사례처럼 차입인수의 모델로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

은 앞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상기업의 동의 여부에 따른 M&A의 구분 

3.1 우호적 인수 

우호적 인수(Friendly takeover)는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지배자(대주주 

또는 회사의 이사)와 우호적인 협상을 하여 그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

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는 방식이며, 인수회사와 대상기업의 지배자 쌍방의 자유

로운 합의에 기하여 진행하게 된다. 만약 대상기업이 제시된 인수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  최종적으로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협상할 수 있다.209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M&A의 경우 당국에 의한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외국투자자가 중국 국내기업과 M&A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우호적 인수방식을 채택한다. 

3.2 적대적 인수 

적대적 인수(Hostile Acquisition)란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인수회사의 인

수의도를 모르거나 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회사가 대상

기업을 상대로 인수행위를 강행하는 것이다. 인수회사는 통상 갑작스럽

게 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까다로운 인수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

                                                      
209 郑磊, 「企业并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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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업이 인수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일련의 인수방어조치를 취하

게 된다. 예컨대 반독점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지분권

을 분산시킬 수 있고, 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회수하거나 인수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인수회사는 대상기

업의 인수방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M&A를 

달성시키고자 한다. 첫째, 정크본드(junk bond)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인수를 한다. 둘째, 공개인수의 청약(要約)을 제시한다. 셋째, 대상기업 

주주의 주식위탁서 등을 모집한다. 210 

적대적  인수의  경우  인수회사와  대상기업  간의  격렬한  ‘인수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쌍방 모두가 손

해를 보거나 제3자의 갈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기획해야 하며, 

충분한 자본금과 기술을 구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절 중국법상 외자M&A 모델 

중국 외자M&A에 관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따

르면 중국법상 외자M&A 모델은 외자M&A의 거래대상을 기준으로 ‘지

분형 M&A모델(股權式併購模式)’과 ‘자산형 M&A모델(資產式併購模式)’

으로 분류된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이란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股權)을 인수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

자(增資)를 인수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

이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이란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

고 동시에 동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資産)을 협의인수하고 동시에

                                                      
210 郑磊, 앞의 주 83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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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資産)을 협의인수

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11 

 

1. 지분형 외자M&A 모델 

지분형 외자M&A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역내 대상기업의 지분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자M&A 방식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비교적 엄

격하게 지분형 외자M&A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股權)을 인수

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資)를 인수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자

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함)인다. 

지분형 외자M&A는 비교적 보편적이고 간단한 외자M&A 방식이며, 兼

并(흡수합병) 또는 M&A가 포함된 각종 규정에서 이러한 방식이 종종 

언급된다. 예컨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

가외환관리국이 연합하여 공포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21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213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21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12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
行规定)」, 제3조. 

213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

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

題的規定)」, 2003년 2월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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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을 기본으로 하여, 지분형 외자M&A 방식을 

분석한다.  

1.1 지분형 외자M&A 대상기업의 조직형식 

1.1.1 지분형 외자M&A의 대상기업은 단지 역내 비외국인투자의 회사지

분구조식 회사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1997년 부령(部令)의 형

식으로 「외국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

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을 공포하였다.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

기업 주주의 지분권을 매수하거나 외국투자기업의 증자 및 신주를 인수

하려면 「외국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

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214 정책 

및  법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감안하여 ,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지분인수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

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을 적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외국

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

變更的若干規定)」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

로 지분인수할 경우에 법적용의 충돌문제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제52조에 전문

적으로 규정하였다. 215 

                                                      
214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外商投资企业投资者

股权变更的若干规定)」, 1997년 5월, 제2조. 

215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

内企业的规定)」 제52조에 의하면, 중국 역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한 외국투자자

의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가 역내기업을 M&A할 때, 본 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 외국투자기업 주주의 지분 또는 역내 외국투자기업

의 증자를 인수하는 경우, 현행 외국투자기업 법률, 행정법규와 외국투자기업에

서 투자자 지분변경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을 참조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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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M&A의 대상기업은 반드시 지분권 구조(Shareholding Structure)

를 구비한 기업이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회

사제 구조개편을 통해 개편된 기업를 지칭한다. 만약 대상기업 그 자체

가 지분권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예컨대 회사제 구조개편을 거치

지  아니한  국유기업(國有企業)과  집단소유제기업(集體所有制企業), 합동

기업(合夥企業), 계약식구조기업(契約式企業)은 지분M&A의 방식에 의해 

M&A를 진행할 수 없다.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은 회사

제(公司製) 구조로 개편된 후, 지분형 M&A를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자산형 M&A만 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216 

1.1.2 비지분구조형식의 기업에서 회사제(公司制) 개편과 외자M&A가 동

시에 진행되는 경우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이 회사제(公司製) 개편을 거친 

후, 외국투자자에 의해 지분형 M&A를 추진하는 것이 규정에 합치되고 

최상의 선택이다. 하지만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회사

제(公司製) 개편과 외자M&A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문제문제를 논

의하여야 한다.  

겉으로 볼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

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의해, 외자 지분형 M&A의 대상기업은 지

분권  형식의  기업이고 ,  회사법에  의해  회사제(公司製) 개편되지  아니한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의 관련 규정 및 외

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유한책임회사를 인수

합병하고 해당 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개편할 경우, 또는 역내회사가 주식유한

회사일 경우, 외국인 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이 중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216 「회사법(公司法)」 제2조, 본 법에서 회사라 함은 본 법에 따라 중국경내

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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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은 포함되지 않는다.217 그러므로 

외자 지분형 M&A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

企業)을 인수할 수 없으며, 회사법에 의해 회사제도로의 개편이 된 후에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的規定)」을 근거로 지분형 인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는 물론이고 대상기업 및 

기업  소유자들도  대상기업의  회사제(公司製) 개편과  외국투자자의  지분

형 M&A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일괄적인 거

래방식은 M&A과정을 인위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분함에 따라 유발되는 

거래의 리스크와 거래비용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대상기업은 외국투

자자로 하여금 회사제(公司製)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적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기에 대상기업의 구조개편 부담을 일정한 정도로 감소시

킬 수 있다.218  

그러므로 비회사제(非公司制)의 대상기업이 회사제로의 개편과 외국투

자자의 M&A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정한 의미가 있다. 

내자기업(內資企業)의 회사제(公司製) 개편 과정 중에서 투자자의 증가와 

회사제(公司製) 개편이 한꺼번에 진행된 선례가 있었으며, 이처럼 실무에

서 증명된 것과 같이 이러한 일괄적인 진행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219 그러므로 투자자의 편리, 그리고 거래비용의 최적화를 위해서

는 역내기업 회사제도로의 개편과 외자M&A의 동시진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1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18 最高人民法院, 2003년 2월 1일 <关于审理与企业改制相关的民事纠纷案件若干

问题的规定> 참조, http://www.gov.cn/test/2005-06/28/content_10433.htm 

219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
行规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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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외국투자자는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權(재산

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논의해야 할 것은 대상기업이 지분권 형식의 기업이 아닐 

경우에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産權(재산권)(회사제도로의 개편을 진행

하지 아니한 국유기업(國有企業)과 집단소유제기업(集体所有制企业)일 경

우,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상기 기업에 대해 갖는 권익을 가리킨다. 하지

만  입법과  이론에서는  통일된  관점과  규정이  없다 .) 또는  ‘할당(份额)’ 

(합동기업(合夥企業)220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 있어서,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비지분구조형식 기업

(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하는 행위가 

상기 규정의 조절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221 하지만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

行規定)」 제3조에서 규정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형

식에는 국유기업의 産權(재산권) 양도가 포함되었다.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유기업의 국유 産權(재산권) 소유자가 전부 또는 부분 産權(재

                                                      
220 「합동기업법(合夥企業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합동기업(合夥企業)이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보통합동기업

(普通合夥企業)과 유한합동기업(有限合夥企業)이다. 보통 합동기업(合夥企業)은 

보통 파트너로 구성되고, 합동(合夥)하는 자는 합동기업(合夥企業)의 채무에 대

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본 법에서 보통 합동자가 부담하는 형식에 대하

여 다른 규정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유한 합동기업(合

夥企業)은 보통 합동자와 유한 협명회사로 구성되며 보통 합동자는 합동기업(合

夥企業)의 채무에 대하여 문한 책임을 진다. 유한 합동자는 그가 납부하고자 하

는 출자액을 한계로 합동기업(合夥企業)의 채무를 부담한다. 

22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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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외국 회사, 기업과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로 약

칭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기업은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된다. 유감

스럽게도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

國有企業暫行規定)」의 해당 조항에서 産權(재산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産權(재산권)을 양수하고 

대상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

았다.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

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첫째, 역내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

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역내기업

의 재산적인 권리를 대표함으로 충분히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222 

그리고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業法)」, 「합동기업법

(合夥企業法)」, 「독자기업법(獨資企業法)」과 「계약법(合同法)」의 규

정에 근거하면 이런 기업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은 거래한 목적

물도 될 수 있다. 특히 외국투자기업법에는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

結構式企業)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지분구

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한 

후, 해당 기업의 계속적인 존속이 기능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

다.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

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한 후, 대상기업은 직접적으로 지분권 

형식의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회사제 구조가 아닌 중외합

작기업(中外合作企业)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서 확립한 비법인(비회사) 형식의 중외합작기업

이  비지분구조형식의 합동기업(合夥企業)에 속하는지 여부는 학술상  논

                                                      
222 上海联合产权交易所网站 참조, http://www.suaee.com/suaee/portal/index201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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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있다. 하지만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의 규정

을 볼 때, 비법인(비회사) 형식, 비지분권 형식의 중외합작기업의 존재가 

허용되고 있다.22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의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

業)에 대한 M&A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지분구조형식(非股權式)의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현재 중국 비회사제非股份制)의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회사제도의 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추세임을 고

려했다. 둘째, 비록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비법

인형식(비지분권 형식)의 중외합작기업을 규정하였지만, 현재 외국투자기

업법에 의해 설립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지분구조형식의 기업

이다.224 그러므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비회사제도의 역내기업에 대한 외자M&

A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비회사제(非公司制)의 합동기업(合夥企業)에 대해 

인수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

다. 첫째, 중국은 이미 「합동기업법(合夥企業法)」을 공포하였으며, 합동

기업(合夥企業)이 중국에서 이미 명확한 입법상의 지원을 받았고, 법 집

행에서도 비교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둘째, 합동기업(合夥企業)의 합동인

                                                      
223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의 약칭은 “합작기업(合作企業)”이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2조에: 중외합작자들이 합작기

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혹은 

합작조건, 수익 혹은 제품의 분배, 위험성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

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 법률 상 

법인조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경우, 법에 의해 중국 법인자득을 취득한다. 

224 赵相林, 曹俊, 「外商投资法律实务」, 中信出版社, 2002년 11월,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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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동(合夥)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합동기업(合夥

企業)의  연대신용 제도는  현재  중국에서  시장신용 문제를 보충 해결할 

수 있다.225 

1.2 직접적으로 역내 대상기업 주주의 지분을 인수 

중국법상 지분형 M&A(股權式併購)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직접 역내 대상기업의 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지분권(지분

이나 주식)를 매수하는 것이 있다. 둘째, 외국투자자가 역내 대상회사의 

증자 또는 신주을 매수하는 것이다.226  

외국투자자가 직접 역내 대상기업의 주주로부터 지분권(股權)을 매수

하는 방식은 외국투자자와 역내 대상기업의 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이다. 외국투자자는 역내 대상기업 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주식양도의 거

래를 달성해야 하고 대상기업 기타 주주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7 “대상기업 기타 주주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를 인수할 때 적

용되는 규칙과 역내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M&A에서 적용되는 규칙

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법는 지분권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본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주

주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출자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

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해당 양도하

려는 출자를 매수해야 하고, 만약 해당 주주가 매수하지 아니 할 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주의  동의에  의해  출자를  양도할 

                                                      
225 전국인민대표대회상위회(全国人大常委会), 「합동기업법(合夥企業法)」, 1997

년 2월 23일 통과, 1997년 8월 1일 시행, 2006년 8월 27일 수정. 

226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2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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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회사 내의 기타 주주가 해당 출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228 외자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외

국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분권(股權)을 양도할 경우, 전체 주주의 과

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응당 

양도하게 될 지분권(股權)을 매수해야 한다. 만약 양도하게 될 출자 또는 

지분권(股權)을 매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주주의 동의에 의해 지분권(股權)을 양도할 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회사내의 기타 주주가 해당 지분권(股權)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갖는다.229 

즉 회사법이 확립한 지분권 양도규칙 아래에서 일단 지분권 양도의 쌍방

이 동의하였다면 기타 주주가 실질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회사법에

서  이러한  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주로  유한책임회사가  자적성(capital 

joining)이 강하고 인적성(capital joining)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

문이다.230 그러므로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기타 주주에게 한계가 있

는 거절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지분

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거절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

할 경우, 회사법에서 규정한 지분권(股權) 양도의 내용을 감안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지분권이 양도된 후 역내회사를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시켜

야 할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231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232 및 해당 실시조례

와 세칙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228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71조. 

229 钱仁伟, <现行公司法第71条“同意权”与“优先购买权”的思考>, 北大法律信

息网(法学在线) 2014년 12월 2일,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FullText.aspx?ArticleId=88065 

230 It is based on the aggregation of capital and persons i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231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2001년 3월 수정, 제3조, 참조. 

232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2000년 10월 수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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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합작경영의 당사자들이 합작경영의 계약(合营合同)과 정관(章程)

을 체결하여 외경무부문(外經貿部門)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

상기업의 기타 주주가 외국투자자에게로의 지분권(股權)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지분권(股權)을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투자자

가 합작경영의 계약과 정관 체결문제에 일치된 의견을 달성할 수 없다. 

기업 또한 정상적으로 설립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경영활

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股

權)을 매수할 때, 지분권(股權)을 양도하려는 주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주주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저자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요구된다. 

이론상, 회사제도의 기업이 도대체 자적성(capital joining) 기업인가 아

니면  인적성(capital joining)  기업인가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 233  하지만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

外合作經營企業法)」 및 해당 실시조례와 세칙에 근거해서 볼 때, 입법

자는 중외합작경영기업에 상당한 정도로 인적성(capital joining)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나타난다. 즉 합자경영을 하는 당사자

들로 하여금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외국투자

기업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股權)을 양도할 때, 기타 주

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분(股權)의 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주는 여

전히 존속하는 주주 전부와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

국투자자가 지분 매수방식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는 

비록 대상기업의 계속해서 존속하는 주주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문서

                                                      
233 张勇健, <有限責任公司股东向非股东转让股权的限制若干问题>, 「法律适用」, 

2003년 12기, 40-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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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송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외국투자자가 기타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234 왜냐하면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한 후, 반드시 계속해서 존속하는 주주와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관을 다시 수정함으로써 같이 심사비준 기관에게 신청하고 비준

을 얻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법의 이러한 설계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의 난이

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외국투자자

에게 해당 지분의 매도를 결정하였더라도 대상기업의 소액주주도 무조건

적으로 상기 거래를 저지할 수 있다. 대상기업의 어느 한 주주가 외국투

자자에 대한 양도를 반대하면 해당 M&A가 진행될 수 없다. 대상기업의

 소액주주는 대주주가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기회를 이

용하여 인수가격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높은 가격에 

해당 지분까지 인수하기를 원한다. 사견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격의 흥

정은 합리적인 시장경제행위이고, 소액주주가 자기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이며,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외국투자자와 소액주주 사이에 달성한

 고가의 인수협의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원리 또는 남의 위급한 상황을 

틈타 이익을 갈취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법적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진행되는 투자자의 합리

적인 시장행위이며, 이는 또한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지분형 M&A의 협

상에 있어서 최대한 전체 주주와 일괄적인 협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전

체적인 합의의 달성을 다음 단계 협상의 기초로 함으로써 다음단계에서

의 손실을 감소할 수 있게 한다. 

 

                                                      
234 북경시상무위원회(北京市商务委员会), <股权变更审批应报送文件>, 2011년 08

월 08일, 北京市商务委员会网站, 참조.  

http://www.bjcoc.gov.cn/bgdt/bgsxhz/201108/t20110808_56524.html?randid=0.894345275

96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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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증자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하는 지분형 M&A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유

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를 인수하는 경우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235 그렇다면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의 증자를 인수할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증자(增資)’을 매수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가 

‘신주(新股)’를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유한책임회

사’를 상대로 하는 논의이고, 후자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논의이다.

236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의  증자(增資)를  매수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와 

역내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이다.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가 등기자본

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237 이사회가 회사 등

기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방안을 제정한다.238 회사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가 등기자본을 증가할 경우, 주주가 새로이 증가하

는  자본의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하며 ,  본  법의  ‘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출자의 납입’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회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

한책임회사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고, 회사가 

새로이 자본을 증가할 때, 주주는 우선적으로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체 주주의 약정에 

의해, 출자비율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출자비율에 의한 

우선적인 출자의 인수 및 납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한다. 

                                                      
235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2조 참조. 

236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52조 참조. 

237 「회사법(公司法)」 제37조 참조. 

238 「회사법(公司法)」 제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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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增資)를  인수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와  역내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거래이고 ,  외국투자자는  역내 

유한책임회사와 협상해야 하며, 나아가 확정적인 증자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 그리고  회사법의  요건에  의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기 

상응한 결의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상 외국투자자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대주주 또는 전체 주주와 협상하여 그들의 동

의를 얻을 수 있다면,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등기자본 증

자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회사 등기자본 증자의 방안을 제

정할 수 있다.239 

사실 외국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역내회사의 전체 주주와 협상하고 전

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원인은 주로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

여, 역내회사의 기타 주주는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으며, 일단 기타 주주가 출자에 대한 인수 및 납입의 우선

적인 권리를 행사하면, 외국투자자가 증자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역내기

업을 인수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게 된다.240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대상

기업 증자를 매수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전체 주주가 출자에 대한 인수

 및 납입의 우선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외합자경영기

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241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

法)」242 및 해당 실시조례와 세칙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증자를 매수하기 후에 반드시 전체 주주와 합자경영계약과 회사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 또한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역내회사의 전체 주주와의

 교섭을 요하며, 역내회사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외국투자자가 지분인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을 인수 

                                                      
239 「회사법(公司法)」 제42조, 제43조 참조. 

240 「회사법(公司法)」 제34조.  

241 「中外合资经营企业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3조. 

242 「中外合作经营企业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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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달리, 증자형식의 M&A는 대상기업 주주 전부가 그대로이며, 

단지 대상기업 주주의 지분권비율이 희석될 뿐이다. 하지만 지분권(股權) 

거래형식의 M&A는 대상기업의 부분 또는 전부의 주주가 교체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M&A의 쌍방은 어떠한 방식이 그 상업적 이익에 부

합하는지를 자세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대상기업의 원래 주주가 동시

에 기업의 고급관리자일 경우에 외국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주주를 

그대로 잔존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M&A가 이루

어 진 후에도 계속해서 경영을 전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

재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 또는 신흥의 민영기업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비교적 좋은 이윤율을 내고 있으며, 

원래의 주주도 해당 기업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자가 

비교적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손실이 막대한 국유기업일 경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시도하려면 지분(股權)의 인

수가 아마도 비교적 좋은 선택일 것이다. 

1.4 외국투자자가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자를 인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지분형 외자M&A를 언급할 때,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회사 투자자의 지분권(股權)을 매수하거나 역내회사 증자의 인수 및 

납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용어에는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주식회사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역내 주식회사가 추가로 발행

한 신주의 인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243 하지만 「외국투자

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24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제2조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

자기업(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权)을 매수(购
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

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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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구조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는 역내기업은 역내

의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외국투자자는 지분M&A의 방식으로 역내의 주

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244 

사실 1995년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이미 「외

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

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을 공포하였으며, 여기서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國有企業), 집체소유제기업(集體所有制企業)의  주

식을 매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였고, 외국투자주식회사로의 

변경신청을 허용하였다. 사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

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가 실시된 후, 이미 상당히 많

은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주식회사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역내 

주식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신주을 인수함으로써 해당 M&A의 목적을 달

성시켰다.245 

그러므로  사견상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

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제2조에서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회사  투자자의 지분권(股權)을  매수하거나  역내회사  증자(增资)의  인수 

및 납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주식회사 주주의 주식

을 매수하거나 역내 주식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신주의 인수도 포함해야 

한다. 

                                                      
244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

内企业的规定)」 제52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역내 유한책임회사를 인

수합병하고 해당 회사를 주식유한책임회사로 개편할 경우, 또는 역내회사가 주

식유한회사일 경우, 외국인 투자주식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관련규

정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245 章龙平, <有关外资并购境内上市公司几种方式之探讨>, 北大法律信息网(法学在

线) 참조,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Html/Article_548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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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른 M&A형식의 동시 진행 가능성 

앞에서 논의한 대다수는 입법의 편의와 이론전개의 편의에 기하여 진

행한 M&A분류방식이다. 실무에서 M&A는 간단한 거래가 아니고 단순

하게 단일한 M&A가 아니며, 이는 각종 M&A방식의 복합체이다. 그러므

로 본 소절에서 서로 다른 M&A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능성을 논의

해야만 한다. 

1.5.1 자산형 M&A와 지분형 M&A 

외자M&A 과정 중, 자산형 M&A와 지분형 M&A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외국투자자는 이미 매수한 역내 모기업의 자산을 출자하여 

다른 역내기업의 증자 또는 추가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

며, 여기서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와 증자 또는 추가로 발행한 신주의 인

수 행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면, 외국투자자가 지분 M

&A를 통해 역내 모기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해당 역내기업으로 하여금 

역내 다른 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경우, 자산형 M&A와 지분형 M&A는 일종의 사권(私權)거래로

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이론상 부당한 면이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 아

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두 가지 M&A방식을 동

시에 사용함으로 M&A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며, 그 중에서 법에 의해 

심사비준기관 심사할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거래가 상호 연계되며 서로가 전제됨으로 심사비준기관은 심사할 때, 당

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즉 위약 및 기타 적절하

지 않은 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명

확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사비준 행위와 결과에 

주는  영향  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 당사자의  적절하지 

않은 이행이 발생할 때 심사비준기관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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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한다.246 

1.5.2 증자형식의 지분M&A와 지분권 매수형식의 M&A 

지분형 M&A에서 증자형식의 지분M&A와 지분 매수형식의 M&A(購買

股權式併購)는 동일한 M&A사례에서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즉 외국

투자자가 역내회사 주주의 부분적인 지분(股權)을 매수하는 동시에 역내

회사의 증자를 매수하거나 역내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증자형식의 지분M&A와 지분 매수형식의 M&A(購買股權式併購)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업규모와 지분구조의 변화이다. 전자의 경우, 외국투

자자의 투자는 직접 대상기업에 주입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규모가 확

대되고 ,  지분구조가  더욱  분산된다 .  후자의  경우 ,  외국투자자의  투자는 

대상기업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대상기업  주주에게 

유입하는 것이며, 기업의 규모도 M&A로 인해 확대되지 아니하고, 기업

의 주주에 비록 변화가 발행하지만 지분의 분산에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247 

물론 지분양도형식의 M&A 중에서 지분양도로 인해 대가를 받은 주주

는 해당 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시각

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금을 기업에 주입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그 

원인은 이러한 자금을 기업에 보류할 수 있는 증자형식의 M&A는 중외

합작경영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중국 측 합작경영자로 하여금 이윤, 기술, 경영측면의 수

익을 획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자형식의 M&A는 기업경영규모

를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취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물

론 이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분매매 형식의 M&A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

                                                      
246 迟少宇, <涉外并购中合同终止机制涉及的相关条款简析>, 北大法律信息网(法学
在线) 참조,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FullText.aspx?ArticleId=83994 

247  姜卫东, <外资股权并购国有控股股份有限公司方式的选择—股权转让和增资扩
股的比较分析>, 「现代商业」, 2012년 12월 제24기, 1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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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8 어떠한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각  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고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5.3 외자M&A와 주식제 개편 

물론  외자M&A와  주식제  개편(股份制改造)이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외자M&A의 실무에서 외국투자자들은 자주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시한다. 즉 역내기업을 M&A하는 동시에 해당 역내기업

을  외국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로  개편하는  것을  요구하거

나, 매수한 역내기업의 자산을 바로 출자로 하여 외국투자주식회사를 설

립하려는 것이다.249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대상기업

을 외국투자주식회사로 개편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 외자M&A의 구체적인 방식이 다양하므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

율하는 것이 어렵다. 이하에서는 현재 실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

는 몇몇 상황을 근거로 분석하고 그 적법성을 관찰한다. 

A. 지분매수로 M&A 중의 주식제 개편 

지분매수 M&A 중의 주식제 개편(股份制改造)이란 통상적으로 외국투

자자가 역내 유한책임회사의 부분 지분(때로는 중외 주주의 기타 지분양

도와 조정도 포함된다)을 매수함과 동시에 해당 역내 유한책임회사를 주

식회사로 개편하는 것이다.250 

이론상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지분제도로 개편되

는 회사자체는 지분의 양도로 인해 임의의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분이 어떻게 양도되든 해당 지분제도로의 개편에 영향을 주어서

                                                      
248 姜卫东, 위의 논문, 162면 참조. 

249 胡凤斌, 「资本结构及治理优化-现代公司理论与国企改制实务」, 中国法制出版

社, 2005년 2월 제1판, 139면 참조. 

250 编委会, 「企业股份制改造与成功运作指导全书」 , 吉林音像出版社, 2004년 2

월,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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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지분제도로의 개편에 있

어서 필수적인 전제 사실이 바로 개편하게 될 대상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그 중에 주주의 안정성이 포함된다. 만약 구

조개편의 와중에 주주 및 지분비율 등 중요사항을 동시에 변화시키면 분

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251 

실무에서 지분변경과 주식제개편이 같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났

으며, 이처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은 일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대상기업을 상대하는 주식제도로의 개편은 도대체 지분양도 전의 회사에 

대한 개편인가? 아니면 지분양도 후의 회사에 대한 개편인가? 지분양도 

후의 회사에 대한 주식제도로의 개편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완성되면, 해당 발기인이 소지

한 주식은 1년 내에 양도할 수 없다(2006년 1월 1일 ‘회사법’ 수정 전에

는 발기인이 소지한 주식을 3년 내에 양도할 수 없게 하였었다). 즉 해

당 주식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252 

하지만 문제는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진행할 때, 지분변경(股权变更)의 

협의가 비록 이미 체결되었지만, 대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고, 특히 심

사비준기관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등기기관의 등기도 진행되지 않

은 경우에 ‘지분이 이미 양도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주식제도로의 개편은 지분변경 후에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들어올 때의 시점에서 진행할 것이다. 개편 후 주식회사의 주식은 지분

양수인에게 속한다. 만약 심사비준기관이 이미 지분양도 및 주식제도로

의 개편을 비준한 후 지분거래 당사자가 위약할 경우에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계약법에 근거하여 거래의 일방 당사

자가 중대하게 위약(예컨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하였

                                                      
251 위의 책, 193면 참조. 

252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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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해제 청구권을 갖게 된다.253 즉 지분양도인은 

지분을 양도받았지만 지분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함으로 인해 해당 당사

자를 상대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분을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므로 1년 내에 양도

할 수 없다. 즉 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자에게 대

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양도받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계속 소지할 수 있

다. 이러한 어색한 국면을 초래하는 원인은 주식제도로 개편하는 과정에

서 진정한 주주가 아닌 지분의 피양도인(股權受讓人)을 주주로 보았고, 

지분 피양도인이 아직 진정으로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그를 진정한 주주

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분양도의 협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

을 때, 당사자가 지분양도의 협의를 종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심사비준기

관은 난감한 경지에 처하게 된다. 만약 양도한 지분을 원래의 양도인에

게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면, 회사법상 발기인이 1년 내에 해당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 만약 양도한 지분을 원래의 양

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객관적으로 지분 피양도인

이 대금을 고의로 체불하거나 지연 지불하는 악의를 허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먼저 지분을 구매하게 하고, 해

당 지분거래가 완성된 후, 다시 주식제도로 개편하게 하는 것이 절차적

으로는 비교적 번거롭고 비경제적이지만, 상기 피해의 발생을 상당한 정

도로 방지할 수 있다. 

B. 증자매수로 M&A와 주식제 개편 

증자형식 M&A와 주식제도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할 경우

에도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만 지분의 매매는 새로운 투

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거래이며, 거래의 대금은 지분을 양도하는 주

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  하지만  증자형식  M&A는  새로운  외국투자자와 

                                                      
253 「계약법(合同法)」, 1999년 10월 1일 시행, 제9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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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사이의 거래이며, 증자에 대한 대금은 대상기업에게 지불해야 

한다.254 만약 증자형식 M&A와 주식제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현재 외국투자기업의 법률체제하에서 외국투자자는 분할하여 출

자할 수 있다.255 하지만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

사로 구조개편 하려면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을 출자로 환산해야 하며, 

투자자는 반드시 출자를 완전히 납입해야만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

회사로 변경시킬 수 있다.256 그러므로 만약 역내기업에 대한 증자형식의 

M&A와 주식제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하였다면, 증자를 

매수하는 외국투자자는 분할하여 출자할 수 없다. 

둘째, 증자형식 M&A와 주식제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

할 때, 출자가 주식으로 환산(折股)의 방법를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고려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

회사로 구조개편 하려면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을 출자로 환산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의 증자를 매수할 때, 역내의 유한책임회사가 아

직 증자를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떠한 것을 

출자 환산의 기초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부 견해는 회사법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구조개편을 하는 유한책임

회사 장부상의 순자산으로 출자를 환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자

의 절차가 아직 미완성되었기에 증자가 아직 구조개편을 하는 유한책임

                                                      
254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제2조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

자기업(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权)을 매수(购
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

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한다)”이다. 

255 국무원(国务院), 1987년 12월 30일「중외합자경영기업 투자자 출자의 몇 가

지 규정(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 제4조, 참조. 

256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9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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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증자의 부분을 출자 환산

의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은 증자형식 M&A와 주식제

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

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구조개편을 하려는 유한책임회사의 장부상의 순

자산과 증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합하여 출자 환산의 기초로 하려는 것이

다.257 

셋째, 만약 증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출자 환산의 기초에 포함시킨다면, 

일단 증자를 매수하는 자금을 회사측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련의 문

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심사비준기관이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

사로의 구조개편을 비준하였을 경우, 회사 증자의 대금이 회사에게 실제

로 지불되지 않았지만, 해당 대금은 이미 출자 환산의 주식에 산정되었

다 .  만약  증자를  매수하는  출자자가  위약하여  회사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외자M&A의 과정에서 지분형 M&A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동시에 진

행하는 문제는 법규범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만약 법률에 

대한 세밀한 디자인을 한다면 상기 방식의 행위는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

개한다. 

첫째, 외국투자자 및 대상기업 주주 사이의 지분거래와 기업의 주식제

개편을 구분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및 대상기업 주주 사이의 지분거래, 

그리고 기타 주주 사이의 지분비율 조정은 주로 지분의 매매관계에 속한

다. 이러한 매매는 대상기업 민사주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대상기업의 순자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상기업 지분

의  교체는  대상기업의 주식제도로의  개편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지분양도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동시에 진행함으로 주식제도로의 

                                                      
257 刘李胜, 邵东业, 庞锦, 앞의 주 170의 책, 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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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과정에 주식회사의 주주는 지분양도 이후의 주주를 기준으로 기재

해야 한다. 만약 지분양도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완성된 후, 당사자의 

양도계약이 철회되고, 계약해제 또는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258 만약 회사주주의 변

경과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이미 공상관리기관에 등기하고 공시하였다면, 

회사법상 주식회사 발기인이 1년 내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해당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259 종전 지분의 양도인은 기타 방식으

로  지분의  피양도인으로  하여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해야만  한다 .  만약 

회사주주의 변경과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아직  공산관리기관에  등기  및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심사비준기관에게 신청을 제출하여, 지분변경

과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취소하는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분변경과 

주식제도로의 개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원래 상태로의 회복

으로 인해 기타 발기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회사법상 출자 환산(折股)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

법상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 후 주

식회사의 주식은 변경 전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으로 출자를 환산한다.

260 만약 유한책임회사가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동시에 증자를 진행한다

면, 유한책임회사의 순수자산과 증자의 대금을 합하여 출자 환산의 기초

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그의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자산을 출자로 하고, 증자를 매수한 새로운 투자자는 그 

증자를  출자로  하여  공동으로  외국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볼 

                                                      
258 「계약법(合同法)」, 1999년 10월 1일 시행, 제97조, 참조. 

259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141조, 참조. 

260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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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61 이러한 과정에서 증자를 매수한 새로운 투자자가 제때에 증

자 대금을 회사에 지불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발기인 사이에 상호 

담보를 해야 하며, 일단 새로운 투자자가 증자의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기타 발기인들은 연대납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운용

하는 과정에서 종전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증자를 매수한 새로운 투자

자로 하여금 역보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자기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서이다.262 

C. 産權(재산권) 매수로 M&A와 주식제 개편 

産權(재산권)의 매수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비

회사제도의 기업(非公司製的企業)이 외자를 도입하여 제도의 개편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다.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

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

에 근거하여, 비회사제도인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은 직접적으로 주식

제도로의 개편을 진행하고 외국투자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종전의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의 부분 産權(재산권)에 대한 

매수를 허용함과 동시에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허용하였다.263 해당 규정

은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주식제도로의 개편에 

지름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규정에서 구체

적인 절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

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에서는 단지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을 언급하였고 직접적인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261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77조-82조, 참조. 

262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94조, 참조.  

263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

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

的暫行規定)」, 1995년 1월 18일,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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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었고, 외국투자주식회사로의 변경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기타 기

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예컨대 사영(私營)기업도 직접 외국투자자에게

 부분을 양도함으로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産權(재산권)을 매수하고 외국투자주식회사

로의 변경이 가능한 만큼 기타 소유제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록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에는 단지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을 상대로만 직접적인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규

정하였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

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취지를 볼 때, 자산형 M&A이든 주식형M&A이

든 서로 다른 소유제의 기업을 구분했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이 되지는 

않았다 .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 사영기업의 

産權(재산권), 지분 또는 증자를 매수하든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

다(국유자산의 특수관리 규칙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1.6 지분형 M&A의 계약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지분형 M&A는 계약를 기초로 해야 하며, 전체 M&A는 모두 각 당사

자가 일련의 계약에 기하여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인수하는 각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신고 및 

비준절차를 이행하는 중요한 문서이다.264 그러므로 인수하는 각 당사자

가 M&A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법상의 요구와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 및 비준절차와 내용의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상대로 지분형 M&A로써 최종적으로 외국투

자기업의 설립을 귀착점으로 한다. 엄격히 말하면, 외국투자자가 역내기

                                                      
264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

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 1995년 1월 18일,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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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상대로 지분형 M&A로써 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되는 

과정 중에 단지 대상기업의 주주가 변경되었을 뿐 대상기업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사 및 상사(民商事)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변경’이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설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변경설립(变更设立)’ 또는 ‘설

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원인은 현재 중국의 내자(內資)와 외자의

 법률체제가 이분되어 있으며, 내자와 외자기업은 서로 구별되고 다른 

심사비준 및 등기기관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별한 업종에 종사할 

때 행정허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

부문(工商行政管理部門)의 등기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투

자기업일 경우, 반드시 외경무부문(外經貿部門)(현재의 상무부 부문의 전

신이다)의 비준을 얻어,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는 기타 부문에 의해 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프로젝트의 신청 

등을 비준 받아야 한다.265 이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에 

공상행정관리부문(工商行政管理部門)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M&A

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대상기업이 이미 존재하였고 영업허가증도 이미 

취득하였으며 외자M&A에서 단지 주주가 변경되었기에 기업주주의 변경

문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에 의한 지분M&A로 

인해, 기업성질은 내자(內資)기업에서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경무부문(外經貿部門)에 가서 외국투자기업의 비준증서를 신

청해야 하며,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비준증서에 의해 공상관리부문의 외

국투자기업 등기관리부문에서 등기함으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받

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외국투자기업도 신설기업이 되는 특징을 갖게 

                                                      
265 상무부(商务部), 「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 2010년 6월 

10일,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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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66 

상기 원인으로 인해, 실무에서 상기 법률현상을 어떻게 지칭하든 간에

 해당 문제는 실무에서의 변용현상이지,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민사 및 

상사(民商事)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즉 지분

M&A가 되는 대상기업은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권리의무도

 당연히 대상기업이 계속 부담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대상기

업이 외자에 의해 지분M&A된 후, 종전의 내자기업에서 외국투자기업으

로 변경됨으로 새로이 내자기업의 영업허가증과 다른 영업허가증을 신청

해야 한다. 그럼 대상기업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새로이 

발급받은 영업허가증에 종전 대상기업이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의 시간을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에 의한 지분M&A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으

로 변경된 시간을 설립시기로 기재할 것인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응당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의 시간을 기업설립시기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외자M&A는 해당 기업의 존속기간 내에

 일어난 중대사항의 변경이다. 따라서 내자기업 등기부문과 다른 외국투

자기업 등기부문 및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투자기업을 새

로인 설립한 기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M&A가 되는 시기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시기로 볼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투자자는 종전 기

업의 역사적인 설립시기를 기재하려고 희망하며 민사 및 상사의 입장에

서 볼 때도, 대상기업의 역사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해당의 기업의 과

거 권리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상황에 대한 관련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지방

마다 구체적인 작동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사견으로는 외경무부문(外

經貿部門)이 역내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变更设立)하거나 공

                                                      
266  상무부외자사(商务部外资司),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设立及变更」 , 商务部

网站, 참조. http://gfgs.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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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기기관에서 등기할 때, 해당 기업의 역사를 그대로 기재하고, 외자M

&A를 대상기업의 새로운 설립이 아닌 중대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67 

1.7 지분형 M&A와 간접M&A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 의하면, 역내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지분M&A는 보

통 직접M&A의 범주에 속한다. 즉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 또는 

증자,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다수의 

외국투자자는 직접 M&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투자한 자회사

로 하여금 M&A를 진행하게 한다(이에는 그가 역외에서 설립한 회사뿐

만 아니라, 그가 역내에서 설립한 회사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수의 투자

자는 대상기업의 지분 또는 증자, 추가로 발행하는 지분을 직접 매수하

는 것이 아니라, 역내 대상기업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간접M&A라고 한다.268 

외국투자자가 간접M&A를 적용하는 목적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투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관리의

 원가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납세액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넷

째, 대상국가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을 기피하기 위해서 있다.269 「외국투

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에서는 직접M&A와 간접M&A라는 개념유형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렇다

고 해서 직접M&A와 간접M&A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도 아

                                                      
267 상무부외자사(商务部外资司), 「外商投资准入管理指引手册(2008)」, 中国服务
贸易网站, 참조.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local/2009-02-11/68123.shtml 

268 <当前中国法律框架下的外资并购介绍>, 法律快车网, 2011년01월05일, 참조,  

http://www.lawtime.cn/info/gongsi/waizibinggou/2011010588780.html 

269 慕亚平, 黄勇, <外资并购的形式存在的间题及法律调整>, 「法商研究」, 1999년 

제6기, 66-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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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보건대, 간접적인 M&A의 수단으로 

법적 통제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도 자신의 M&A에 관한 투자

정책을 세울 때, 법적 규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중국의 법률정책과 

충돌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상대로 간접인

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역내의 생산적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역내기업이 이미 투자한 회

사에게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을 적용한다. M&A를 당한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이 

이미 역내에 투자한 기업도 모두 외자이용에 관한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270 

둘째, 지분M&A를 통해 역내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인수할 

경우, 중국당국이 공포한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

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투자성회사

(investment company)를 설립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외국투자성회사는 기타 일반적인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특별한 경영범위

가 존재한다. 271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참여된 투자성회사는 그 특수성

을 갖는다. 외국투자자가 지분M&A를 통해 역내의 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성회사 설립과 관련된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셋째, 지분M&A를 통해 역내 상장회사의 모회사를 인수할 경우, 진정

으로 인수하려는 대상기업의 모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회사M&A에서 자

주 채택하는 M&A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수단을 채택하는 주요원

인은 대상기업을 직접인수할 때, 원가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며, 심지어 

그 당시의 법률정책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을 

                                                      
270 马海涛, 李亮, 「国际法学法理与实践」, 中国法制出版社, 2006년 11월, 70면, 

참조. 

271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2004년 11월 17일,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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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할 때, 자주 이러한 우회적인 M&A 전략을 채택한다. 「중국 증권감

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인수 관리방법(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上市公司收

購管理辦法) 」  및  외국인이  상장회사  국유주식, 법인주식을  양도하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유형의 M&A를 진행할 때에

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정보공개의무가 있다. 통상적으

로 이러한 의무는 간접M&A를 이유로 면제되거나 감소되지는 않는다.272 

넷째, 외국투자자가 그가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역내기업을 인수할 경

우, 만약 해당 자회사가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 준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역내

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정하

지 않은 부분은 「외국투자기업 역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

投資的暫行規定)」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273 만약 해당 자회사가 역외에 

있다면, 해당 자회사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바로 역내기업을 인수

하기 위해서이고, 이외의 기타 기능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

당 M&A가 경쟁과 독점에 주는 영향을 고찰할 때, 직접적으로 M&A를 

진행하는 외국투자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배후의 모회사도 함께 고찰

해야 한다. 

 

                                                      
27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경제

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 「 关于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有关
问题的通知」, 2001년 12월 10일, 참조. 

27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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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형 외자M&A 모델 

자산형 M&A는 지분형 M&A와 대응한 것이다. 자산형 M&A란 외국투

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역내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내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을 가리킨다.274 

최초로 입법의 형식으로 자산형 M&A를 규제한 법은 1950년 미국의 ‘Ce

ller–Kefauver Act’이다. 본 법 이전에 미국은 기업M&A를 규제하고 M&A

가 초래할 수 있는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914년에 이미 ‘Clayton 

Antitrust Act’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Clayton Antitrust Act’는 단지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M&A만을 금지하였고, 일부 성실하지 아니한

상인과 기업이 자산매수를 통해 M&A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행위에 대하

여는 규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50년에 공포한 ‘Celler–Kefauver Act’

에서는 자산매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활동도 ‘Cell

er–Kefauver Act’ 제7조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시켰다.275 

중국에서 ‘자산형 M&A’는 다양한 법규정에서 언급되었다. 예컨대 국

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연

합하여 공포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

资改组国有企业暂行规定)」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기업 또는 국유

지분이 있는 회사제도의 기업이 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자산을 외국투자

자에게 매도하고,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을 이용하여 독자로 또는 자

산을 매도한 기업 등과 같이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한다.276 실무에서 특히

 내자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M&A모델을 대량으로 

                                                      
274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75 谢永添, <基于公司并购的美国反垄断政策变迁及其启示>, 「商业研究」, 2013

년 7월 제435기, 160-161면. 

276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
行规定)」,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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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규정상 자산M&A 모델을 최초로 명확하게 

정립한 규정은 2003년에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2006년에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으로

 수정되었다)이다. 해당 규정의 제2조에 의하면, 자산M&A은 외국투자자

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

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

산을 운영하는 것이다.277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자산형 M&A가 이미 외자M&A의 주요한 법규정

상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산형 외자M&A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2.1 자산형 외자M&A를 규정한 원인 

미국 기업 M&A의 역사상 자산형 M&A의 번영이 독점심사를 기피하

기 위해서 나타났다면, 현재 중국 자산형 M&A의 생명력은 주로 채무함

정(債務陷阱)을 피함으로서 외자M&A 과정 중에서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

한 감소시키거나 기업의 필요 업무 부분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278 구

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2.1.1 자산형 외자M&A를 통한 채무함정의 회피 

채무함정(債務陷阱)이란 지분형 외자M&A에서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

의 지분을 매수하여 대상기업의 주주로 된 후, 대상기업에 청산해야 하

는 거액의 채무가 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것을 지칭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기업의 구조개편 과정 중, 새로운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기업지분에 

                                                      
277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4면. 

278 朱茜, <防范股权并购中的财务陷阱>, 「新会计」, 2013년 10월 제10기, 23-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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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접 매수를 원하지 않고, ‘깨끗한’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대상기업

이 과거에 남겨둔 각종 보이지 않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

279 실무에서 일부 외자관련의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도 기업 중에서 우량

적인 자산을 이용하여 합자한다.280 

상기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주로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중국기업 신

용체계(資信機制)가 한층 더 보완되어야 하며, 신용체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효한 경로를 통해 대상기업의 채무부담 상황을 조

회할  수  없다 .281 대상기업과  기업의  주주는  비교적  용이하게  사기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해할  수  있다 .  새로운  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을 출자하여 매수하게 되면, 해당 지분을 매도한 주주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대금을 신속하게 이전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그 결과

로 대상기업은 여전히 해당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분이 

종전의 주주에서 새로운 투자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무를 은폐

시켰다. 이에 지분을 인수한 자는 어찌할 수 없이 해당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대상기업, 특히 종전의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에

서 개편된 기업, 또는 존속한 기간이 비교적 긴 기업은 그 자체에 채권

채무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이 존재한다. 예컨대 퇴직 및 실업

한 직원의 안치한 문제, 양로, 의료, 보험 등의 부담이 있다.282 이러한 부

담은 통상적으로 직접 금액의 형태로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상관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일부는 심지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정

                                                      
279 公司并购网, <整体并购时, 资产收购的优点>, 2015년 03월 25일, 참조.  

http://www.gentlelaw.com/jbsg/191.html 

280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6면. 

281  赵旭东, <确立企业信息公示制度是中国社会信用体系建设的里程碑——《企业
信息公示暂行条例》解答一>, 中央政府门户网站 2014년 08월 27일, 참조.  

http://www.gov.cn/xinwen/2014-08/27/content_2740804.htm 

282 张礼栋, 卞昌久, 薛兵, 潘昌锋, <对企业改制中若干法律问题的思考>, 「现代法

学」, 1998년 6월 제6기, 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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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행정장관의 결정으로 집행되어 왔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때, 금전

상의 소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및 정력을 소모해야 하며, 자주 지

분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상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는 자산형 M&A를 선호한다. 특히 대상기

업의 재무가 혼잡하고 부담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자산형 M&A가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자산형 M&A에서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것은 대상기업의 ‘깨끗한’ 자산이다. 이는 대상기업의 채무와 아무런 관

계가 없으며 대상기업의 채무는 여전히 대상기업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

다.283 자산의 범위로는 대상기업의 토지사용권, 공장건물, 창고, 생산설비, 

사무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깨끗한’ 자산이란 자산이 대상기업의 채무 

및 기업의 기타 부담과 분리되는 것이며,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매

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대상기업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산을 거래하는 쌍방이 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협의로 부담하

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한다. 

2.1.2 자산형 외자M&A와 물권상의 부담 존속 

상기 ‘깨끗한’ 자산이란 자산 그 자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 아

니다. 예컨대 자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저당권의 속성

이 물권의 범주에 속하기에 법적 효력이 추적될 수 있음으로 자산 소유

권의  이전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284 즉  만약  대상기업이  그가  매도한 

자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을 외국투

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매도하였거나 심지어 대상기업이 자산매수

인을 기만하여 ‘저당의 설정이 없다고 하거나 저당의 채무를 대상기업이 

상환하고 자산매수인과 무관함을 약정’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

                                                      
28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13조 참조. 

284  邹海林, <抵押物的转让与抵押权的效力>, 「法学研究」 , 1999년 4월 제4기,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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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합리적인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저당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경매, 판매 또는 가격으로 환산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각 대륙법계 국가의 통

례이므로 중국에서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대

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때, 해당 각 항 자산의 부담상황을 명확히 조회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소유권와  토지사용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상응한 등기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285 상기 재산의 부담을 명확히 조

회할 때, 이러한 재산에 대한 등기기관의 기록을 열람해야 하며, 권리등

기문서도 보아야 한다. 예컨대 가옥소유권증(房產證), 토지사용권증이 있

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위에 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산

을 매도하는 대상기업, 자산을 매수하는 외국투자자 및 저당권자가 공동

으로 매수 이후의 해당 자산에 대한 저당권 상황을 약정하고 등기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저당에  관한  부담은  자산 매수자에게 용이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産權(재산권)의 명의변경 문

제와 관련되므로 이러한 재산의 부담은 보통 産權(재산권)증서에 기재되

기 때문이다. 동산의 저당도 자산 매수인의 주의를 용이하게 불러일으킨

다. 왜냐하면 동산의 저당은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

문이다. 만약 대상기업이 해당 동산에 위에 저당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게 될 것이며, 해당 동산을 매수인에

게 교부할 수 없을 것이다.286 주의해야 할 점은 동산의 저당문제이다. 중

국 ‘담보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공상환리총국은 「기업동산 저당등

                                                      
285 奚天宝, <不动产抵押登记的规定>, 中国普法网 2013년 5월 21일, 참조. 

http://www.legalinfo.gov.cn/pfkt/content/2013-05/21/content_4475726.htm?node=7910 

286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担保法」, 1995년 10월 1일, 제41조, 

42조, 43조, 63조, 64조, 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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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리방법(企業動產抵押登記管理辦法)」287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각 지

역의 공상기관(工商机关)은 이미 해당 방법을 근거로 기업의 동산에 대

하여  동산저당등기를  실시하였다 .  하지만  학설  및  다수  국가의  입법을 

근거로  볼  때 ,  동산의  저당은  효율적인  공시수단이  결핍함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논쟁이 있다.288 비록 현실이 이

러하지만  중국은  이미  동산의  저당을  규정하였고 ,  동산의  저당에  대한 

등기작업이 전개되었기에 자산M&A 과정에 투자자는 응당 대상기업 소

재지의 공상관리기관에서 대상기업의 동산저당등기 상황을 조회하는 것

이 최적의 선택이다. 

2.1.3 대상기업의 자산 또는 업무에 대한 선택적 구매 가능성 

자산형 외자M&A의 또다른 장점은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을 선택적으

로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의 방식으로 회사를 확장할 경우, 외

국투자자 중 특히 거대한 다국적회사는 통상적으로 ‘규모 크고 전면적’

이거나 ‘규모 작고 전면적’인 대상기업을 선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

하고  적당한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  예컨대  현재  중국에서 

주된 업무가 분명하고 실적이 양호한 민영기업과 사영(私營)기업이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289 중국 다수의 국유기업과 일부 대형 민

영기업의 업무는 비교적 복잡하다. 만약 지분형 M&A를 채택한다면 투

자자의 많은 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M&A를 통해 인수한 기업에

는 단지 투자자가 원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아니한 자

산과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자산형 외자M&A는 외국투자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M&A방

                                                      
287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 「기업동산 저당등기 관리방법(企

業動產抵押登記管理辦法)」, 1995년 10월 18일, 제2조. 

288  周浩昊, <动产抵押制度若干问题研究—兼对 《 物权法 》 动产抵押制度评析> 

「法制与社会」, 2007년 08월 제8기, 219-221면. 

289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6면. 



 

-134- 

식을  제공하였다 .  외국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  및  확장의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상기업의  자산과  업무를  매수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특정 재산을 매수할 수 있고, 해당 자산과 관

련된 특정 채권, 채무를 함께 매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공급과 판매의 

경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특수 대상물은 자산M&A에 

관한 협의로 약정할 수 있다.290 

2.1.4 현실과 감독관리에 대한 고려  

중국의 일부 기업은 지분구조형 기업(股权式企业)이 아니다. 즉 회사법

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개편된 기업이 아니다. 이러한 기업에는 ‘지분권

(股權)’의 개념이 없으며 지분형 M&A의 모델로 인수될 수 없다. 이러한 

기업은 자산형 M&A를 채택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다. 물론 기업에는 

産權(재산권)의 개념은 있다. 일부 M&A에 관한 문서 중 産權(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나타난 적이 있으며, 기업의 재산권(産權)을 거래하는 모델

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産權(재산권)은 종국적으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명확한 내포와 외연이 없고 명확한 법적 의미가 없

다.291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産權(재산권)이 도대체 ‘지분권(股

權)’과 유사한 개념인가 아니면 실체물,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인 개념인

가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적당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産權(재산권) M

&A를 진행하기에는 위험하다. 

자산형 M&A를 규정하는 것은 독점심사를 하기 위한 중요한 발상이다.

 일부 관점에 의하면 자산의 매수는 사실상 일반적인 거래행위이고 당사

자 의사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며, 직접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정부의 감독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M&A관련 법률문서에

                                                      
290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97-98면. 

291 于明磊, <产权概念的经济学分析和现实法律思考——新型财产权利的法律定位>, 

「制度经济学研究」, 2003년 2월 제2기,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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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292 이러한 관점은 자산형 M&

A의 한 측면만 서술하였다. 즉 사법(private law) 속성에 관한 측면을 보

고 자산M&A의 대부분은 사법(private law) 속성이 강한 계약관계로 구생

했다고 본다. 다른 관점에 의하면, M&A가 시장경쟁, 독점의 형성 및 소

비자 이익의 보호와도 직접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M&A에 대해 적당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293 사실 M&

A의 역사에서 미국 최초의 ‘Clayton Antitrust Act’에서도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인수의 행위만 금지하였다. 하지만 그 후, 기업들이 

‘Clayton Antitrust Act’의 심사를 기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

을 대량으로 채택하여 기피함으로 최종 1950년에 ‘Celler–Kefauver Act’을

 공포하게 되고, 자산매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추가로 규정하였다. 결국 

자산을 매수하는 M&A를 ‘Clayton Antitrust Act’ 제7조의 통제범주에 포

함시켰다.294 

2.2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형 외자M&A에서 주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식이 있다. 첫째, 외국

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대상기

업의 자산을 매수한다. 둘째, 외국투자자가 직접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

하고, 해당 자산을 출자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295 아래

에서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다. 

                                                      
292 公司企业法常识, <外资并购的法律本质>, 法律教育网,  

http://www.chinalawedu.com/new/201305/caoxinyu2013052114592995509883.shtml 

293 臧恩富, <论资产并购中被收购公司的股东权和债权人利益的保护>, 法律图书馆
(论文资料库)网站,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8223 

294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4면. 

295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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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산M&A의 진행을 위한 쉘컴퍼니(Shell Company) 설립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란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려고 의도할 때, 이러한 

목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대상기

업의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해당 외국투자기업이 해당 자산을 운영하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은 M&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과거의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는 성질이 다르다.296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단계에서 외국투자기업은 주로 ‘프로젝트 회사’

의 의미로서 기업이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

립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 중국 외국투자기업법에서 규정

한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기한이 있는 기업이다. 그 후 개혁개방의 심화

발전 단계에서 외국투자기업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회사기업으로 발전

하였다. 심지어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투자기업은 여전히 특정 생산경영업무를 그 경영범위로 하는 

기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기관은 중국에서의  외자이용  산업지

도 목록297 및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다른 외자이용 산업정책298에 근거

하여, 서로 다른 외국투자기업이 종사하는 생산경영활동을 결정해야 한

다.299 

외자M&A 중,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

                                                      
296 段爱群, <外商投资并购企业境内投资立法>, 2012년 9월 12일 百度文库,  

http://wenku.baidu.com/view/978409620b4e767f5bcfce38.html?re=view 

297 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년 4월 10일, 国家发改委网站,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W020150402620481787669.pdf 

298  상무부(商務部), 「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2002년 2월 11일, 商务部网站, 

http://www.mofcom.gov.cn/article/zt_swfg/subjectby/200612/20061204133533.shtml 

299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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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형식이다. 해당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직접 목적은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회사의 쉘(Shell)로 보아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

하는 것이다.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최종목적은 매수한 대상기업의 자산

을 기초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외국투자기업은 설

립을 신고할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특별히 설명해야 한다. 첫째, 외

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목적이다. 둘째, 매수가 성사된 

후, 종사하려는 경영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비준의 항목에는 자산매

수를 위해 해당 쉘(Shell)컴퍼니의 설립을 비준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장

래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범위도 함께 비준 받아야 한다.300 

2.2.2 쉘컴퍼니의 설립과 자산의 인수를 함께 진행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으로  역내

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론상 이러한 것을 두 개의 단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M&A의 각 당사자는 일괄적으

로  거래를  달성하고자  하며  심사비준기관이  일괄적으로  비준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

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

으로 쉘컴퍼니를 설립한 후 적합한 자산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

용될 수 없다. 만약 상기 경우를 허용한다면 쉘컴퍼니의 설립과 자산의 

매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301 예컨대 쉘컴퍼니가 설립되었

지만 자산매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미 설립된 쉘컴퍼니는 종

사할만한 업무가 없고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자산매

수  계약이  이미  발효되었지만  쉘컴퍼니가 비준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300 罗祖智, <外资资产并购制度的规避及监管>, 法制网, 참조. 

http://www.legaldaily.com.cn/interview/content/2013-

05/17/content_4469147.htm?node=43396 

30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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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적의 방법은 자산의 인수와 자산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

국투자기업의 설립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

과 자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일괄적으로 심사비준기관에 청구하게 되면, 

심사비준기관이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비준하는 동시에 자산매수의 계

약이 발효될 수 있다.302 이러한 방식은 중대한 이론과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외국투자기업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에 법률상 해당 민

사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도록 하는

가? 해당 자산매수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 누가 계약에 서명하

고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러한 계약의 성질은 어떻게 획정하는가?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상기 자산매수 계약은 외국투자자와 자산을 

매도하는  역내  대상기업이  서명할  수  있다고 본다 .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약정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설립하

고자 하는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될 경우, 해당 계약 중 외국투자자의 권

리의무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에게  전부  이전하고 ,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될 수 없다면, 외국투자자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한다(혹은 계약

을 해제하고 외국투자자가 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계약

에서  매수자의  권리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즉  외국투자자가  설립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이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되

기 전에는 외국투자자가 대신하여 자산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

을 진다는 것 등을 약정할 수 있다.303 

2.2.3 자산매수 계약에 대한 이론설명  

계약법의 이론상, 상기 방식은 적용이 가능하다. 계약법 자체가 강행적

                                                      
302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4조, 참조. 

303 .<中国法律制度下外资并购方式及法律分析>, 外资注册网, 2012년 7월 30일,  

http://www.chinawofe.org/html/binggoufenxi/1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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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수요에 따라 각종 계약모델의 창조를 

허용한다. 다만 창조하는 계약모델이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제3

자와 사회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계약의 이론 중에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설정하는 계약도 존재한다. 이러

한 당사자는 계약상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설립한 권리의무이다. 법률에서는 통상적으

로 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한 권리설정을 허용하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3

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하는 계약은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권리의무를 설정한 계약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304 

현재 중국 「계약법」 규정을 보건대, 이러한 견해는 일정한 법적 근

거가 있다. 예컨대 「계약법」 제64조의 규정을 보면,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채무이행 하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한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위약책

임을 부담해야 한다.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로 하여금 채권

자에게 채무이행 하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한 후,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

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305 외국투자자와 역내기업의 쌍방 당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즉 역내기업이 

장래에 설립하게 될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자산의 교부라는 주된 계약

의무의 이행을 약정할 수 있다. 만약 역내기업이 장래에 설립될 외국투

자기업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304 周娆, 王琳, <确立为第三人利益合同制度的可行性分析>, 「法制与社会」, 2010

년 7월 제19기, 39-40면 참조. 

305 「계약법(合同法)」, 1999년 10월 1일 시행, 제64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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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또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위

약책임의 부담을 약정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장래에 설립하게 될 외

국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역내기업에게 거래대금의 지불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만약 장래에 설립하게 될 외국투자기업이 역내기업에게 거래대금

의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상응한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 불가능할 때, 손실을 어떻게 분

담하고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지의 문제도 약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유사한 계약이 이미 실무에서 존재해왔다. 예컨대 외국투자기업

의 설립에 있어서,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에게 기술을 양도하는 것

을 부가할 경우, 외국투자자가 심사비준기관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기

술양도 또는 기술사용허가의 합의서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기

술의 양도 또는 사용허가의 합의서는 외국투자자가 설립 중인 외국투자

기업을 대신하여 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

으며 타당하지 아니한 점이 없다.306  

2.3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자산의 인수 

2.3.1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문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한 자산M&A의 모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

자가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한 후, 해당 자산을 투자

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307 상기 첫 번째 자산M&

                                                      
306 赵相林, 曹俊, 「外商投资法律事务」, 中信出版社, 2002년 11월 제1판, 217면. 

30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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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

국투자기업’이란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쉘컴퍼니를 지칭한다. 그럼 문

제는  외국투자자가  그가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  새로  설립한  쉘컴퍼니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

수하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종전부터 생산경영에 종사고 있는 외국투자

기업이 자산M&A를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 만약 허용된다면, 이

러한 방식으로 자산M&A를 진행하는 것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조정하는 범주

에 속하는지 문제가 된다. 

2.3.2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자산인수로 감독 회피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의 관련 조문의 문의에서 볼 때, 해당 규정에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역내기업을 M&A’

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외국투자자는 그가 이미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자산형 M&A로 역내기업을 인수

할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

境內企業的規定)」의 통제를 받지 않다.308 

만약 외국투자자가 그의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업

의 자산을 인수할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

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실무에서

의 적용을 함께 보면,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기업의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 「외국투자

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을 배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외국투자자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308 위의 규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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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한 지분

형 M&A 또는 자산형 M&A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미 역내

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에게 증자 또는 대출하고, 해당 역내 대상기업

의 자산을 매수하는데 충족한 자금을 확보한 후(만약 외국투자기업의 자

금이 충족하다면 증자 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당 외국투

자기업이 대상기업과 직접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자

산을 매수한다. 다음으로 매수된 자산을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지사로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

의 규모가 자산M&A를 통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

은 통일된 관리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업무 사이에 상호 이익과 손실

을 상쇄하고 납세액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모든 자산

을 하나의 회사에 투입하므로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는 것이다. 물론 적

당한 시기에 M&A를 통해 설립한 지사 또는 업무를 다른 회사로 분할할

 수는 있다.309 어떻게 진행을 하든지 모두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역내기업을 상대

로 하는 외국투자자의 M&A에 대한 감독관리를 기피할 수 있다. 

2.3.3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자산인수의 감독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일반적인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 상

품거래행위에 속하며, ‘계약법’에 의해 처리해야만 하는 M&A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즉 「외국투자기업의 역내 투자에 대한 임시규정(外商投

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 )」이  조정하는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면 ,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的規定)」의 조정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역내

기업의 전체 자산을 매수하여 자기의 운영업무로 할 경우, 심지어 매수

                                                      
309 .<中国法律制度下外资并购方式及法律分析>, 外资注册网, 2012년 7월 30일,  

http://www.chinawofe.org/html/binggoufenxi/1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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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을 직접 또는 약간의 개편을 거쳐 자기의 지사로 변경할 경우, 

이러한  자산매수의  행위는  실제로  자산을  매도하는  기업의  운영업무를 

인수한 것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산M&A이다.310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을 배제하고, 통제를 기피하는 M&A모델은 입법자가 원하

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의 원래 의미가 아니다. 사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

內企業的規定)」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신청과 자산 

매수의 합의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투자자의 편리를 중요시하

였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 자산매수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31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자산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자산M&A는 법적 의미에서의 투자행위

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행위이기에 현재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시각에서  자산형  M&A에  대한  규범화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 

그러므로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 대상기업의 전체적인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더 나

아가 연구해야 한다. 

사실 2003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

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의 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한 적이 있다.

                                                      
310 天瑞华商, <股权收购和资产收购处理及例解>, 2015년 4월 9일 纳税服务网  

http://www.cnnsr.com.cn/cssw/kjhtml/20150409113639177074.html 

31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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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

업을 인수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것,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업을 상대로 지분인수

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역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

暫行規定)」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정식으로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

規定)」을 공포할 때, 상기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후에 두 차례

의 수정을 거쳐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

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도 상응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

다. 

2.4 자산을 매수하기 후에 그 자산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으로 외

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한 두 가지 자

산M&A 중의 한 가지이다.313 해당 모델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와 역내 대

상기업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매매

를 통해 대상기업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

(기타 자산 또는 화폐자금 등을 추가할 수 있다)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

을 설립한다. 이러한 모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2.4.1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소지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다. 

                                                      
312 原对外贸易经济合作部/ 国家税务总局/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国家外汇管理,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 초안(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

暫行規定 草案)」>, 2002년 10월 1일 공부, 제18조, 참조. 

31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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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관심을 갖는 초점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외국투자자가 역내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단지 그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자의 한 방식이다. 합

법적이고 유효한 자산매매계약은 해당 출자의 적법성만을 증명할 수 있

다.314 통상 실무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설사 역내자산을 소지한다고 하

더라도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역

내에서의 투자기업으로 역내의 자산을 소지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자산을 매수한 후, 즉시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로 당분간 투자로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면, 이러한 자산의 소지상

태로 존속할 수 있는가? 현재 중국의 법규상 외국투자자가 역내자산을 

소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315 그러므로 외국투자

자가 조작 목적이 아닌, 단순히 투자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역내

자산을 소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기관이 사전에 비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이 심사해야 하며, 비준 전에는 외국투자

자가 소지한 역내자산을 운영할 수 없다. 316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規定)」의 내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

과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314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 2014년 2월 19일 수정, 제4

장 참조. 

315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8면, 참조. 

316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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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매수한 자산을 출자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의 자본금 평

가 

만약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매수할 때 이미 평가를 실시했고, 외

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

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역내기

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은 일괄적인 거래이며, 자산의 매수와 기업의 설립 사이에 시간상의 간

격이 없다. 그러므로 매수한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당연히 매수한 가격 또는 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기관의 자금확인

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외국투자자의 자산매수와 해당 자산을 출자로 하

는 기업의 설립 사이에 시간상 일정한 간격이 있다면, 해당 평가보고의 

평가목적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자산으로 출자하는 날

까지 평가보고가 여전히 유효하면 그 평가보호를 근거로 해당 기관에 자

금확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평가보고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자

산의 출자에 대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317 

만약 평가보고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해당 자산의 출자에 대해 다시 평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장 거래요소의 영향으로 예컨대 M&A를 당한 

기업의 고객자원, 거래시간과 기업설립시간의 간격 등으로 인하여 자산

의 거래가격이 실제가격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새로 평가된 

가격과 매수할 때 평가받은 가격 또는 매수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

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자금확인을 받을 것인가? 일부 견해는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요구와 기업등기자본이 출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회

사법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 출자한 자산의 시장가

                                                      
317 国家统计局,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中国统计出版社, 2003년 3월, 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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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등기자본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즉 최신 평가가격을 출자와 자금

확인의 근거로 해야 한다. 318  또 다른 견해는 외국투자자의 외화유입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최초로 매수한 가격 또는 평가받은 가격

을 자금확인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319 

상기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각자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본다. 국민과 사

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출자하여 외국투자기업

을 설립할 때의 자산가치를 자금확인의 근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가 실제로 투입한 외환자금의 시각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의 최초 

투입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전자의 견해로 처리한다면, 국민과 사회신용

을 지킬 수 있지만, 외국투자자에게 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외국투자자가 대량으로 토지사용권을 매수한 뒤, 즉시 개발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의 가격이 오른 후에 다시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심지어 다시 판매하여 투기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외

자를 흡수하는 목적이 아니다. 만약 후자의 견해로 처리한다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한다. 특히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산가치가 이미 대

대로 매수할 때의 가치보다 하회할 때, 허위출자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

로 최적의 방법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

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요구에 따라, 역내

기업 자산의 매수와 해당 자산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동시에 진

행하면, 최소한 평가보고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다.320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문서를 공포한 기관이 이에 대하여 확장

                                                      
318 刘天善, 张力, 「经济法教程」 , 清华大学出版社/北方交通大学出版社, 2004년 

1월, 94면, 참조. 

319  郭江晓, <外资并购的法律冲突与协调完善>, 华东政法大学, 法学博士学位论文

(2005年), 18면 참조. 

320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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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하는 것이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 자산의 매수와 해당 자산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외국투자자

가 매수한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평가보고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갔을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새로이 평가된 결과로 자

금확인  받아야  한다 .  외국투자자가  역내자산을  소지함으로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만약 

새로운 평가가치가 매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매수가격을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2.4.3 자산을 매수한 후 기업설립이 실패한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행위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

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실패가 발생할 수 없고, 외

국투자자가 이미 매수한 자산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역내기업자

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 실패하는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예컨대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먼저  매수하였거나 

기업설립  전에  자산매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외국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법에 의해 소지

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일반의미에서의  민사행위이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면 아니 된다. 상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

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장려한다 . 즉  자산을 

매수하는 계약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

출하는 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기업의 비준설립을 매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321 하지만 해당 규정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외국투

                                                      
32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149- 

자자가 자산 M&A를 통해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투자기

업을 설립하는 행위이지, 일반적인 민사적 의미에서의 자산매수행위에는 

간섭할 수 없다. 

2.5 자산형 M&A 중 자산의 지속경영 

자산형 M&A의 존재로 인해, 자산의 지속적인 경영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 즉 자산의 매수와 소지하는 기간에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운영 결과에 대해 누가 부담하는가? 

2.5.1 법률규정의 측면 

해당 문제는 외국투자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중국 법률상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요구322와 연관된다. 외국투자자가 자

산을 매수하고 소지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투자기업이 아직 설립되지 않

았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운영한다면, 중국 역내에서 ‘상업

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결

과를 초래한다. 「외국(지구)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하는 등기관리에 관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經

營活動登記管理辦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단지 아래와 같

은 영역에서 직접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첫째, 육상, 해상의 석유 

및 기타 광산자원의 탐사개발. 둘째, 주택, 토목공정의 건축, 장식 또는 

선로, 관도, 설비의 설치 등 공정의 도급. 셋째, 외국투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리를 접수하거나 도맡을 경우. 넷째,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설립한 지사. 

                                                                                                                                       
規定)」 제24조, 참조. 

322 상업적 주재(商业存在/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규정

(GATS)’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방식의 한 가지이며, 한 구성원의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 기타 구성원 역내에서 상업기구(부속기업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소재지 국가와 기타 구성원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보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에는 지사 또는 대리를 설립함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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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가 허용한 기타 생산경영활동이 있다.”323 절차상, 중국 역내

에서 직접적으로 상기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기업은 국무원 및 

국무원이 수권한 주관기관의 비준이 추가로 있어야 하고,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등기주관기관의 심사비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은  중국  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324 

상기 규정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할 

때, 상기 다섯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상업적 주재’의 요구에 

근거하여,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의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해

야 한다. 즉 상법에서의 ‘상인(商人)’을 설립한 후, 해당 ‘상인’이 생산경

영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이론상 다른 관점이 있다. 즉 현

재 중국에는 이미 ‘상인’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한계가 없다고 보며, 상

업등기를 하지 않은 자연인도 일부 상업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대규모의 상업경영은 자연인인 개인이 

진행할 수 없으며, 주로 중국에서 상업등기를 한 ‘상인’이 진행해왔다.325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

行規定)」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인수한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투

자설립하기 전에 해당 자산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326 「부동산 

                                                      
323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외국(지구)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생산경영활

동에 종사하는 등기관리에 관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
經營活動登記管理辦法)」, 1992년 8월 15일 공포, 제3조. 

324 「외국(지구)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기관리에 관

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經營活動登記管理辦法)」, 제2

조 참조. 

325 张翔, <论自然人的民事能力在商业经营中的基础地位>, 「河北法学」, 2009년 

5월 제5기, 25면, 참조.  

326 국가경제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공상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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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외자 진입허가와 관리에 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

准入和管理的意見)」에 근거하여, 역외 기구와 개인이 역내에서 비자기

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원칙을 준

수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외국인투자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쳐 관련 등기를 마친 

후, 비준한 경영범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종사한다.327 

그러므로 중국에서 특정한 영역을 제외하고,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역

내자산으로는 경영을 전개할 수 없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자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중국 역내에서 법에 의해 ‘상업적 주재’를 

설립해야 한다. 즉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투자기업이 역내의 해

당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중국역내자산의 

직접운영을 허용한다면, 공상관리의 질서에서 유효한 관리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수, 외화 등 문제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법률

이 명시한 부분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가령 중외

합작으로 자연자원을 탐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328 

2.5.2 실무적 합리성  

만약 중국역내의 자산을 외국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생산경

영을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투자자의 역내

                                                                                                                                       
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외자를 이용하

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 , 2002년 1월 

18일 공포, 제12조. 

327 건설부(建设部), 상무부(商務部),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国家发展与改革委

员会), 인민은행(人民银行),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국가외환국(国家外汇局),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자 진입허가와 관리에 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

資准入和管理的意見)」, 2006년 7월 1일 공포.  

328 「외국(지구)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기관리에 관

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經營活動登記管理辦法)」, 제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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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規定)」에서 자산매

수계약의 효력발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효력발생 시기를 약정할 수 있다(하지만 통상적으

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하는 시기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당사

자들이 약정한 자산매수계약의 효력발생 시기가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시기보다 앞서 있고 자산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면, 외국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시기부터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하기  전의  기간 

동안에 외국투자기업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외국투자자는 이미 역내

자산을 소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

가 해결되어야 한다. 설사 자산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이 자산매매계약의 

효력발생 지점을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하는 시점으로 약정하더라도,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시점에서부터 공상등기를 함으로써 영업허가증을 취

득한 시점까지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논쟁이 있

다. 

자산M&A도  비록  기업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 이러한  신설된  기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린필드투자(Green Field Investment)한 신설 기업

과는 다르다. 해당 신설기업은 대상기업의 전체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

산의 기초에서 계속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경영

의  연속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계속적인 경영을 허용할 것인 여부는 자산 그 자체

의  성실과도  연계되어  있다 .  일부  자산은  특성상  경영을  정지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호텔, 제철공업에 이용되는 용광로, 가동 중

인 생산라인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자산을 인수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그 경영 또는 운행을 정지한다면, M&A 쌍방 당사자에게 비교적 큰 손

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발전에도 불리하다.329 이러한 시각

                                                      
329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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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되

기 이전에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도 일정한 합

리성이 있다고 본다. 

2.5.3 입법건의와 실무에서의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볼 때,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등

기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상응한  준비업무만  가능하고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매수할 때, 계

획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시 외국투

자기업을  설립하거나 해당 자산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자산은 통상적으로 그 생산경영활동

을 허용할 수 없다.330 건의사항이라면 향후 해당 규정을 수정할 때,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만약 외국투자자의 자산매수 목적이 바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이고  해당  자산을  외국투자기업에  투입하여  운영하려는데 ,  각종 

수속을 받는 이유로 인해, 외국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영

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조건부로 해당 준비 중인 외국투자기업의 명

의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산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외

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이 원래의 경영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하여 생산하고 필요한 대외경영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발

전설비, 제강설비, 호텔 등을 계속 운영함으로 자산가치의 불필요한 소모

를 만회하는 것이다.331 

공평과 효율의 형평을 감안할 때, 운영하던 자산을 출자로 설립한 외

국투자기업에 있어서, 해당 자산이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한 권리의무 전

                                                                                                                                       
1판, 100-102면. 

330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

規定)」, 2002년 1월 18일 공포, 제12조 참조. 

331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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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하고, 출자자가 자산의 운영기간에 발

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운영하던 자산을 출자

하여 설립하려던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할 수 없게 되면, 우선 해당 운영 

중인 자산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자산이 책임을 부담하기

에는 부족할 경우, 자산의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332 

현행 규정에서는 상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각 당사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에 의

해,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시기와 자산을 교부하는 시기를 연계시킬 

수 있다. 일부 비교적 큰 자산M&A 사건 중, 중개기구는 자산교부의 선

결조건, 당사자의 성명 및 담보책임 등 조건을 통해 중국 법률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자치도 실현함으로 교묘하

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다. 

2.6 자산형 M&A 중 자산의 범위  

자산M&A 중, 자산의 내포와 외연이 도대체 무엇인가? 「외국투자자

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실무에서도  다양한  자산M&A가  존재함으로 

인해, 자산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있다. 자산의 함의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2.6.1 대상 기업의 ‘순자산(净资产)’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M&A 중 ‘자산’이 도대체 ‘회사법’에서 규정한 실물, 화폐, 공업産

權(재산권) 등 재산인지, 아니면 회계학상 기업의 순자산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중국 국내회사의 흡수합병 및 자산재구조 과정 중에 순자산 출자라

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중에서

도 순자산 출자를 언급한 적이 있다. 순자산에 있어서, 실물, 화폐, 지적

                                                      
332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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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주식도  포함되고  심지어  채권과 

채무도 포함된다. 순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자산의 플러스와 마

이너스가 상쇄된 후의 회계결과이며 하나의 추상적인 수치이다.333 「외

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에서 조정하는 자산M&A 중, 도대체 자산의 함의를 어떻게 이해

하는가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산형 M&A 중, ‘자산’

에는 채권과 채무가 포함되지 않고 단지 기업의 실물, 화폐자금과 공업

産權(재산권)만 포함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

에서 규정한 출자형식은 주로 실물, 화폐자금과 공업産權(재산권)의 형식

으로 표현되지, 채권채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본다.334 그리고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

定)」에서는 전문적인 조항으로 M&A당사자들이 해당 채권채무에 대하

여 특수한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규정을 이용하여 관련된 채권

채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335 비록 M&A에 관한 기타 관련 

규정에서도 채권채무의 자산출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상기 방식은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지지할 수는 

없다.336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333 宋晓, 靳秀连, <资产 净资产 资产净值之比较>, 「山西财税」, 2005년 8월, 47

면, 참조. 

334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26-30조 참조. 

335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13조, 참조. 

336 贺志东, 「外国企业在华分支机构和常驻代表机构稅收操作实务」, 清华大学出

版社, 2005년 01월 01일 제1판,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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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규정상, 자산M&A란 외국투자

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

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지칭한다.337 상기 조문은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확장적인 해석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산에는 실물, 화폐자금과 공업産權(재산권)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권채무도 기업 

자산형식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감안해야 할 것은 중국 국내의 기업개편

과 M&A 중에서 이미 채권채무를 포함한 기업의 자산을 매도하고 해당 

자산을 출자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다. 비록 현

재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이 채권채무를 포함시키는 출자형식을 인

가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인가하였다. 최고인민법원「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

干問題的規定)」에 의하면, 기업이 그 부분 재산과 상응한 채무를 이용

하여 타인과 새로운 회사를 편성할 경우, 이전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

자가 인가하면 새로이 편성된 회사가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전하는 채

무에 대하여 채권자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지만 이에

 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의 기업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원래의

 기업이 상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새로이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주장하면, 새로이 설립된 회사는 접수한 재산범위 내에서

 원래의 기업과 연대적인 민사책임을 부담한다.338 실무에서 공상등기기

                                                      
33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338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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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도 이러한 유형의 기업등기를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일정한 도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상

의 자산개념은 주로 사물과 권리의 집합이고, 회계상의 자산은 가치상의 

집합이다 .  ‘회사법’이든  외국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이든  모두  회계

상의 순자산으로 출자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금확인(验资)

의 단계에서만 회계의 각도로 출자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에 출자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물적 권리의 의미,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산을 볼 때, 도대체 단순히 

실물, 화폐, 지적재산권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 채권채무도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자산매수의 단계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

수할 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 재산을 매수할 것인지는 전속적

으로  당사자가  결정하므로  법률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  사실  실무에서 

거래는  아주  복잡한  것이다 .  통상  자산양도의  협의에서  인수하는  자산 

속에는 자주 기업의 전부 고정자산, 유동자금, 계약상 권리의무, 기타 채

권채무, 업무(시장, 고객명단) 및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자

산양도 협의에서 이러한 대상은 모두 법률이 허용한 것이다. 거래쌍방이 

중국  법률에  의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  예컨대  채권이전의  통지의

무,339 지적재산권 거래의 등기절차,340 외자M&A에서 외국투자자의 매수

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어떻게 

                                                                                                                                       
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 2003년 2월 제6조. 

339 「계약법(合同法)」, 제80조.  

http://www.34law.com/lawfg/twsy/11/print_3540.shtml 

340 「특허법(专利法)」 제10조, 「상표법(商标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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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한다. 매수

한 자산을 출자로 할 경우, 현행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의 규정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  현재  중국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의  규정에서  볼 

때, 출자의 방식은 아직도 기계, 설비, 공업産權(재산권) 등 특정의 유형

에 국한되어 있다.341 그러므로 채권채무를 직접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채무를 직접 출자할 수 있는지는 더 나아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는 전문적인 

조문으로 M&A당사자들이 해당 채권채무에 대하여 특수한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해당 규정을 이용하여 관련된 채권채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자의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새로이 설립한 외국투자

기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342 

비록 최고인민법원이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

問題的規定)」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채권채무가 포함된 자산을 직접 새

로이 설립된 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리

스크가 존재한다. 즉 새로이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자산을 매도한 역내

기업의 채권자로부터 바로 권리행사를 될 수 있으며, 인수한 재산의 범

위 내에서 원래의 기업과 연대적인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343 

패키지로 자산을 매수할 수 있지만, 「회사법(公司法)」과 ‘외국투자기

                                                      
341 「회사법(公司法)」 제27조 참조.  

http://www.fujian.gov.cn/ggfwpt/qykb/gszcdj/zcfg/201407/t20140730_762630.htm 

342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13조 참조. 

343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

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 2003년 1월 3일 공

포, 제31조, 제32조,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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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의 규정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 「계약법(合同法)」의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를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에서 말하는 순자산 출자

에 있어서, M&A의 효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만, 법률관계를 더욱 분명하

게 하고, 법적 근거를 더욱 충분하게 하며, 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더욱 작게 된다. 다만, 상기 결과를 합리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는 한편

으로는 규정을 제정한 기관이 어떻게 해당 조문을 해석하는지, 심사비준

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는지, 사법기관이 다양한 M&A모델

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M&A를 하는 당사

자들의 변호사가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M&A방안

을 어떻게 설계하는가도 중요하다. 

2.6.2 대상기업의 ‘채권’만 인수하는 경우 

실무에서, 일부 투자자는 “은행대출금주식전환(債轉股)(Debt for Equity 

Swap)의 모델”을 모방하여, 우선 대상기업이 갖는 제3자 기업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다음에 해당 채권을 투자자가 제3자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불과 몇 년 전에 국무원의 ‘은행대출금주식

전환’ 정책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4대 국유은행의 불량채무를 분리하

기 위하여 4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는 바로 상기 방식으로 불

량자산에 대한 개편을 실현한 사례이다.344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상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가? 일부 학자는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주류를 

이루는 관점은 “채권이 물권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채권은 특정 채무자

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이 실현되지 못할 리스

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은  ‘전환’하는  시점부터 

‘실제교부’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외국투자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자

                                                      
344 杜佳, 「货币金融学」, 清华大学出版社/北京交通大学出版社, 2006년 2월 1일, 

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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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확정원칙, 즉 자본이 ‘교부’하는 시점에서 ‘실제교부’되어야 하다는 요

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345 비록 2014년 3월부터 실시한 새로

운 회사법에서 이미 ‘납입자본(實繳資本)’제도에서 ‘거출자본(認繳資本)’

제도로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변화를 외국투자기업에 구체적으로 적

용하려면, 외국투자기업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적

으로 ‘채권’을 결제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은

행대출금주식전환’ 정책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

한 영역의 ‘채권’출자는 개별적인 안건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2.6.3 대상기업 ‘전체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M&A 중의 ‘자산’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물(物)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전체자산과 운영자산을 지칭하는지는 외자M&A에서 자주 논의되

는  문제이다 . 사견상으로는  자산M&A는  사실  자산의  거래이고  일종의 

매매이다. 하지만 모든 거래와 매매는 반드시 M&A일 수는 없다. 투자자

의 입장에서 볼 때, M&A거래의 목표는 단순한 자산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이고 업무(業務)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말하는 자산도 일반적인 매

매에서의 자산이 아니라, 투자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집합

이다.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전체자산(整體資產) 또는 운영

자산이라고 한다.346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의 자산을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은 요소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거래의 금액’이다. 거래금액은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완전히 거래금액에 기초하지는 않는다. 예

컨대  외국투자기업이 한  토지의 사용권을  매수하는데 소모되는  금액이 

                                                      
345 张华, <关于债权出资登记的思考>, 甘肃企业登记网, 2011년 11월 28일, 참조. 

http://qydj.gsaic.gov.cn/llyj/2011/11/28/1322466214328.html 

346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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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생산라인을 매수하는 금액보다 많을 수 있지만, 전자는 M&A

의미에서의  자산이  아니고 ,  후자는  M&A의미에서의  자산이다 .  둘째는 

‘매수한 자산의 속성’이다. 매수한 자산 그 자체가 생산자료의 기본요소

를 구비하는지를 주의하고, 직접 생산경영에 투입할 수 있는지 또는 해

당 자산에 기하여 개편한 후 바로 생산경영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주의

해야 한다. 셋째는 “자산과 경영능력 사이의 관계”이다. 만약 자산을 매

도하는 기업이 해당 자산을 매도한 후, 생산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매수자가 해당 자산을 매수한 후 개편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생산경영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자산이 M&A 의미상의 자

산에 속한다고 본다.347 

2.6.4 대상기업의 ‘인력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M&A에는 대상기업의 직원, 기술관리자, 고급관리자 등 인력자원

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가? M&A 중, 역내 대상기업과 지방정부는 통

상적으로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 직원의 취업 및 복지 문제까지 일괄적

으로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 다만 외자M&A를 하는 외국투자자는 자

산뿐만 아니라 원래 기업의 관리 및 생산에 익숙한 고급관리자 기술관리

인원과 노동자 등을 선호한다.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M&A의 쌍방 당사

자는 자산M&A의 협의 중 이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이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자산M&A의 한 중요조건으로 활용

할 것이고 일정한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인력자원을 인수하

고자 하는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348 사견상, 「외

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의 조문이든 일반적인 자산M&A의 이론에 근거하든, 인력자원을 

인수하는 자산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인력자원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

                                                      
347 李岚, 「财务管理实务」, 清华大学出版社, 2005년 3월 1일, 354면 참조. 

348 干春晖, 「并购经济学」,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4월 1일 제1판, 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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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A당사자들이  인력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별한 인사조치는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인력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다. 

2.6.5 대상기업의 ‘특별자산’에 관하여 

일부 대형 및 중형 국유기업에게는 일부 특수한 권리가 있다. 인수하

는 자는 대상기업의 일반자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의 

이러한 특수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외자M&A를 진행 한 뒤(자

산형 M&A와 지분형 M&A가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권리를 여전히 보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특별자산이라고 한다.349 이러한 특별자산은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 

있다. 

첫째, 토지사용권을 살펴보자. 현재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이 사용

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획발(劃撥)한 토지350이며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외자M&A를 통해 이러한 기업을 개편할 때, 

                                                      
349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99면 참조. 

350 획발토지(划拨土地)는 사회주의 특색을 갖는 토지사용 특성이 있으며, 획발 

토지사용권이라고도 한다(중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도시토지는 국가소유

에 속하며, 국유토지 사용권의 취득방식에는 획발, 양도, 임대, 지분 등이 있다). 

‘획발토지 사용권 관리 임시방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획발토지 사용권이란 토

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의 양도를 제외한 기타 각종 방식으로 법에 의해 취득

한 국유토지사용권을 지칭한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23조 중 획발토지 사용

권의 취득경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의 획발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

부가 법에 의해 비준함으로 토지 사용자가 보상 및 안치 등 비용을 납부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교부 받게 되거나, 또는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사

용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본 법의 규정에 의해 획발방식

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법률 및 행정법규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다. 



 

-163- 

일부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국유기업 및 집단소유제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궁금해 한다. 「국유

기업 개혁 중 획발토지사용권의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國有企業改革中劃

撥土地使用權管理暫行規定)」에  의하면 ,  기업체제  개혁  중  토지사용권 

정책에 관해 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상황에 비준을 거쳐 획발(劃撥)에 

의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 즉 (1) 계속해서 도시기초시설의 용지, 공

익사업 용지와 국가가 중점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 프로

젝트의 용지, 종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다만 회사제도로 

개편 중 또는 개편된 기업은 제외한다. (2) 국유기업이 국유기업 또는 비

국유기업에 대한 흡수합병 및 국유기업이 국유기업과의 합병, 흡수합병 

또는 M&A 후의 기업이 국유공업생산기업일 경우. (3) 국유기업의 흡수

합병, 합병 중 흡수합병을 당한 국유기업 또는 국유기업 합병 중의 상대

방이 파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인 경우. (4) 국유기업이 개편 또는 개편하

여 국유독자회사로 될 경우가 있다.351 이에 외자M&A의 과정 중, 국가정

책의 차원에서 볼 때,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개편되는 경우에 획

발(劃撥) 토지사용권을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즉 외자M&

A 중,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해당 토지사용권을 매도할 수도 없

고, 외국투자자가 직접 이러한 무상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할 수도 없다. 

둘째, 기타 국유기업의 특허사용권이 있다. 현재 일부 대형 국유기업은 

통상적으로 행정 또는 업종상의 독점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특허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재산권에 속해야 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기업이 무상으로 향유하고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것은 

그 취득과 사용에 법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351  국가토지관리국(国家土地管理局), 「국유기업 개혁중 화발토지사용권 관리

의 잠행규정(国有企业改革中划拨土地使用权管理暂行规定)」, 1998년 2월 17일 공

포,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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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352 예컨대 항공회사의 항

공노선은 국제조약에 의해 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가  항공회사에게  사용하도록  부여한다 .  이러한  국유기업의  특수권리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외자M&A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부문의 특별한 

동의가 있는 동시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한 행정허가경영권이 있다. 일부 역내기업은 일부 특수한 행

정허가경영권을 갖는다. 비록 이러한 권리가 행정허가의 방식으로 부여

되었지만, 현재로는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특수권리는 그 당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것이지만 현재는 

거대한 시장가격을 갖는다. 예컨대 일부 지역의 택시경영권이 있다.353 시

장에 대한 감독관리의 원인으로 인해, 보통 이렇게 무상으로 취득한 경

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354 그러므로 외국투자

자가 이러한 기업을 인수할 때 해당 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넷째, 특별한 정책적인 정부 보조금 또는 혜택이 있다. 현재 일부 국유

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기타 혜택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

355 종전의 국유기업이 향유하는 특별자산에 대해, 합작으로 경영하는 기

업이 무상 또는 유상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

확한 규정이 없다. 

역내기업의 상기 특수자산 또는 특수권리 중에서 일부는 해당 특수한 

                                                      
352 국무원(国务院), <국유기업 개제업무에 관한 진일보 규범화의 실시의견(关于

进一步规范国有企业改制工作的实施意见)>, 2005년 12월 19일 공포. 

353 丁佳, <行政许可变相转让问题探讨>, 「湖南行政学院学报」, 2010년 4월 제2

기, 95면 참조. 

354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04년 7월 1일 

「행정허가법(行政许可法)」, 제9조 참조.  

355 姚文宽, <政府对国有企业的优惠政策与反补贴专向性关系的研究>, 「经济研究

导刊」, 2014년 11월 제11기,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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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위 또는 성질로 인해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외자M&A가 있은

 후, 이러한 특수권리는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유보되지 않는다. 다른 일

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특수권리가 양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

떻게 양도해야 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356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

內企業的規定)」에서 외자M&A의 대상 자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규정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자산M&A를 통해 역

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타 관련 정부부문의 허가와 관련된 허가문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즉 인수하게 되는 서로 다른 특수권리

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를 처리하라는 규정이다.357 

2.7 외국투자기업 설립이 불가능할 때의 자산처리문제 

자산M&A의 과정에서 만약 외국투자자가 이미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

수하였지만 각종 원인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면, 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

수하기 전의 계약기초 단계이든 M&A를 진행하는 과정 중이든, 당사자

는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 인수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

다.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어떻게 매수

한 자산을 처리하는지, 중국역내에서 해당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지, 반

드시 해당 자산을 역외에 수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만약 중국

역내에서 해당 자산을 매도한다면 외국투자자가 매수자에게 외화로의 지

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셋째, 만약 역외로 수출한다면 최초

로 해당 자산을 매도한 역내기업이 관련된 수출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356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9면 참조. 

35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1조,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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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 대상자산이 동산일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일 가능성도 있으므

로 외국투자자는 해당 자산의 속성에 따라 스스로 역내에서 매도할 것인

지 아니면 역외로 이전한 후에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외환

관리조례(外汇管理条例)」에서 확립한 인민폐(RMB) 주권(主權)원칙에 의

해 당사자가 중국 역내에서 진행한 거래는 반드시 인민폐(RMB)이어야 

한다.358 그러므로 만약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하게 되

면, 외국투자자는 매수자로부터 인민폐의 지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

고 관련된 외환매수 절차를 거쳐 해당 금전을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수출환급(出口退税)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소유권 유보조

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통상적으로 대상자산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

문에 자산을 매도한 역내기업은 해당 수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359 그

럼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절차의 불분명, 자격의 불명 등 실제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

므로 당사자들의 사전약정을 통해, 해당 상황에서 원래의 기업이 대상자

산을 다시 갖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수출환급율을 감

안하여 적당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58 국무원(国务院), 2008년 8월 1일「외환관리조례(外汇管理条例)」, 제8조 참조. 

359 李元旭, 吴国新, 「国际贸易单证实务」, 清华大学出版社, 2005년 2월 1일 제1

판, 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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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과정에서 문제되

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소

개하고자 하였다. 논문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현

행 법률과 정책에 근거하여 주로 중국법상의 외자M&A 개념, 주체, 모델 

등에 대하여 법리적,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외자M&A의 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

본개념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M&A에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

(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중국에서 외자M&A

에 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에서

는 ‘倂購(M&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오로지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

고 있으며, 합병에 관한 내용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외국투자자의 역내

기업 M&A에 관한 규정”라는 명칭을 달지 않고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인수에 관한 규정”라는 명칭이 해당 규정의 내용과 더 합치된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중국법상 외국기업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직접적 흡

수합병(mergers)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 역내

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는 요구

를 준수해야하는 이유로 사실상 실무에서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

업의 흡수합병(mergers)은 불가능하다. 외국투자자들은 「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용어의 의미 차이로 불필요한 

손실과 리스크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당사자가 포함된다. 

즉 ‘외국투자자(外國投資者)’와 중국 ‘역내기업(境內企業)’이 있다. 외국투

자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국법은 아직 통일적인 명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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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다.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각종 외국투자

관련 법령에 존재한다. 본 논문은 중국 관련 법률정책의 전면적인 정리

와 연구를 통해, 중국 외자M&A 주체자격의 판단기준을 세밀하게 분석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및 외자유치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투자자

의 자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계속하여 변화되어 왔

다. 과거의 단일기준(설립등기지기준)에서 현재의 설립등기지기준과 자본

지배기준 병용으로 외국투자자 주체자격의 판단기준이 변화되었다. 그러

므로 외국투자자가 자본지배의 방식으로 외자M&A의 법률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졌고,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리고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중국 역내기업의 주체자격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M&A모델에 따라서 M&A계약의 당사자도 다르다. 통상

적으로 자산형 외자M&A에서 M&A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

업 자체이어야 한다. 지분형 외자M&A에서 지분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

자는 중국 역내기업의 주주이어야 하고, 증자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

는 중국 역내기업 법인자체이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

후 줄곧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국에는 많은 비회사제 기업(예컨대 국유기업과 집체

기업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명확한 지분제도가 없으며 명

확한 주주개념도 없다. 이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와 엄격한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은 자주경영권도 형식화되어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대한 M&A는 정부가 직접적인 M&A계약 당사

자가 될 수 없지만 계약당사자보다 더욱 강한 결정권을 갖는다. 외국투

자자가 M&A전략을 제정하거나 M&A협상을 진행할 때, M&A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점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외자M&A의 모델에 관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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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은 ‘지분형 외자M&A 모델’과 ‘자산형 

외자M&A 모델’만 명시하게 구분하고 있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에 

관해서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인

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증자에 대해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에 대해 각기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과정 중 나

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

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인수를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역내회사 전체

주주의 일치한 동의를 얻어야만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절차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M&A전략을 제정하거

나 M&A협상을 진행할 때, M&A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에 관해서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여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운

영하는 자산인수 방식”에 대해 각기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이 완벽한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과 기업 자

산공시 시스템을 설립하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중국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때 자산인수과정 중의 자산 하자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손실과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변경하려면 정부의 특별한 행정

심사와 비준이 있어야 하므로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신청과 

자산인수의 허가신청을 동시에 중국정부에 제출할 것을 건의한다. 이러

한 절차는 행정허가의 불허 또는 인수계약 당사자의 위약으로 인해 초래

되는 손실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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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M&A에 관한 법률제도는 아직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

을 인수할 때에 다양한 문제점과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외자M&A에 관한 법률제도를 정리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외국

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특히 한국기업이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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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 要 

 

關於外資並購的中國法制研究 

 
首爾國立大學 法學院 

碩士研究生 
廖金君 

 
 
本文通過對中國資並購法律、法規、政策以及案例的研究與分析，詳細

介紹了中國外資並購的概念、主體以及模式等方面的相關法律制度與實務情

況。 
由於中韓兩國之間的語言文化和法律制度存在很大的差異，所以在文章

的緒論部分有必要就中國外資並購法律制度的歷史發展和法律框架作出介紹，

以便於韓國讀者在後面的文章中能夠更好的理解中國特色社會主義法律制度

的一些特殊性規定。 
關於外資並購的概念部分，本文對“外資”和“並購”兩個基本概念進行了

深入的研究與分析，其中並購(M&A)的概念應該包含“兼併”和“收購”的含義，

但遺憾的是在中國外資並購的根本性法律文件<關於外國投資者並購境內企

業的規定>中雖然使用了“並購(M&A)”的用語，卻只規定了“收購”的內容，

沒有關於“兼併”規定。 
關於外資並購的主體部分，主要包括兩方面的主體，即外國投資者和中

國境內企業方。關於外國投資者主體資格的判斷標準，中國法律上到現在為

止還沒有一個統一、完整的規定，其相關內容主要散見於各式各樣的外商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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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法律文件之中，通過整理分析可以看出中國正在從過去單一的登記地主義

判斷標準向登記地主義與資本控制主義並用的複合判斷標準轉變。關於中國

境內企業的並購主體資格問題，根據並購模式的不同，並購合同的當事人也

不同。 在資產並購中，資產並購合同的中方當事人一般是中國境內企業法人

本身，在股權並購中，“舊股並購合同”的中方當事人一般是中國境內企業的

股東，“增資並購合同”的中方當事人一般是中國境內企業法人本身。 
關於外資並購的模式部分，在理論上根據不同的標準可以作出不同的分

類，但是依據目前中國關於外資並購的專門性法律文件的規定來看，中國法

律上明確採納的分類只有以外資並購交易標的來劃分的兩種模式，即股權並

購模式和資產並購模式。關於股權式外資並購模式，本文依據中國現行法律

政策的相關規定，分別對“外國投資者購買中國境內公司股東股權的股權並購

方式”和“外國投資者認購境內公司增資的股權並購方式”進行了深入的研究和

分析，並對並購過程中可能產生的諸多問題和風險進行了說明。關於資產式

外資並購模式，依據中國現行法律政策的相關規定，分別對“外國投資者設立

外商投資企業，並通過該企業協議購買境內企業資產且運營該資產的資產並

購方式”和“外國投資者協議購買境內企業資產，並以該資產投資設立外商投

資企業運營該資產的資產並購方式”進行了深入的研究和分析，同時就在並購

過程中可能產生的諸多問題和風險進行詳細說明。 
 

 

關鍵詞: 中國境內企業   外國投資者   吸收合併   兼併   收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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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과정에서 문제되

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소

개하고자 하였다. 논문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현

행 법률과 정책에 근거하여 주로 중국법상의 외자M&A 개념, 주체, 모델 

등에 대하여 법리적,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체제와 법률제도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개론 부분에서 우선 중국 외자M&A 법률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법률프레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갖는 법률제도의 특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외자M&A의 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

본개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M&A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

(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지만 중국에서의 외자M&A에 대

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에서는 ‘倂

購(M&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오로지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합

병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당사자가 포함된다. 

즉 ‘외국투자자(外國投資者)’와 중국 ‘역내기업(境內企業)’이 있다. 외국투

자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국법은 아직 통일적인 명확한 규

정이 없다. 과거의 단일기준(설립등기지기준)은 현재의 설립등기지기준과 

자본지배기준을 모두 판단하는 복합기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M&A모델에 따라서 M&A계약의 역내기업 당사자도 다르다. 통상적으로 

자산형 외자M&A에서 M&A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 자체

이어야 하고, 지분형 외자M&A에서 지분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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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역내기업의 주주이어야 하여, 증자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업 법인자체이어야 함을 연구하였다. 

외자M&A의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

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은 ‘지분형 외자M&A 모델’과 ‘자산형 

외자M&A 모델’만을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증자에 대해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

에 대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에 있어 “외

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과 “외국

투자자가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여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에 대해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주요어: 중국역내기업, 외자M&A, 외국투자자, 인수합병, 흡수합병, 지분

인수, 자산인수 

학번: 2010-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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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1월 29일에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

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Global Investment Trend 

Monitor」에 따르면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규모는 1,196

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외국자본의 유입금액이 최초로 미국을 초과하

여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다 유치국이 되었다.1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중국에 실제로 투자한 상위 10위권 내의 국가 및 

지역의 외국인투자 총 금액은 1125.9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의 94.2%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다. 그 중 한국

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의 증가폭이 가장 빨랐으며, 2014년 한국의 중국

에 대한 실제 투자금액은 39.7억 달러에 달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29.8%

가 증가되었다.2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제

도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글로벌 공장’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탈바꿈하

고 있다. 전 세계 5분의 1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세계경제

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거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시장으로의 진출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현지 기업을 M&

A하는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은 기타 방식들이 대신할 수

 없는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예컨대 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신속히

                                                      
1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s/latest.aspx? 

2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l/201501/2015010087441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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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가 있다.  

M&A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법

률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바 중국과 같은 경우, 현지 법률제

도가 미비하고 정부 정책이 불투명하여 다국적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을

 M&A함에 있어서 일련의 법률적 리스크와 정책적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외자M&A와 관련된 중국 법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발생되

는 법률문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구성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중국 역내기업을 대상으로 외자M&A의 

법적 원리와 작동 메커니즘을 논의하였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였으며 연구

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제2장 개론 부분에서는 중국 외자M&A의 실무와 입법 발전 과정의 세 

가지 단계를 전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중국 외자M&A의 법률구조

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다. 또한 M&A 관련 각종 법률 규정 사이

의 조화와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 개념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본

개념을 논의하였고, M&A에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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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

정」에서 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M&A(併購) 개념은 부족한 점이 있음

을 지적하였다. 즉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관한 내용

이 없다. 

제4장 주체에 대한 연구 부분, 제1절에서는 주로 외국투자자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논의하였으며, 민법학, 상법학의 이론 및 실제사례를 결합하

고 연구한바, 중국에서는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과 자본지배(資本

控制)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자는 결론

을 얻었다. 제2절에서는 주로 M&A형식에 따라서 피인수주체의 자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지분M&A 및 자산M&A 과정에서 중국 역내기업의 

주체자격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중국 현행 법률규정 중에는 외자M&A의 

주체자격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혼잡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5장 모델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는 수평적M&A•수직적M&A와 혼합

M&A, 현금인수•주식인수와 차입인수, 우호적 인수와 적대적 인수 등 다

양한 M&A유형을 구분하고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법상 외자M&A에 대

해서 구분되는 ‘지분형 M&A모델’와 ‘자산형 M&A모델’의 법규정과 구

체적인 적용 현황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제6장 결론 부분에서는 중국 외자M&A의 법률제도에는 결함이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에 다양

한 문제점과 리스크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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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中-한 법률용어 대조표 

1. 중국 기업의 조직형식(組織形式)3 

                                                      
3 北京大學法制信息中心, 北大法寶网站 http://www.lawinfochina.com 참조. 

중국 법상의 기업(企業) 조직형식 (중 한 영 대조표) 

全民所有制企業 (國有企業),<中華人民共和國 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全局人民代表大會1988 

전민소유제기업 (국유기업),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1988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Industrial Enterprises Owned by the Whole People>, Natio

nal People's Congress 1988 

集體所有制企業 (集體企業),<中華人民共和國 城鎮集體所有制企業條例> 國務院1991 

집체소유제기업 (집체기업),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집단소유제기업조례> 국무원1991 

<Provisional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Collectively-Owned Enterprises in Cities

 and Towns> State Council 1991 

<公司法> 

公司制企业 

 

<회사법> 

회사제기업 

 

<Company Law> 

Company enterpri

se system  

有限責任公司(有限公司),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3 

유한책임공사 (유한회사 유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3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

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3 

股份有限公司(股份公司),<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3 

주식유한공사 (주식회사 유사),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3 

Joint Stock Limited Company,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

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3 

合夥企業, <中華人民共和國 合夥企業法>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7 

합동기업, <중화인민공화국 합동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7 

<Partnership Enterpris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7 

個人獨資企業, <中华人民共和国 个人独资企业法>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1999 

개인독자기업,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99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Individual Proprietorship Enterprises>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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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商投资企业 

 

외상(국)투자기업 

 

Foreign-invested 

enterprises 

中外合資經營企業 (合營企業), <中外合资经营企业法> 全域人民代表大會 1980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1980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hinese-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National People's Congress 1980 

外商獨資企業（外資企業）, <外资企业法>, 全國人民代表大會 1986 

외상독자기업（외자기업）, <외자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1986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funded Enterprises> National 

People's Congress 1986 

中外合作經營企業(合作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法>, 全國人民代表大會 1988 

중외합작경영기업 (합작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1988 

<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ino-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 > 

National People's Congress 1988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干问题的暂行规定

>, 商務部 1995 

외상(국)투자주식유한회사, <외상(국)투자주식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약간문

제의 심시규정>, 상무부 1995 

<Provisional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Foreign-Funded Joint Stock 

Companies Limited>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外商投資投資性公司, <关于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规定> 商務部 2003. 

외상(국)투자투자성공사, <외상(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의 규정> 상무부2003. 

< Provisions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n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Companies by Foreign Investors> Ministry of Commer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外商投資合夥企業,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國

務院 2009 

외상(국)투자 합동기업, <외국기업 또는 개인 중국 역내에서 합동기업을 관

리방법>, 국무원 2009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Enterprises within 

China by Foreign Enterprises or Individuals> State Counc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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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법률등급 

등급 제정처 명 칭 

1등급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법률(法律) 

2등급 국무원 행정법규(行政法規) 

3등급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각 부문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規) 

－성급 인민대표대회 

행정규장(行政規章) 

－국무원 각 부문 

 

 

 

3. 인수합병 및 M&A 관계표4  

기업합병 

(企業合倂) 

신설합병(consolidations)   

— 新設合併 

흡수합병(mergers)（兼併） 

— 吸收合併 

 (Mergers and Acquisition)  

M&A（併購） 기업인수 

(企業收購)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 股權收購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 資產收購 
 

 

                                                      
4 刘丽芳, 「外资并购规制研究」, 经济管理出版社, 2011년 12월 제1판, 4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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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외자M&A의 법제개론 

 

글로벌 경제화의 추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투자는 수량과 금

액 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

로도 끊임없는 새롭고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국

제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범

세계적인 차원에서 M&A는 국제적 투자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에 따

르면 국제적 M&A는 이미 국제적인 직접투자를 실현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으로 되었다.5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외자로 중국 역내기업을 인

수합병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적극적으로 외자M&A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외자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식과 외자M&A에 관한 

법령을 제때에 시행하는 것은 외자를 유치하여 중국 경제의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외자M&A

에 관한 법제 연구는 국제적 투자의 새로운 형태 연구와 중국의 외국 자

본 유치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6 

 

제1절 중국 외자M&A의 실무와 입법 

외자M&A법의 내용은 사법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공법적인 성질도 가

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외자M&A의 실무와 입법은 일종의 정부가 주

                                                      
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s>, 1991-2014. 

6 商務部, 「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 2015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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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7 1990년대 초부터 현

재까지 중국 외자M&A 법제의 실무와 입법 연혁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탐색단계, 발전단계, 프레임의 초기 출현단계의 세 개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자M&A는 시장을 개방하고 닫고, 다시 

개방함에 따라 나선형의 점진적 상승의 추세를 나타냈다. 

 

1. 외자M&A의 탐색단계 

20세기 90년대 초부터 외국투자자들은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

와 국유기업개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 권익을 M&A에 탐색하

기 시작하였다. 

1.1. 신규투자 형태로 진행된 M&A 

외국투자자가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를 진행하는 목적은 보통 

새로운 기업을 건설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다. 실무의 발전

에 따라 일부 외국투자자들은 특정된 목표자산 혹은 권익을 인수하기 위

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8과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

經營企業)9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 중의 원래 중국 측에 속하여 

                                                      
7 找法网, <外资并购的法律本质>, 2014년 07월 16일, 참조. 

http://china.findlaw.cn/gongsifalv/jianbingshougou/waizibinggou/1121406.html 

8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의 약칭은 “합영기업(合營企業)”이고 「중

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

작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와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

인(이하 외국합영자라 함)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역내에서 중국의 회사와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

라 함)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 

9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의 약칭은 “합작기업(合作企業)”이고 「중

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2조에: 중외합작자들이 합작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혹은 합작조

건, 수익 혹은 제품의 분배, 위험성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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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목표재산 또는 권익을 얻다. 이는 크게 두 유형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의 설립단계에서 중국 측이 자금을 내는 방식으로 목표자산

과 권익을 합자기업(合資企業)  혹은  합작기업(合作企業)  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  둘째는  합자기업(合資企業) 혹은  합작기업(合作企業)이  설립된 

후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역방향인수(Reverse Merger)하며 중국 측 투자

자는 기업의 목표자산 혹은 권익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

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10

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11에 규정되었고 두 번째 

방식의 중요한 법률적 근거는 「민법통칙(民法通則)」12, 「경제계약법(經

濟合同法)」13 등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상장회사가 없

었으므로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방식으로 간접M&A 목적을 실현

하는 방식은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구체적인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공개된 주요 사례들로 중책(中策) M&A사례, 코닥(Kodak)의 

중국감광재료업종 M&A사례, 미쉐린(Michelin)의 타이어고무 M&A사례 

등이 있다. 

                                                                                                                                       
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 「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

企業法)」을 제정, 1980년 1월 1일부터 실행 1990년 4월 제1차 수정, 2001년 3월

에 제2차 수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hinese-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11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

企業法)」을 제정, 1988년 4월 13일부터 실행, 2000년 10월 제1차 수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ino-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 

1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민법통칙(民法通則)」을 제정, 1987

년 1월 1일부터 실행.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3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경제계약법(經濟合同法)」을 제정, 

1982년 7월 1일부터 실행, 1993년 9월부터 실행을 중단하였다. (Economic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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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책(中策) M&A사례14 중 중책(中策)회사는 1991년에 홍콩의 한 상장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설립된 것인데 이는 사실 홍콩중국전략투자회사

이다. 1992년 4월, 중책(中策)회사는 처음으로 신규투자 방식으로 싼시성

(山西省) 태원고무공장의 영업성자산을 매각했고 그 후 짧은 2년여 시간 

내에 중책지분 51%이상을 보유하는 합자기업의 방식으로 아주 적은 비

용으로 국내의 여러 업종과 지역의 백여 개 국유기업을 35개의 중외합자

경영기업으로 대규모 구조개편을 하였다. 중책(中策)회사가 대량의 국유

기업의 지분을 지배한 다음 한편으로는 일부 권익을 미국에 상장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일부 권익을 다른 업체한테 양도했다. 앞에서 서술한 상

장모집자금과 지분양도수익을 얻은 후 중책(中策)회사는 다시 ‘롤링투자

(滾動投資)’의 방식으로 기타 국유기업을 인수하는데 이용했다. 

중책 M&A사례 중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법

률을 이용하여 외국자본이 할부입금 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낮은 비

용으로 M&A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중책(中策)회사는 단지 2,000만 달

러로 당시 중국의 5개 타이어 고무공장을 인수했다. 당시의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15와 「중외합자경영

기업 합영각방출자에 대한 약간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

干規定)」16에 근거하여 합영각방은 일시불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

                                                      
14 桑百川, 「外资控股并购国有企业问题研究」， 人民出版社， 2005년 6월 제1

판，310면. 

15 국무원(國務院)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

例)」를 제정, 1983년 9월 20일부터 실행, 1986년 제1차수정, 1987년 12월 제2차 

수정, 2001년 7월에 제3차 수정, 2011년 1월 8일에 제4차 수정.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oint Ventures Using 

Chinese and Foreign Investment.) 

16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약간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

方出資的若干規定)」 , 1987년 12월 30일 국무원(國務院) 비준，1988년 1월 1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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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부도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의 법률규정에 할부출자의 기간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영각방 대표들이 계약 중에서 협상하여 확정

할 수 있었다. 중책(中策)회사는 바로 이러한 할부출자제도로 먼저 일부 

자금을 대여하여 합영기업을 설립하고 합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후 외

국에서 상장했으며 상장 후 얻은 융자로 기타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므로 

1997년 9월 29일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자에 대한 약간규정(中

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의  보충규정」 17 (이하  「보충규

정」)을 발표했다. 「보충규정」에 의하면 국내기업 자산 혹은 지분권을 

인수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외국투자자가 매수금액 전부를 지불

하는 기간은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이 수여된 날로부터 1년이고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자들은 동시에 출자하며 실제 납부된 출자액에 비례

하여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 투자자가 제때에 매수금액을 지불하지 않으

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기업의 권익, 자산을 합병보고방

식으로 투자자의 재무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한다.  

코닥(Kodak)이 중국감광업종을 M&A사례 18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1994년 말, 이 회사의 대표는 중국감광업종과 합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8년 3월이 다 되어서야 코닥(Kodak)은 중국의 쌰먼복다회사(厦门福达
公司), 산터우공원회사(汕头公元公司), 우씨알메이회사(无锡阿尔梅公司) 3

개의 감광기업과 합자경영을 시작했고 중국 상해, 천진, 료우닝의 3개 기

업은 합자회사 3년 기초 건설기간 내에 기타 그 어떤 외국투자자와 합자

합작을 못한다고 선포했으며 코닥(Kodak)회사는 이를 위해 중국 측에 자

                                                                                                                                       
理局) 발포. 

17 원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상공업관리총국,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방 출

자에 대한 약간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의 보충규정 」 , 

1997년 9월 29일 공포.  

18  蒋宏桥, <柯达公司并购中国感光企业的案例分析>, 「绿色财会」 , 2013년 3월 

제3기, 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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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도와 경제보상비용 3.75억달러를 지불했다. 코닥(Kodak)은 이 협의에 

기초하여 중국에 12억 달러를 투자하여 감광재료 생산기지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코닥(Kodak)

패턴’을 창조했다. 코닥(Kodak)의 M&A사례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두 개

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먼저 코닥(Kodak)이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두 개의 중외합자기업(中外合資企業)인 코닥(Kodak)(중국)과 

코닥(Kodak)(무석)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복건복달회사(福建福达公

司)와 산터우공원회사(汕头公元公司)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후자는 우

씨알메이회사(无锡阿尔梅公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부분

은 코닥Kodak(중국)과 코닥Kodak(무석)이 각각 복건복달회사(福建福达公

司)와 산터우공원회사(汕头公元公司)의 주요경영자산을 인수했다. 코닥

(Kodak) M&A사례에서 역방향 자산인수(Reverse Merger) 방식은 많은 투

자자들에 의해 복제 되었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 세계 타이어 거두인 

미쉐린(Michelin) 회사는 중국 용두타이어고무회사를 통해 합자기업을 설

립하고 미쉐린(Michelin)회사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합자기업이 3.2억 

달러를 지불하여 타이어고무회사의 핵심업무와 자산을 인수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쉐린(Michelin)회사가 합자기업을 통해 타이어고무회사를 

인수한 것이다.19 

1.2. 지분참여 방식으로 진행된 M&A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는 전략목표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목

표기업의 구체적인 상황도 각기 다르며 실무에서 외국투자자는 여러 가

지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지분에 참여하였다. 흔한 형식으로는 첫째, 협의

하여 지분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외국자본들이 협의를 통해 국내회사의 

지분권을 매수하여 M&A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베이뤼

                                                      
19 臧跃茹, 「中外企业联姻--外资控股并购国有企业」, 水利水电出版社, 2004년 8

월 제1판,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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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旅) M&A사례20이다. 1995년 7월, 일본 이스즈(Isuzu) 자동차 주식회사

와 이토(伊藤忠) 상사주식회사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베이뤼(北旅)의 국유

법인지분(国有法人股) 4,002만주를 매수하였으며 회사 지분 총수의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자본으로 상장회사를 M&A사례

이다. 그러나 1995년 9월 국무원 증권위원회에서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과 법인지분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일시 정지하는 

것과 관련한 통지(“關於暫停將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轉讓給予外商請示”

的通知)」21를 발표하면서 베이뤼(北旅) M&A사안은 더 이상 모범이 되지 

못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한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지분에 참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둘째, 목표회사의 신주발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드(Ford)가 강령(江铃)을 M&A사례22이다. 1995년 9월, 미국 포드

(Ford) 자동차회사는 4,000만 달러로 강령(江铃) 자동차주식회사의 새로운 

발행한 B종주식23 매수하고 20%지분을 보유해서 강령(江铃) 자동차회사

의 경영권을 지배했다. 

1.3.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M&A 

1990년대 중후기에 중앙과 지방에서 일련의 국유기업 개편에 관한 정

                                                      
20 桑百川, 앞의 주 14의 책, 312면. 

21  국무원증권위원회(国务院证券委员会), 「상장회사의 국유지분과 법인지분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일시 정지하는 것과 관련한 통지

(“關於暫停將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轉讓給予外商請示”的通知)」, 1995년 9월 

8일 공포. 

22 周毅, 曾勇, <基于EVA的外资并购绩效研究—福特并购江铃的案例分析>, 「电子

科技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5년 1월 제1기, 30-33면. 

23 B종주식(B Shares)은 “인민폐 특종주식(人民幣特種股票)”으로서 중국역내에서 

등록한 주식유한회사가 역내외투자자에 발행하고 중국역내증권거래소(상해증권

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상장 거래하는 주식으로서 기명주식의 형식을 취

하고 인민폐로 가격을 표시하며 외화로 매매한다. 참여한 투자자는 홍콩, 마카

오, 대만지역의 주민과 외국인이며 합법적인 외화 예금을 소유한 대륙주민도 투

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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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실시되었다. 외국투자자들이 국유기업 구조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1998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

하여 자산 재조합을 진행하는 임시규정(關於國有企業利用外資進行資產重

組的暫行規定)」24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근거하여 일부 외국투자자는 

협의를 통해 국유産權(재산권)을 매수했고 비 회사제(公司製)25의 국유기

업을 개편했으며 産權(재산권)26거래소에서 등록된 국유기업의 자산 혹은

 지분권을 인수했다. 또 일부 외국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를 통해 지분변경, 역내(境內)투자, 역내기업과 합병하는 등 방식으로 역

내기업을 간접적으로 M&A하였다. 그 중 외국자본이 국유기업 재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고 그 수 또한 신속히 상승했다. 상해산권거

래소(上海産權交易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 거래소에 기재된 M

&A 금액이 19.66억 위안(RMB)에 달했고 1996년보다 29배 정도 증가하

였다. 

1.4.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진행된 간접적 M&A 

중국의 외자와 관련된 부문규장(部門规章)과 규범성문헌(规范性文件)들

에도 외자M&A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며 외국투자자가 간접M&A를 진행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1997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

                                                      
24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자

산 재조합을 진행하는 임시규정(關於國有企業利用外資進行資產重組的暫行規

定)」, 1998년 9월 14일 공포. 

25 「회사법(公司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회사(公司)형태는 유

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를 두 종류만 있다. 중

국 “회사(公司)”의 법적 개념은 한국 회사법상의 개념 범위부다 더 작다. 그래서 

본 문에서 “회사제(公司制)” 개편은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의 기업형태만 지분이나 주식로 구조개편한다. 

26 産權(재산권/property ownership), 통상적으로 회사제도로 개편하지 않은 국유

기업과 집체소유제기업을 상대로 하며, 소유자가 상기 기업에 대한 권익을 지칭

하지만 입법과 이론상 통일된 규정과 견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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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행정관리국이 연합하여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지분권변경의 약간규

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 27을 발표하여 지분권 변경

의 조건, 절차 등 문제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지분권 인수를 통해 외국투

자기업M&A 실현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1999년, 대외무역경제합작

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은 연

합하여 「외국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
與分立的規定)」을 발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기업간에 합병 또

는 분할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2001년 1월, 이 규정의 수정초안은 외국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의 합병을 허락했고 동시에 조건이 외국투자기업간

의 합병보다 더 우대적이도록 요구28(명의뿐인 회사, 즉 Shell company의 

설립을 허락)했으며 또한 합병과정에서 지분양도를 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로써 외자M&A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편리를 도모했다. 2000년 7월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

行政管理局)은 연합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임시규정(關

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29을 발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외

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 역내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

였으며 역내에서 현존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게되었다. 
                                                      

27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

政管理局),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外商投资企

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 1997년 5월 28일 공포. 

28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

政管理局), 1999년 9월 23일 공포한 「외국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关
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제9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투자자가 

회사의 계약, 정관규정에 따라 출자하며 합작조건 및 실제로 생산과 경영을 시

작하기 전에 회사는 합병 또는 분할하지 못한다. 회사와 중국내자기업의 합병은 

이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9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

政管理局),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

投資的暫行規定)」2000년 9월 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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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자M&A의 발전단계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글로벌경제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더 넓은 범위와 영역에서 그리고 더 높은 차원

에서 국제경제기술과 합작하고 경쟁했으며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관련 새

로운 정책과 법규를 공포했다. 

2.1. 시장진입 제한의 전면적 완화 

2004년 4월부터 국무원에서 개정한 「지도 외국투자방향의 규정(指導

外商投資方向規定)」30 및 상무부에서 개정한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外

商投資產業指導目錄)」31이 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중국시장은 더 넓게 

대외개방되었고 예전에 외자진입이 제한되었던 상업, 금융, 민항, 건축 

등 영역도 개방되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외자

가 증권회사 설립의 지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

32과 「외자가 펀드관리회사 설립의 지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基金

管理公司設立規則)」33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규칙의 발표는 금융업의 

대외개방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8월 1일부터 새로

                                                      
30 국무원(國務院), 「지도 외국투자방향의 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 2002

년 4월 1일 공포, 2004년 4월 1일 수정. 

31 상무부(商務部),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2002년 3

월 11일 공포, 2004년 11월 30일 수정, 2007년 12월 1일 수정, 2011년 12월 24일 

수정, 2015년 3월 10일 수정. 

32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외자가 증권회사 설립의 지

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2002년 6월 1일 공포, 2007년 

12월 28일 수정, 2012년 10월 11일 수정. 

33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외자가 펀드관리회사 설립

의 지분에 참여하는 규칙(外資參股基金管理公司設立規則)」, 2002년 6월 1일 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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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외상이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는 규정(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34이

 시행되었다. 2002년 12월 1일 대외경제무역부와 건설부는 「외상이 건

축업기업에 투자하는 관리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35을 발표

했다. 이러한 유형의 규정의 도입은 외자M&A 대상회사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36 

2.2. 외자의 자본시장 진입을 허락 

2001년 10월, 대외경제무역부와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연합하여 「상

장회사 및 외국투자관련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

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37을 공포했고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가 A주식

(A股)38과 B주식(B股)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외국투자기업이 비유

통주식(非流通股)39  을 양도받는 방식을 통해 국내의 상장회사를 인수하

                                                      
34 중국민용항공총국(中國民用航空總局)), 「외상이 민용항공업에 투자하는 규정

(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2002년 8월 1일 공포. 

35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건설부(建設部), 「외상이 건축업기

업에 투자하는 관리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2002년 12월 1일 공포. 

36 聂晓东, <外资并购概述和法律途径>, 律师在线网, 2013년 01월 02일, 참조. 

http://lawyer.110.com/885140/article/show/type/1/aid/342296/ 

37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

監督委員會), 「상장회사 및 외국투자관련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

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2001년 10월 8일 공포. 

38  A종주식(A Shares)은 “인민폐 보통주식(人民幣普通股票)”으로서 중국역내의 

회사가 발행하고 역내기구, 조직 혹은 개인이(2013년 4월1일부터 역내 홍콩, 마

카오, 대만주민들이 A종주식 계좌를 개통할 수 있다) 인민폐로 인수하고 거래하

는 보통주식이다. 중국의 상장회사의 주식은 주식이 상장지점과 투자자에 의해 

A종, B종, H종, N종, S종 등이 있다. 

39 비유통주(non-circulation Shares)는 주요하게 중국 상장회사주식 중 상장, 유통

할 수 없는 국유주와 법인주를 말하며 그 중에서 국유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개

제할 때 온 것이며 법인주의 일부분은 주식회사를 만든 초기 회사의 발기인이 

출자하여 인수한 주식이고 다른 한 부분은 주식유한회사가 사회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집할 때 기타법인기구에 대한 모집을 통하여 온 것이다. 이 부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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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허락했다. 2002년 4월1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정보 공개규칙 제17호-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 투

자설명서 내용과 격식의 특별규정(公開發行證券的公司信息披露編報規則

第17號：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招股說明書內容與格式特別規定)」40을 발표

하여 외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실제 조작단계로 진입되게 하였

다. 2002년 10월,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上市

公司收購管理辦法)」41을 발표하였는데 상장회사의 인수주체에 대해 더 

이상 제한하지 않으며 외자는 이에 근거하여 국내 A주식상장회사와 비

상장회사를 포함한 국유주식(國有股)42과 법인주식(法人股)43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11월 1일,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국가경제무

역위원회는  「외상에게  상장회사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하는데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

                                                                                                                                       
식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 하나는 국유주의 대표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장내 

거래가 힘들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발행 할 때 부분법인주의 모집과 사외조건

이 다르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국유주와 법인주가 상장회사의 총 주식이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상장 유통이 유통시장에 비교적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40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회

사의 정보 공개규칙 제17호-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 투자설명서 내용과 격식의 특

별규정(公開發行證券的公司信息披露編報規則第17號 ：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招股

說明書內容與格式特別規定)」2002년 4월 1일 공포. 

41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上市公

司收購管理辦法)」2002년 12월 1일 공포. 

42 국유주(State Shares)는 국유주 라고도 하는바 중국이 지난 시간 동안 국유기

업에 대해 진행한 주식회사 개편, 개편시 국유자산에서 온 주식으로서 상장 유

통할 수 없다. 

43 법인주(Legal Shares)는 기업법인이 법에 의해 지배할 수 있는 자산으로 회사

투자형식의 지분 혹은 법인 자격이 있는 사업단위와 사업단체가 국가가 경영에 

허락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형성된 주식이다. 중국에서는 투자주체의 부동한 

것에 의하여 네 가지 형식이 있다: 국유주, 법인주, 개인주, 외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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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通知)」44를 발표했다. 이는 외상이 비유통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상장회사를 M&A는 것이 실질적인 실시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상

징한다. 2002년 11월 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은 연

합하여 「적격된 역외기구의 투자자의 역내증권투자관리 임시방법(合格

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45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도

입은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를 발기설립하는데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비

유통주식을 인수하고 적격된 외국기구투자자(QFII)의 신분으로 주식 2급

시장(유통시장)46에 진입하여 자본시장에서 외자M&A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대했다. 

2.3. 외자의 국유기업 M&A 관련 규정 

2002년 11월 8일 국가 경모위, 재정부, 공상총국이 연합하여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

47과 그 전에 공포한 「외상에 상장회사국유지분과 법인지분을 양도하데 

                                                      
44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재정부(財政部), 국가경제무역위원

회(國家經濟貿易委員會), 「외상에 상장기업 국유지분과 법인지분에 관련된 문

제의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 , 2002년 11

월 1일 공포. 

45  증권관리감독위원회(證券管理監督委員會), 중국인민은행은(中國人民銀行), 

「적격된 역외기구의 투자자의 역내증권투자관리 임시방법(合格境外機構投資者

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2002년 11월 5일 공포. 

46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즉 중국증권거래시장은 증권유통시장, 제2급시장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미 발행한 증권에 대해 매매하고 양도하며 유통하는 시

장을 말한다.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판매한 수입은 증권을 양도한 투자자에 속하

며 당해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속하지 않는다. 각국의 주식시장은 보통 제2급시

장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와 비교할 때 담보대출, 생명보험 등 금융상품의 제2

급시장은 중국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47  국가경제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외자를 이용하

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行规定)」, 2002년 11

월 8일 공포. 



 

-20- 

관한  통지 ( 关于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有关问题的通知 ) 」는 

통일적으로 중국이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정책적 시스템

을  구성한다 . 상술한 규정은  국유기업개편방식과  절차 , 가격확인제도과 

사원안치 및 채권채무 처리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외자가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을 참여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더  많이 제공하

고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동 규정이 외자M&A에 대해 시장과 

운행방식을 확대해 주었지만 일부 외국투자자는 재무방지, 심사회피, 상

장회사의 유통주식 취득 등의 목적에서 여전히 신규투자와 외국투자기업

(外商投資企業) 명의 하에 간접적으로 M&A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2001년 거린커얼(Green & Cool) 회사가 커룽(科龙)전자회사를 매각한 

사례4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외자M&A 입법프레임의 초기단계 

3.1. 전면적으로 외자M&A에 대한 규범 제정 

2003년 3월 7일, 외경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화관리국에서 연합하

여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暫行規定)」49을 공포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외자M&A에 대한 법률

제도의 틀이 나타나고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에 대한 M&A의 과정이 실

체법상 및 절차법상에서 법률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외국투자자

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

                                                      
48 李善民, 王彩萍, <格林柯尔收购科龙电器分析>, 「经济理论与经济管理」, 2003

년 11월 제11기, 56면. 

49 외경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화관리국에서 연합하여 「외국투자자의 역

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2003년 3월 7

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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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포는 외자M&A 과정중 중 특히 중요한 현안인 두 가지 문제를 해

결하였다. 

3.1.1. 두 가지 기본적인 외자M&A의 모델을 명확히 규정 

첫째  형식은  주식형  외자M&A이다 . 이런 형식은  외국투자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식형 M

&A를 진행한다. 외국투자자는 직접 역내기업의 지분권을 매수하고 기업

에서 증자하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취득하여 역내기업의 주주로 되

고 이로 인하여 당해 역내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이 된다. 두 번째 형식은 

자산형 외자M&A인데 이런 형식은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당해 자산으로 출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외

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외

국투자기업(껍데기, Shell Corporation)을 설립하고 당해 외국투자기업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각한다.50  

3.1.2. 외자M&A 후에 기업관리형식과 그 전의 외국투자법률체계의 연결

문제 확정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에 대한 M&A는 주요하게 두 가지 형식을 취한

다. 하나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방식

으로 M&A를 진행하든 모두 외국투자자가 내자기업을 M&A 한 이후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현행 외국투자법률체계와 조화될 것이 요구된

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暫行規定)」은 명확히 M&A의 방식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이를 외국투자법률체계에 하에서 관리하여 M&A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에 의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원래 외국

                                                      
50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

行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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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법률제도의 프레임에 맞다는 전제하에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에

 지분참여하거나 직접 자산을 매각하는 목적의 달성에도 유리하다.51 

2006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이 더 나아가 수정되어 2006년 8월 8일 상무부, 국

자위, 세무총국, 공상행정총국, 증감회와 외화관리국이 연합하여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

定)」52발표하여 2003년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

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을 대체하였다. 수정 후의 M&A규

정은 외자M&A의 원칙, 조건, 절차, 예외와 감독관리 등에 대해 더욱 명

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자가 지분권을 

M&A의 대가로 하는 관련규정, 중국현행의 유관 외국투자, 세수, 외화관

리, 국자감권(國資監管), 증권감관(證券監管) 등 법령에 의하여 지분권을 

대가로 하는 M&A를 규범화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규정은 국유지분권(자

산)양도, 국가세수 수입의 유실방지, 증권시장질서 및 공공이익의 수호, 

국가경제안전 등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같은 M&A 규정의 변화

는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에 대한 M&A와 관련

한 법제를 보다 완벽하게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3 

3.2. 외자가 국유기업 회사제 개편에 참여하는 규정 

2003년 5월 27일 국무원은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

                                                      
51  中国国际投资贸易洽谈会组织委员会, <促进我国利用外资新发展“外国投资者并
购境内企业暂行规定”立法介绍>, 中国(厦门)国际投资促进中心网站, 참조. 

http://www.chinafair.org.cn/china/Forum/7th/html/jt/c03-1.htm 

52 상무부(商務部)等六部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

(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 2006년 9월 8일 실행, 2009년 6월 22일 

수정. 

53 <外资并购新规看点, 并购境内公司需报商务部审批>, 中国经济网, 2006년 09월 

12일, 참조. http://www.ce.cn/xwzx/gnsz/gdxw/200609/12/t20060912_852091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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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54를 공포하여 “대표를 통일하고, 단계를 나누어 

관리하는” 국유자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그 전의 다주체(多主體) 식

의 여러 개 부문이 국유자산을 관리하여 혼란한 상태를 마감하였다.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 방면에서 2003년 11월 30일 「국무원반

공청에서 발표한 국무원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회사제(公司

製) 개편 사업의견에 관한 통지(國務院辦公廳轉發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

理委員會關於規范國有企業改制工作意見的通知) 」 와 2005년 12월 1일 

「국무원반공청이 발표한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더 나아가 국유

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 사업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의 통지(國務院辦

公廳轉發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關於進一步規范國有企業改制工作

實施意見的通知)」의 발표는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의 사전심사, 

자본감자, 재무감사, 자산평가, 거래 등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외자가 국유기업 회사제(公司製) 개편의 참여에 더욱 명확한 방식

을 제공하였다. 

국유산권(産權)의 양도방면에서 2003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

회와 재정부는 연합하여 「기업국유산권 양도의 임시규정(企業國有產權

轉讓管理暫行辦法)」55을 발표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모집(公開徵集), 거래

소에서 거래(進場交易)” 56 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외자가 국유산권

                                                      
54  국무원(国务院),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

行條例)」, 2003년 5월 13일 공포. 

55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 재정부(財政部), 「기업국

유산권 양도의 임시규정(企業國有產權轉讓管理暫行辦法)」2003년 12월 31일 공

포. 

56 기업 국유재산 거래진행제도는 기업국유産權(재산권) 양도의 주체가 관련 결

정과 허가절차 이후 성급이상의 국자감독관리기구가 확정한 産權(재산권)거래기

구가 발표한 産權(재산권)양도 정보를 통과한 후 광범위하게 양도받는 쪽을 모

집하여 기업국유産權(재산권)공개 양도제도를 실현한다. (「产权导刊」중의 <企

业国有产权交易60问>,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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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權)을 양도받는데 명확한 법률규칙을 제정하였다. 

2004년 1월 26일 상무부, 국자위반공청은 「상장회사 국유지분의 외국

투자자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양도시 보고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上市公司國有股向外國投資者及外商投資企業轉讓申報程序有關問

題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이는 그 전에 상장회사 국유지분이 외국투자

자 및 외국투자기업으로 양도 될 때 절차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상술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편(지분구

조식 개편)시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외자가 국유기업의 회사

제 개편에 참여하는 법률적 프레임을 명확히 하였다. 

3.3. 외자의 자본시장 진입 법률프레임의 완벽화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비유통주식을 양도받는 문제에 관하여 2003

년 8월 6일 상무부, 재정부, 국자위, 증감회는 2003년 제 25호 공고를 발

표하였다 .  공고에  의하면  외상에게  상장기업의  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여전히 중국 증감회, 재정부, 원국가경모위의 「외상에 상장기

업 국유지분과 법인지분에 관련된 문제의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

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 외

자를 이용한 사항은 상무부가 담당하고 비금융유형의 기업이 가지고 있

는 상장회사의 국유주식 양도사항은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담당하

며  금융유형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의  국유주식의  양도사항은 

재정부가 주로 담당한다. 이는 국무원기구가 개혁한 후 부문의 기능분배

문제를 해결하여 외자가 상장회사의 비유통주식를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유통주식을 취득하는 문제에 관하여 2005년 

상무부 ,  증권감독위원회 ,  세무총국 ,  공상총국 ,  외화관리국은  연합하여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전략투자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

                                                                                                                                       
http://www.cbex.com.cn/article/jyyhq/cqzs/201109/2011090003331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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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管理辦法)」57을 공포하였다. 이는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유통주식

을 취득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전략투

자의 방식과 절차, 관련 심사등기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외상에

 상장회사국유주식과 법인주식을 양도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向外商

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와 「외국투자자가 상장회

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

과 함께 외자가 중국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기본적 법률 프레임을 형성하

였다. 

 

 

제2절 중국 외자M&A의 법률프레임 및 조화 

1. 외자M&A의 법률프레임 

외자M&A를 연구하려면 먼저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를 정리하고 법률

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되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2003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暫行規定)」이 공포되기 전, 중국법률은 비록 직접적으로 외자M&A 문

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합병과 거래의 기본원칙과 상응하는 규정은 포함

하였고 이미 「민법통칙(民法通則)」, 「계약법(合同法)」, 「회사법(公司

法)」, 「증권법(證券法)」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법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외자M&A에서도 이러한 기본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민법통칙(民法通則)」은 중국 시장경제의 기초법으로써 기업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규정하였고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및 권리, 의무가 변경

                                                      
57 상무부, 증권감독위원회,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화관리국은 연합하여 「외국

투자자가 상장회사전략투자관리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 , 

2005년 1월 3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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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법인이 승계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였다.58 「민법통칙(民法通

則)」과 「계약법(合同法)」은 전문적으로 회사기업의 형식의 인수(acquis

ition)와 매각을 규정하지 않고 일반거래의 관점에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 혹은 지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

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거래이며 다만 이런 거래의 결과는 회사의 

실질상의 권리의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법(公司法)」은 두 가지 형식의 회사의 합병을 명확히 규정하였

을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59의 지분 양도와 주식유한회

사(股份有限公司)60의 주식양도와 유통 모두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더욱 상세하게 우선매수권(優先購買權)61을 포함한 일련

의 지분권양도규정원칙을 규정하였다. 세 가지 외국투자기업법(外商投資

                                                      
58 「민법통칙(民法通則)」, 제44조 참조. 

59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중국에서 유한

회사(Company Limited)라고도 하는데 이는 「회사법(公司法)」과 「중국회사등기

관리조례(中國公司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한 회사로서 50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유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전부 자산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제 조직이다. 유한책

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 및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60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 Joint Stock Company)는 중국에서 주식회사(Stock 

corporation)라고도 하는데 이는 「회사법(公司法)」과 「중국회사등기관리조례

(中國公司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하고 전부의 자본을 동등

한 액수의 주식으로 나눈다.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지

며 회사는 전부 자산으로 회사에 채무를 이행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의 주식은 

보통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다. 

61 우선매수권(優先購買權, Pre-emptive Rights)은 주주(股东)가 지분(股权) 혹은 회

사가 발행한 신주를 양도할 때 원유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유의 

주주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권이다. 「회사법(公司法)」규정에 의하면 그 내용은: 

1.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때 기타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 원 주주의 우선권은 그가 소유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중 

점유하는 비례로 상응한 신주를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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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法)의 실시세칙(實施細則)과 실시조례(實施條例) 중에서 합병, 지분과 

주식의 양도, 등기자본의 증가 및 감소의 규정은 실질적인 외자M&A에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수의 중국 현행 행정법규(行政法規)와 부문규정(部門規章) 및 

기타 규범적 문건(規範性文件), 예를 들어 「외국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

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 ,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

的規定)」, 「상장회사가  가담한  외국투자에 관한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上市公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 「외국투자주식유

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

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 「외자를 이용하여 국

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 「외국투자

기업의 심사, 등기, 외화 및 세수관리를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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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상장회사의 인수관리방법(上市公司收購管理辦法)」 등도 모두 외국투

자자가 해당 부분의 M&A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2. 외자M&A의 법률규정의 적용상의 조화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중국에서 외자M&A에 관한 법률의 프레

임은 이미 형성되었지만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 입법문헌 간의 조화가 결여된 것이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

定)」과 기타 관련된 법률규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체계화하고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이 법률규정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

어서 꼭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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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자M&A와 「민법통칙(民法通則)」의 조화 

기본법률의 측면에서 중국시장경제 기본법인 「민법통칙(民法通則)」

은  기업법인의  합병과  분할의  개념을  명확히  제기하였으며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후 그 권리와 의무의 승계의 중요원칙을 규정하였다. 「민법

통칙(民法通則)」 제44조는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혹은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등기하고 공시해야 하며 기업법인의 분할, 합병 후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은 비록 직접적으로 외자M&A를 말하고 있지 않고 또한 M&A 형식의 

한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법률로서 기업합병의 

중요한 기본원칙을 확립하였으며 후에 각종 형식을 포함한 법률법규(法

律法規)와 부문규장(部門規章)의 기초로 된다. 

2.2. 외자M&A와 「계약법(合同法)」의 조화 

1999년 「계약법(合同法)」62의 공포는 기업의 M&A에 좋은 법제조건

을 마련하였다. 이는 거래를 격려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원칙상에

서 설계된 것이며 기업의 M&A도 일정한 정도에서 거래행위에 속하므로 

거래를 격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완벽한 「계약법(合同

法)」은 기업M&A 법률제도의 중요한 기초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는 지분

권의 매각협의, 역내기업의 증자협의, 자산의 매수협의에 대하여 중국법

률의 적용을 받는다. 지분권의 매수협의, 역내기업의 증자협의와 자산매

각협의가 중국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외국투자기업법 이외에 중요 

법률로  「계약법(合同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계약법(合同法)」은 외자M&A 성공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6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계약법(合同法)」 , 1993년 10월 1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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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자M&A와 「회사법(公司法)」의 조화 

「회사법(公司法)」63은 회사의 합병문제를 상세하게 서술했을 뿐만 아

니라 당해 법이 확립한 두 가지 회사의 형식에 대해도 유한책임회사(有

限责任公司)의 지분(출자)양도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주식양도, 

유통 등 문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회사법(公司法)」이 「민법통칙(民法通則)」

이 규정한 합병원칙의 기초에서 상세하게 회사 합병의 결의, 비준, 공고,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였다.64 이런 규정은 비록 전문적으로 외자M&

A에 대한 규정이 아니지만 이후 외국투자기업의 합병입법 및 외자M&A

의 입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회사법(公司法)」은 또한 회

사증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65 이런 규정은 외자 증자식M&

A 입법에 대해 참고를 제공하였다. 셋째, 「회사법(公司法)」은 유한책임

회사(有限责任公司)의 지분양도 및 우선매수권(優先購買權)의 행사문제를 

규정하였다. 동법 제72조에서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의 주주간에는 

상호 전부 또는 부분적 지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기타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주주는 그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의 형식으

로 기타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동의하지 않

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양도한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 매수하지 

않은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받아 양도한 지분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기타 주주의 우선권이 있다. 둘 이상의 주주가 우선

지분권을 주장하는 경우 합의하여 각자가 매수할 비례를 확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도 시 각자의 출자(지분)비례에 따라 우선

                                                      
63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회사법(公司法)」, 1993년 12월 29일 

실행, 1999년 12월 25일 수정, 2004년 8월 28일 수정, 2013년 12월 28일 수정. 

64 「회사법(公司法)」제173조, 제174조, 제179조 참조. 

65 「회사법(公司法)」 제17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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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행사한다. 회사의 정관이 지분양도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넷째, 「회사법(公司法)」 제5장은 또한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의 주식발행과 양도문제에 대해 규정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 중국의 회사기업의 입법이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고 내자기업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귀

속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회사법(公司法)」 제217조에서는 “외국투자

의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에 본법을 

적용한다. 관련된 외국투자의 법률이 따로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을 적

용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상술한 「회사법(公司法)」의 규정

은 완전히 외자M&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경

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

業法)」이 확립한 제3자에 대한 지분권의 양도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는 원칙은 「회사법(公司法)」에서 확립한 우선매수권(優先購買

權)과 다르다.  

2.4. 외자M&A와 외국투자기업법의 조화 

외국투자기업의 주요 법률규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

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외자기업법

(外資企業法)」66 및 상응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

營企業法實施條例)」,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

法實施細則)」67과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資企業法實施細則)」68세 개 

                                                      
66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제정한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1986년 4월 12일 실행, 2000년 10월에 제1차 수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Foreign-funded Enterprises.） 

67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가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实施细则)」, 1995년 9월 4일 실행, 2002년 11월 제1

차 수정.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PRC on Sino-Foreign 

Contractual Joint Ventures.) 

68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가 제정한 「외자기업법 실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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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實施細則)과 실시조례(實施條例) 중에서 

기업 합병, 등기자본(지분)의 양도, 등기자본의 증가의 규정은 실질적으

로 외자의 M&A에 조건이 된다. 당연히 현행 외국투자기업법은 주요하

게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에 관한 법이고 외자M&A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관외국투자기업의 합병, 등기자본(지분)

의 양도, 등기자본의 증가의 규정은 외자M&A에 이용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M&A를 할 때 중요한 법률

적 근거가 된다. 

  

                                                                                                                                       
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 1990년 12월12일 실행, 2001년 4월 제1차 수정, 2007년 

10월 제2차 수정.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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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법상 외자M&A의 개념 

 

외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외자(外資)’와 

‘M&A’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자의 역내기업 

M&A와 일반 내자(內資)기업의 M&A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외자

M&A에서는 매수인이 외자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자(外資)’

와 ‘M&A’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 법학계나 경제학계에서 아직 일치

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각 학자마다 개별 연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측면과 각도에서 해석 또는 정의하기 때문에 각 학계마다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첫째,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일부 사회과학의 개

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외자(外資)와 M&A(倂購)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둘째, 외자(外資) 및 M&A(倂購)의 개념확정 자체

가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개괄하기가 어렵다. 셋째, 연구자가 문제를 분

석 또는 연구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론이 서로다르다. 

넷째, 외자(外資)와 M&A(倂購)의 개념은 서로 다른 학문 분과 또는 다양

한 법률마다 서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연구상의 차이

는 기업M&A에 대한 입법 및 외자M&A에 대한 입법의 과학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 중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 모순과 충돌을 불러

올 수 있고 심지어 착오를 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자(外資)의 개

념 및 M&A(倂購)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69 

 

                                                      
69 周林, 「企业并购与金融整合」, 经济科学出版社, 2002년 5월 제1판,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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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자의 내포와 외연 

외자M&A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법률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외자(外資)’라는 용어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外資(waizi)’라는 용어가 생활 중에서 비교적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정

확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외자(外資)’란 자본수

입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투자(foreign investment)

의 관습적인 약칭이다. 보통 아래와 같은 의미로 외자의 개념이 사용된

다. 첫째, 외국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중국의 외자이용 실무에서는 원칙

적으로 투자자의 국적과 주소지를 근거로 투자자의 신분과 투자의 성질

을 확인한다. 둘째, 국외의 자금 혹은 자본을 가리킨다. 외자의 의미에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외자금이라는 용어는 국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금 혹은 자본을 지칭하는 것이며, 일체의 외환자금 또

는 자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 첫째의 의미와 결합하여 고려해야 한

다. 외국의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자금 또는 자본은 모두 외자

라고 통칭할 수 있다.70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여, 중국에서 법률

적인 의미의 ‘외자(外資)’을 아래와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즉 중국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기업의 지분권 또는 유사한 권익의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지칭한다.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외자(外資)의 외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첫째,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투자는 외자로 간주된

다. 비록 홍콩, 마카오와 대만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지만, 주소지가 홍콩, 

마카오, 대만에 있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은 모두 중국거민(居民) 또는 

중국법인이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현재 홍콩, 마

카오와 대만은 내륙지역과 다른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와 지구(地區)이

                                                      
70 胡晓红, 「WTO规则与国际经济法」, 清华大学出版社, 2001년 8월 제1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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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외상(外商)투자 관련 입법과 실무은 종래부터 홍콩, 마카오와 

대만의 투자를 외자로 간주하였으며, 외상(外商)투자의 절차에 따르고 외

상(外商)투자의 대우(待遇)를 누린다.71 예를 들면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규정에 의하면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합작기업을 영위할 경우, 본 실시세칙(實施細則)을 참조하여 

처리한다.72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

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홍콩

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別行政區)와  대만

지구(臺灣地區)의 투자자가 역내(境內) 기타 지역의 기업을 상대로 M&A

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73 둘째,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

내에서 얻은 합법적인 수입도 외자(外資)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

자의 투자는 역외(境外)에서 유입되고 외환자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대량으로 투자하고 또한 상당한의 위

안화(RMB) 이윤을 획득함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해당 위안화(RMB) 이

윤을 계속하여 중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나타났다. 중국정부도 외국투

자자가 위안화(RMB) 이윤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장려해왔다.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

規定)」의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합법적인 역내 위안화(RM

B) 이윤으로 역내에서 투자할 경우, 해당 위안화(RMB) 이윤은 외자로 

                                                      
71  정영진, <中國의 外國人投資 및 企業引受 法制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2013년 법학박사 학위논문, 186면 참조. 

7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作經營企業法实施细则)」, 1995년 9월 

4일 실행, 57조 참조. 

73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
企业的规定)」, 5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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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74 이론적으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중국의  외환관리 법률법규(法律法規)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외

환으로 환전하여 역외로 송금할 수 있는 각종 자금과 재산(예컨대, 청산

으로 인한 소득(清算所得), 지분권의 양도금)의 역내에서의 투자는 모두 

외자로 간주되어야 한다.75 

외자M&A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외자(外資)의  범위에  대하여 

확장적 해석을 해야 한다.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외국투자의 기본적이

고 최초의 의미란 중국역외(境外)의 투자자의 중국 역내(境內)에 투자하

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지만 외자M&A에서도 상기 의미를 적용하는 것

은  실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  외국투자자는  직접적으로  역내의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 해당 외국투자자의 통제한 역내의 외국투자기

업(外商投資企業)을 통해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투자기업 역

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근거하여, 외국

투자자는 이미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의 기타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76 비록 후에 2006년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이러한 

M&A의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외국투자기

업 역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과 「외국투

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을 결합하여 해당 유형의 외자M&A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를 하는 것이

                                                      
74 상무부(商務部),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

資性公司的規定)」, 2004년 11월 17일 실행, 제7조 참조. 

75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외국투자자 역내 직접투자의 외환에 대한 

관리규정>에 과련 문건의 통지(<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及配套文

件的通知)」, 2013년 05월 10일 실행. 

76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

管理局),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잠행규정(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

资的暂行规定)」, 2000년 09월 01일 실행,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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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투자성회사(投资性公司)77를 통해 M&A를

 진행하는 상황이 있다.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는 외국투자기업(外商投

資企業) 중의 아주 특수한 유형의 한 종류이다. 우선, 투자성회사(投資性

公司)는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고 중국법인에 속한다. 다음, 투자

성회사(投資性公司)가 행한 중국 역내에서의 투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로 간주되고 있다.78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가 투자한 기업은 외국투자

기업(外商投資企業)에 속한다. 중국에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를 설립

한 외국투자자는 통상적으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를 통해 중국 역내

에서 투자업무를 진행하며,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가 바로 이러한 

투자업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그러므로 외자M&A를 논의할 때,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를 통해 인수하

는 경우를 논외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년에 수정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는 이미 아래와 같이 명시한바 있다. 즉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법

에 의해 설립한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가 역내의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79 이에 외자M&A 중에서 외자(外資)의 

범위가 넓어졌다.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외자(外資)는 단순히 역외의 

투자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역외 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설립

한 외국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특히 투자성회사(投資性公司)로부터도 

                                                      
77 외국투자성회사(外商投資性公司)란 외국투지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

자자와 합자의 형식으로 설립한 직접 투자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뜻하며, 유한책

인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된다. (백영기, 「중국투자 기업법」, 博英社(2011), 234면.)  

78  「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제2조 참조. 

79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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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게 된다. 

 

 

제2철 중국법상 M&A의 개념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칭이므로 당연히 ‘MER

GERS’와 ‘ACQUISITIONS’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MERGERS와 ACQUISITIONS의 뜻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CONSOL

IDATION과 TAKE OVER 등의 뜻도 포함된다. ‘M&A’는 실무의 영역에

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영미법계의 제도로 많이 이해 된다.

80 

중국의 민상(民商)법은 대체로 대륙법계에서 그 연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체계 중에서 ‘M&A’에 상응하는 개념을 찾아 보기 어려워서 

중국어에서 ‘M&A’를 창조적으로 ‘倂購(binggou)’로 번역하였으며, 

‘MERGER’를 ‘兼倂(jianbing)’으로 번역하고, ‘ACQUISITION’을 ‘收購

(shougou)’라고 번역하였다. 

각국 회사법 또는 상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의 부분

에서 兼倂(merger)에 대해 규정하고, 收購(acquisition)에 대해서는 ‘지분권 

양도’의 부분 이외에는 언급이 적다. 81  그러므로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80 侯怀霞, 钟瑞栋, <企业并购立法研究>, 「中国法学」, 1999년 2월 제2기, 29면. 

81 유럽: Third E.E.C. -Directive 78/855/E EC concerning merger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9 October 1978(as amended by Directive 2007/66/EC of 13 November 

2007). 

독일: 독일조직재편법 제2조에는 합병을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흡수

합병의 경우, 하나 또는 여러 법률주체(재산을 이전하는 법률주체)가 해당 재산

을 전체의 형식으로 다른 한 법률주체(재산을 접수하는 법률주체)에게 이전함으

로 후자는 계속 존속하여 존속하고, 이와 반대로 재산을 이전한 법률주체는 소

멸된다. 해당 구성원은 재산을 접수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상으로 받는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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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兼倂(merger)은 회사법의 구속을 많이 받고, 收購(acquisition)

은 계약법의 구속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었다

고 볼 수 있다. 

중국 현행 법률체계 중에서 ‘倂購(M&A)’라는 용어는 명확한 의미과 

외연을 갖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실무에서 ‘倂購(M&A)’라는 용어의 사용

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한 통속적인 칭호 또는 이론상의 개괄에 국한된

다. 구체적으로 ‘倂購(M&A)’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은 본인의 

선호로 해당 의미를 적용하거나 다양한 시각에서 倂購(M&A)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또한 중국 법조계에서 ‘倂購(M&A)’의

                                                                                                                                       
합병의 경우, 새로운 법률주체가 설립함으로 합병에 참여하는 법률주체는 그들

의 해당 재산을 전체의 형식으로 신설 법률주체에 이전한다. 모든 기존 법률주

체는 소멸된다. 그들의 구성원은 새로이 설립된 법률주체의 지분을 보상으로 획

득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채택하게 된다. 즉 합병에 참

여하는 법률주체의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고 회사의 명예를 감안하여 그들 중 

어느 한 법률주체도 상대방 법률주체에 의해 흡수합병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

우에 그러하다. 여기서 여러 법률주체가 동시에 합병을 진행할 수도 있다. 格茨. 

怀克(德国), 「德国公司法」(殷盛 译)第21版, 法律出版社, 2010년 10월 12일, 715-

721면. 

프랑스 상법 중 합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합병’이란 최소한 2개 현존 

회사의 집합이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 2

개 회사가 혼합을 함으로 단일한 회사로 성립하는 것이다. 最高法院商事庭，

1946년 1월 28일 판결，「达罗斯判例汇编」. 1946년， 168면. 

일본의 2005년 회사법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과 주식이전이 언급되었다. 제27조에서 흡수합병이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전부 권리의무를 합병 후의 존속회사에 계승시키는 회사와 기타 회사가 실시하

는 합병이다. 제28조에서 신설합병이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전부 권리의

무가 합병을 이유로 설립한 회사가 계승하는 2개 이상의 회사 사이에 실시하는 

합병이다. 王保树, 「最新日本公司法」，余敏, 杨东 译，法律出版社，2006년 5월 

1일，57면. 

중국 회사법(公司法) 제9장 173조-177조, 회사합병, 분할, 증자, 감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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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 대해 통일되지 아니한 이해를 초래하는 중요원인 중의 하나이다.

82 하지만 ‘M&A(倂購)’는 애초부터 애매한 개념이었으며, ‘M&A(倂購)’의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경

제학자가 지칭하는 ‘M&A(倂購)’의 개념과 법률전문가가 이해하고 있는 

‘M&A(倂購)’의 개념도 완전히 일치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영미법에서도

 ‘M&A(倂購)’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다.83 비록 현실이 이러하지만, 외

자M&A를 논의해야 하므로 ‘M&A(倂購)’의 의미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정리와 설명이 필요하다. 

 

1. MERGER(兼倂)의 개념 

블랙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서 MERGER(兼倂)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Merger’란 존속을 정지한 1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해 흡수되

어, 흡수하는 회사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보유하고, 피흡수회사의 재

산과 책임을 획득하는 것이다. [Merger, The absorption of one company (esp. a 

corporation) that ceases to exist into another that retains its own name and identity 

and acquires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ormer.]84 

상기  해석에  의해 ,  ‘MERGER(兼倂)’은  중국「회사법(公司法)」  상의 

‘흡수합병’에 상당하다. 즉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 또는 다수의 회사를 

흡수하고, 흡수하는 회사가 계속하여 존재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하고 

해당  자산과  권리의무가  존속된  회사에  의해  계승되는  것이다 . 85  비록 

‘兼倂(merger)’이라는 용어가 중국 기업체제개혁의 실무 및 학술논저 그

리고 신문보도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중국 「회사법(公司法)」에서는 이

                                                      
82 周林, 앞의 주 69의 책, 27면. 

83 郑磊, 「企业并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제1판, 4-5면. 

84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Seventh Edition, WEST GROUP，p125 

85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172조, 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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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용어가 채택되지 않았다. 

1989년 2월 19일 중국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재정

부, 국유자산관리국이 제정한 「기업兼倂에 관한 임시방법(關於企業兼併
的暫行辦法)」중, ‘兼倂(merger)’을 아래와 같이 획정하였다. 즉 한 기업이 

기타  기업의  산권(産權)을  매수하여  기타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법인실체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행위이다. 본 규정에서

는 또한 4가지 兼倂(merger)의 형식을 열거하였다. 즉 채무형식의 兼倂, 

매수형식의 兼倂, 흡수형식의 兼倂, 지배 지주 식의 兼倂이 있다.86 하지

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兼倂(merger)’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전히 서로 

다르다. 

첫째, 兼倂(merger)이란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경쟁능력의 증강, 

기업규모의 확대, 기업효율의 제고 등 목적을 위해, 둘 이상의 독립된 기

업이 결합하는 일종의 현상이다. 이에는 회사합병, 한 회사가 다른 한 회

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 자산을 매수하는 것, 그리고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의 일정수량의 지분을 매수함으로 해당 회사를 통제하는 3가지 구체

적인 형식이 포함된다. 이는 중국「반독점법(反 断垄 法)」87상의 ‘합병(合

倂)’의 의미와 유사하다. 

둘째, 兼倂(merger)이란 회사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 또는 

다수 회사의 자산 전부와 책임이 모두 다른 한 회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해당 자산과 책임이 모두 이전하게 되

                                                      
86  원 국가경제분제개혁위원회(原国家经济体制改革委员会), 국가발전화개혁위원

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국유자산관리국(国家国有资产管

理局), 1989년 02월 19일 련합발포 「기업兼倂에 관한 임시방법(关于企业兼并的

暂行办法)」, 1조, 4조 참조. 

87 전국인민대표대화상위회(全国人大常委会), 「반독점법(反垄断法)」, 2007년 08

월 30일 공포, 2008년 08월 01일 실행. (Anti-Monopol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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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는 청산을 거치지 않고 소멸되고, 해당 회사의 자산 전체와 책임

을 인수하는 다른 한 회사는 여전히 본래의 회사명의로 계속 존재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 중의 MERGER의 개념과 일치하며88, 중국「회사법(公

司法)」에서 규정하는 ‘흡수합병’에 해당한다. 

두건군(杜建军)은 <다국적기업의 兼倂에 대한 토론과 연구(对跨国企业

兼并的探讨和研究)>라는 논문 중에서 兼倂(merger)의 의미란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 또는 다수 기업을 흡수함으로 전자는 자신의 법인자격과 

기업상징을 보류하고, 후자는 법인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전자의 구성부

분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89 유사한 해석으로 웅초웅(熊楚熊)은 <주식

회사 재무관리의 원리(股份公司理 学财 原理)>라는 책에서 “기업兼倂(merge

r)이란 하나 또는 2 이상의 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에 가입함으로써 가

입하는  기업이  해산되고  흡수하는  기업이  존속하는  일종의  기업합병의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兼倂(merger)을 흡수합병이라고도 한다. 이

러한 합병형식에서 兼并하는 기업은 피 兼倂되는 기업의 자산 전부와 부

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90 

셋째, 兼倂(merger)이란 법률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의해, 한 기업이 

현금 또는 주식을 지불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타 

기업의 산권(産權)을 취득하여 기타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자격을 상실하

게 하거나, 2개 기업의 자산을 새로이 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함으로 원래 각 기업의 법인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91 

                                                      
88  苗壮, <美国的公司收购: 理论与实务>, 中国人民大学经济法前沿论坛(제28기), 

竞争法论坛(제4기), 证券金融法论坛(제4기), 2008년 05월 29일 발표. 

89 吴德庆, 邓荣霖, 「企业兼并问题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2년 2월, 209

면. 

90 熊楚熊, 「股份公司理财学原理」, 广东高等教育出版社(1992), 215면. 

91 江苏省高级人民法院经济庭, <企业改制后原有债务的承担>, 「人民司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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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兼倂(merger)이란 2개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의 합병이며 새로이 

구성된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兼倂의 결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가 자동으로 피 兼倂기업의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획득할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가리킨다. 兼倂하는 회사 및 피 兼倂된 회사의 이사회에서 해당 거

래행위를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쌍방 주주총회의 비준

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92 

다섯째, 중국 최고인민법원 이국광(李国光) 부원장은 2000년 11월 13일 

전국법원 민사심판업무 회의 중 <현재 민상 사건 심판업무에서 응당 주

의해야 할 주요문제>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회사제(企业公司制)와 주식합작제(股份合作制)의 개편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채권에서 지분권으로의 전환, 소형기업의 매각, 기업兼倂, 기업

분할 등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기업분할 및 기업兼倂 중의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 등 체제개혁형식만이 회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

을 뿐, 현행 법률은 기타 형식의 국유기업 체제개혁에 대해 상응한 구체

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93 그러므로 이국광(李国光)부원장이 지칭하

는 기업兼倂(merger)에는 응당 회사법 중의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뿐만 아

니라 기타 합병(合倂)도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장쑤성(江苏省) 고급 인민법원의 경제법정에 집필한 <기업체제

개혁 이후 원본 채무의 부담(企业改制后原有债务的承担)>과 상하이 고급 

인민법원의 연구실에서 집필한 <차관계약분쟁사건을 심리함에서 있어서 

약간 문제의 탐구토론> 중에서 기업兼倂(merger)을 각기 채무부담 형식

                                                                                                                                       
년 4월 제04기, 10면. 

92 张忠钢, <企业合并及其规制原因>, 「法学在线」, 北大法律信息网 2005년 6월 

8일, 참조.  

93  李国光， <当前民商事审判工作应当注意的主要问题>, 「最高人民法院公报」 , 

2001년 6월 제6기,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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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兼倂, 매수형식의 兼并, 지분권 흡수형식의 兼倂 및 지주형식의 兼倂

으로 구분하였다.94 

일곱째, 최고인민법원에서  “대련 만사통  전신케이블  유한회사(大连万

事通电信电缆有限公司)와 요녕성 수산그룹 수출입회사(辽宁省水产集团进
出口公司) 사이의 자산양도 분쟁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해당 사건을 분

석하여 “兼倂(merger)의 목적은 기업소유권의 이전이다. 다시 말하면 兼

倂(merger)을 통해 기업의 소유자가 변화되고 원래의 기업은 소멸해야 하

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兼倂(merger)이란 

일방의 주체자격을 소멸하게 하는 기업(회사)합병 형식을 지칭한다.95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법조계에서 ‘兼倂(merger)’의 의미를 광의

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兼倂(merger)은 단지 「회사법(公司

法)」에서 규정한 흡수합병을 지칭한다.96 유럽연합 이사회의 <주식회사 

합병에 관한 제3호 회사법 지령> 제3조에서도 ‘흡수합병’에 대해 아래와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흡수합병이란 1개 또는 1개 이상의 합병당한 회

사가 청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되며, 해당 회사의 자산 전부와 부채

를 1개의 존속회사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지칭한다.97 광의의 兼倂(me

rger)은 「기업兼倂에 관한 임시방법(關於企業兼併的暫行辦法)」에서 규

정한 4가지 종류의 兼倂형식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회사법’ 중에서 규

정한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인수, 연합관리 등의 형식이 포함된다. 

 

                                                      
94  百度文库, 「 企业改制政策法律疑难问题与改制纠纷案件处理及(公司法)修改与
公司诉讼实务高级研修班内部资料」, 百度文库网站, 148면. 

95  百度文库, 「 企业改制政策法律疑难问题与改制纠纷案件处理及(公司法)修改与
公司诉讼实务高级研修班内部资料」, 百度文库网站, 149면. 

96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184조. 

97 赵旭东, 「公司法学」, 高等教育出版社, 2003년 08월 1일 제1판,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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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QUISITION(인수)의 개념 

블랙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서 Acquisition이란 주로 목표대

상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경영권)을 획득하여, 목표회사자산을 획득하는 

것을 지칭한다. [Acquisition, The gaining of possession or control over som

ething < acquisition of the target company's assets>.]98 

상기 해석에 근거하여, ACQUISITION(인수)이란 주로 한 회사의 현금,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자산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매수함으

로 해당 목표회사 그 자체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ACQUISITION(인수)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자주 ‘收

購(shougou)’로 번역된다. 중국에서 인수의 의미를 가지는 ‘收購(shougou)’

라는 용어는 통제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의 「상장회사의 인수관리방법(上市公司收購管理辦法)」 제2조의 규

정에 의하면,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상장회사의 收購(인수)란 인수자

가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활동을 통해, 한 상장회사의 收購(인수)란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를 통해,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

정한 비율로 소지하거나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 이외의 기타 합법적

인 수단으로 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경우

에 해당 회사에 대한 실제통제권을 획득하거나 획득하게 하는 행위를 가

리킨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收購(인수)의 핵심은 기업 경영통제권의 이

전이다.99 

이에 ACQUISITION(收購/인수)이란 한 회사가 현금, 채권 또는 주식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매수함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통

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 특징은 목표회사의 경영통제권이 

                                                      
98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Eighth Edition, Thomson West (2004), p25 

99 중국정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상장회사 收購(인수) 관

리방법(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2006년 5월 17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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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지만 , 목표회사의  법인지위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미국 

학자 Charles A. Scharf의 ACQUISITION(收購/인수)에 대한 분류에 근거

하여, ACQUISITION(收購/인수) 중에는 Asset Acquisition(자산인수)와 Stoc

k Acquisition(주식인수)가 포함된다.100 하지만 중국 상무부에서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的規定)」에서는 상기 유형을 ‘資産倂購(자산M&A)’와 ‘股權倂購(주식

M&A)’로 지칭하였다. ACQUISITION(收購/인수)과 M&A(倂購) 양자 사이

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101 이는 또한 본 장에서 MERGER(兼倂/흡수

합병)과 ACQUISITION(收購/인수)의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그 의미가 있

다. 

영미법계에서 ACQUISITION(收購/인수)의 의미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단어로는 Purchase, Tender Offer 및 Takeover 등이 있다. Purchase란 합리

적인 대등가격에 기하여, 자유로운 협의의 형식을 통해, 재산을 한 사람

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매수, 저당, 증여 

등 임의의 자유로운 재산거래의 행위가 포함된다. Tender Offer란 통상적

으로 한 회사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 주주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제안한 공개적인 청약을 지칭한다. Takeover란 

                                                      
100 李曙光, <「兼并条例」起草过程中若干问题探讨>, 深圳证券交易所网站,  

http://www.szse.cn/szseWeb/FrontController.szse?ACTIONID=15&ARTICLEID=914&TY

PE=0 

10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는 “동 규정에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자기업(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

权)을 매수(购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

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한다) 또

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하 ‘자산M&A’으로 약칭함)을 말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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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 회사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102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  ‘M&A(倂購)’에는  MERGER(兼倂/흡수합병)과 

ACQUISITION(收購/인수)이 포함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한 회사가 현

금, 채권,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등을 이용하여, 기타 회사의 전부재

산과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며, 합병당한 회사가 해

당 법인격을 상실하는 행위를 지칭하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전부 

또는 일정한 수량의 자산 또는 주식을 매수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2.1.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개념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  인수(收購 /acquisition)에는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과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라는 두 가지 형식이 포괄된다. 자

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부분 또는 전산 전부를 

매수함으로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의 자산인수행위가 완성된 후 여전

히 존속한다.103 법인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회사가 매도한 자산의 대

가는 해당 회사자신이 향유해야 하며, 출자자 즉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전산 전부를 획득한다고 해

서 매도하는 회사의 법인자격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때문에 매

도하는 회사가 그 전부 또는 부분 자산을 매도한 후, 그 자산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변화하는 것은 자산의 형태이다. 즉 자산이 실체의 형태

에서 화폐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며, 매도하는 회사의 채권, 채무 및 지

분권의 구도도 변화되지 아니한다.104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에서 거래

의 직접결과는 매도하는 회사의 자산이 인수 회사에게 이전되고, 거래의 

간접결과는 매도하는 회사가 해당 자산의 매도로 인해 경영을 정지하게 

                                                      
102 侯怀霞, 钟瑞栋, 앞의 주 80의 논문, 29면. 

103 赵旭东, 앞의 주 97의 책, 416면. 

104 王星, <现代企业法人财产权研究述评>, 「法制博览」, 2012년 제11기, 93면. 



 

-47- 

되며 청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1997년에 공포한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조,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

商投資企業合併、分立、股權重組、資產轉讓等重組業務所得稅處理的暫行

規定)」에서도 규정하고 있다.105 

실무에서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와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쉽게 혼

동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양자

의 목적이 다르다. 흡수합병(兼倂/mergers)에서 해당 자산의 이전은 개괄

적인 이전이다. 즉 이전하는 것은 회사의 전산 전부와 권익(지분권과 채

권이  포함된다 )  이지 ,  부분적인  자산이  아니다 .  하지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에서 양도하는 것은 자산의 전부일 수도 있고 자산의 부분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권익(지분권과 채권이 포함된다)이 포함되지 아

니한다. 둘째, 채무부담이 다르다. 흡수합병(兼倂/mergers)에서 피흡수합병

(兼倂/mergers)회사의  전부채무는  존속회사에게  이전하지만 ,  자산인수

(asset acquisition)에서는 계약 중에 인수하는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채무

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  인수하는  회사는  피인수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106. 셋째, 주주의 지위가 다르다. 흡수

합병(兼倂/mergers)에서 존속회사가 해산해야 할 회사의 자산에 대해 지

불한 대가(예컨대 현금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 등)는 직접적으로 해산해

야 할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해야 할 회사의 주주는 현금을 획

득하거나 존속회사의 주주로 된다. 하지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에서 

인수회사가 자산의 양도에 대해 지불한 대가는 매도하는 회사에 속하며, 

매도하는 회사의 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넷째, 법적 결과가 다르

                                                      
105 국가세무총국,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조, 자산양도 등 재구

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分立、股權重組、

資產轉讓等重組業務所得稅處理的暫行規定)」, 1997년 4월 28일 공포. 

106 张舫, 「公司收购法律制度研究」, 法律出版社, 1998년 11월 제1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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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필연적으로  피흡수합병(兼倂/mergers)  회사

의 해산으로 초래하고, 피흡수합병(兼倂/mergers)회사의 권리 전부와 의무

는 모두 존속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필연적

으로 피인수 회사의 해산을 초래하지는 아니한다.107 다섯째, 법적 성질이 

다르다. 흡수합병(兼倂/mergers)의 본질은 법인격(法人格)의 합병이며, 자

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성질은 자산거래행위이며 회사의 인격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  여섯째  법  적용이  다르다 .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본질적으로 회사인격의 합병이며, 단체법상의 계약행위에 속하므로 주로 

‘회사법’과 관련 기업합병의 법률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

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일반적인 거래행위에 속하며, 주로 민법, 계약

법을 적용하여 조정하고, 만약 자산의 전부 또는 중대한 자산을 인수할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과 관련 M&A법률규정도 적용하여 조정해야 한다.108 

회사 흡수합병(兼倂/mergers),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비교할 때,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매도하는 회

사가 매수하는 회사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자산인수

(asset acquisition)의 상황에서 인수하는 회사가 계약으로 특별하게 약정하

지 아니한 이상, 매수하려는 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매

도회사의 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회사법이 흡수합병

(兼倂/mergers)하는 자에게 설정한 채권자 공고와 채권자 이의절차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저지도 면할 수 있다. 109 

                                                      
107 陈勃, <企业并购基本法律问题研究>, 「云南大学学报-法学版」, 2001년 제3기, 

78면.  

108  殷建刚, <外资并购国内企业的若干法律问题初探>, 法律图书馆论文资料库, 

2006년 7월 27일，참조.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7422 

109 <整体并购时, 资产收购的优点>, 公司并购网 2015년 03월 2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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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 ,  흡수합병(兼倂/mergers) 및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비교할 때, 자산인수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는 불리한 요

소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는 주로 세수지출의 증가와 세수감면조건

의 상실 등이 있다. 예컨대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방식을 채택할 경

우, 매수하는 기업은 매도하는 기업의 손실로 인해 얻게되는 소득세 감

면의 기회를 얻을 수 없으며, 매도하는 기업이 종사하는 특정 업종을 이

유로 향유하는 세수혜택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매수하는 회사 및 주주

의 세수지출을 증가시켜 인수의 원가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매도하는 회

사가 그의 모든 재산 또는 대부분 재산을 양도한 후 바로 해산할 경우, 

분명히 모종의 양도할 수 없는 ‘壳(shell)’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업상의 신용과 명예, 특허권, 판매망 등이 낭비될 수 있다.

110 

2.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개념  

소위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란 한 회사가 일정한 방식을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권을 인수함으로 해당 회사의 통제권(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이고,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는 지분권 인수행위가 완료된 후에도 계

속하여 존속한다.111 

한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때로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

고, 때로는 해당 기업의 지분권을 매수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

지만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사이에도 명

확한 구별이 있다. 첫째, 주체가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주체

는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회사와  인수  회사이며 ,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주체는  인수 회사와  다른  회사의 주주이다 . 둘째 , 계약의 

                                                                                                                                       
http://www.gentlelaw.com/jbsg/191.html 

110 王芳, <公司并购方式选择之利弊分析>, 百度文库网站, 참조. 

http://wenku.baidu.com/view/1fce0a2e4b73f242336c5fbc.html 

111 赵旭东, 앞의 주 97의 책,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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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대상은 회사의 유형 또는 무

형의 자산이고,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대상은 주주가 향유하는 회

사의 지분권이다.112 셋째, 매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이 다르다. 자산인수

(asset acquisition)의 경우에 인수 회사가 지불하는 대가는 해당 자산을 소

유하는 회사에게 지불되고,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경우에 인수 회

사가 지불하는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불된다. 넷째, 회사에 대한 영

향이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가 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회사자산

의 형태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즉 종전의 기계설비, 원재료, 토지 등으로

부터  금전  또는  기타  가치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  하지만  주식인수

(stock acquisition)가 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회사의 주주가 변화된다는 것

이다. 즉 인수 회사와 해당 회사 사이에 투자법률관계가 설립되는 것이

며,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없다. 다섯째,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의 경우에는 주로 민법과 계약법을 적용

하는 반면,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의 경우에는 주로 회사법과 증권법

을 적용하게 된다.113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와 흡수합병(兼倂/mergers)은 비교적 큰 구별

이 있다. 첫째, 주체가 다르다. 흡수합병은 회사 사이의 행위이며, 주체는

 흡수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하지만 주식인수의 주체는 인수회사와 

목표회사의 주주이다. 둘째, 내용이 다르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해산되는 회사의 권리 전부와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주식인수의 경

우에는 목표회사의 주주가 그의 주식을 인수 회사에 양도한다.114 셋째, 

법적 성질이 다르다. 흡수합병의 본질은 회사인격의 합병이고, 주식인수

의 본질은 지분권 거래행위로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112 中顾网, <资产并购与股权并购之间的区别与联系>, 股东维权网, 참조. 

http://www.gudonglawyer.org.cn/ShowArticle.shtml?ID=2011761332133859.htm 

113 殷建刚, 앞의 주 108의 논문, 참조. 

114 张舫, 앞의 주 106의 책,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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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과가 다르다. 흡수합병의 경우, 필연적으로 피흡수합병회사의 해

산을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한 해산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에 귀속된다. 하지만 주식인수

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해산을 초래하지 아니한다.115 다섯째, 합작의 태

도가 다르다. 흡수합병의 경우, 회사 간에는 평등한 협상과 자유로운 합

작의 결과이며 쌍방은 ‘우호’관계에 있다. 하지만 주식인수의 경우, 인수

행위가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반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호적 인수’와 

‘적대적 인수’로 구분될 수 있다.116 

주식인수는 피인수회사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흡수합병과 비교해볼 

때, 피인수회사의 ‘壳(shell)’자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낭비를 초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새로이 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해당 회사의 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전체적인 접수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혼란과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직원들의 정서적인 불

안정 또는 대량 정리해고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 

종전의 채권 및 채무를 변경 또는 새로이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종

전 주식, 채권, 부차적인 권리(예컨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 옵

션, 수시 환수권, 후속 재산의 분할권 등) 및 직원채용계획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다.117 

하지만, 피인수회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납세

의 주체가 된다. 흡수합병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세수이익이 자연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고, 해당 회사에 대한 통제강도가 흡수합병으로 

                                                      
115 陈勃, 앞의 주 107의 논문, 78면, 참조. 

116 王荣仁, <跨国公司跨境并购法律问题研究>, 复旦大学, 法学博士学位论文(2006

年）, 55면 참조. 

117 百度文库,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规定之解析>, 百度文库网站, 참조.  

http://wenku.baidu.com/view/72fd8469af1ffc4ffe47acc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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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통제강도보다 낮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와 비교해 볼 때, 주식

인수(stock acquisition) 중 인수하는 회사가 이미 목표회사의 주주가 됨으

로 인해, 목표회사의 “존재할 수 있는 부채(或有负债)”에 대해 책임을 부

담해야 한다.118 

상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회사 흡수합병(兼倂/mergers), 자산인

수(asset acquisition),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는 유사한 경제효과를 달성

할 수 있지만 상호 차이점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

적으로 어떠한 선택과 디자인을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즉 거래 상대방

에 대한 친숙도와 신뢰도, 인수합병을 당하는 회사의 ‘壳(shell)’자원 가

치, 세수상황,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측 경영진의 태도, 인수합병 회사가 

기대하는 인수합병 대상에 대한 통제강도 등이 있다. 

 

 

제3절 중국법상 외자M&A와 외자인수의 구분 

앞에서 설명한바 같이 M&A(倂購)의 의미에는 흡수합병(兼倂/mergers)

과 인수(收购/acquisitions)가 포함되어 있으며, 흡수합병(兼倂/mergers)과 

인수(收购/acquisitions)는 구별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119에서는 ‘외자M&

A(倂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해당 규정의 내용에는 자산인수와 지

분인수라는 2가지 형식만을 규정하였지, 흡수합병(兼倂/mergers)이라는 형

                                                      
118 위의 논문, 참조. 

119 상무부(商務部),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
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 중국에서 외자 M&A에 관한 가장 권위하고 전문적 

법률 문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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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해당 규정의 제2조에서는 “동 규정에

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权)을 매수(购

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 M&A’로 약칭한다) 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

기업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

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하 ‘자산M&A’으로 약칭함)을 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20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지분M&A(股權併購)’와 ‘자산

M&A(資產併購)’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 토론한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와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를 지칭하며, 해당 내용을 볼 때, 흡수합병

(兼倂/mergers)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M&A(倂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

념 속에는 ‘흡수합병(兼倂/mergers)’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하지만 

상기 규정은 ‘주식M&A(倂購)’와 ‘자산M&A(倂購)’라는 두 개념을 사용함

으로 사실상 해당 개념 속에는 ‘M&A(倂購)’의 전부 의미와 외연을 포섭

                                                      
120 법률 조문의 한글 번역문은 나승복(법학박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가 연

구책임자로서 2006년 12월 법제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중국기업 M&A

에 관한 법적규제 연구> 95면 참조하지만 본 논문은 중문원본로 근거하여 연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문에서는 중문 “股权(guquan)”이란 “지분”로 번역하

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분이나 주식”의의미 다 있으야 된다.  

<本规定所称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 系指外国投资者购买境内非外商投资企业(以

下称“境内公司”)股东的股权或认购境内公司增资, 使该境内公司变更设立为外商投

资企业(以下称“股权并购”); 或者, 外国投资者设立外商投资企业, 并通过该企业协议
购买境内企业资产且运营该资产, 或, 外国投资者协议购买境内企业资产, 并以该资
产投资设立外商投资企业运营该资产(以下称“资产并购”).> 



 

-54- 

시킬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  흡수합병(兼倂/mergers)의  주요성질은 

흡수합병을 당한 회사가 그 법인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지분인수와 자산

인수는  임의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 

예컨대 ‘지분M&A(股權併購)’일 경우, 해당 역내 회사가 외국투자기업으

로 변경될 뿐, 해당 기업의 해산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자산M&A(資產
併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을 거쳐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로 매수하거

나, 직접적으로 협의하여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때, 그 목적은 주로 

해당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이므로 해당 자산을 매도하는 기업의 법인

격을 소멸시키지는 아니한다. 

사실상 현재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은 ‘購(acquisitions)’의 내용만을 규정하였고, 

‘倂(mergers)’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규정은 반드시 통일된 

인수합병법(倂購法/M&A Law)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규정은 

단지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라는 2가지 형식만 규정하였지, 기업흡수합병

(兼倂/mergers)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해당 ‘규정’은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에 관한 법률에 불과하다. 

1999년에 공포하고 2001년에 수정한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121은 비록 외국투자기업

 사이의 합병을 허용하고 외국투자기업과 내자 기업 사이의 합병도 허용

하지만, 이러한 합병은 제한적이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서 역내기업을 합병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기업을 합병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121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

管理局),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

立的規定)」, 1999년 09월 23일 발포, 2001년 11월 22일 수정, 2012년 10월 08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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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과 「외국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

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은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기업에 대한

 흡수합병(兼倂/mergers)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

다. 하지마 현재 중국의 법률정책을 볼 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독립된 재산, 독립된 인격과 독립된 책임이 없이는 지사의 설립을 허용

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로지 ‘M&A(倂購)’의 개념 자체에서 볼 때, ‘흡수합병(兼倂/mergers)’

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단순하게 외자인수(acquisiti

ons)를 지칭한다면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을 규정했어야 할 것이지, ‘지

분M&A(股權併購)’와 ‘자산M&A(資產併購)’가 아닐 것이며, 더군다나 “외

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倂購)”라는 명칭을 달지 않았을 것이다. 

  



 

-56- 

제4장 중국법상 외자M&A의 주체 

 

중국 외자M&A의 주체문제는 외자M&A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중국 학자들 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관리체제의 특수성 및 이론적인 연구의 낙후성과 중

국 기업조직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자로 국유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주체의 혼란을 가져왔다.122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이러한 주체문제를 연

구하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가 M&A로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국내에 대한 일종의 투자방식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가 그 적법성을 갖게 되었다. 상기 규정은 또한 외국투자

자의 직접적인 투자방식을 확대함으로 외자M&A의 질서를 규범화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123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

란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비외국투자기업(역내기업) 투자자의 지분

(股權)을 인수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資)를 인수하여 동 역내기

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지분M&A) 또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을 협

의인수하고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

                                                      
122 肖金林, <外资并购国有企业初探>, 「中南财经大学学报」, 2001년 5월 제5기, 

110면, 참조. 

12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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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고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

(자산M&A)을 말한다. 

상기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시피 외자M&A의 주체는 주로 ‘외국투

자자’와 ‘역내기업’이다. 외국투자자는 인수합병하는 자이고, 역내기업은 

인수합병  되는  자이다 .  외자M&A의  객체는  중국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투자자 124의 지분(股權)과 역내회사의 증자(增資) 또는 역내기업의  자산

(資産)이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

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의 개념, 비외국투자기

업 지분(股權)과 자산(資産)의 개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법 및 민법의 시각에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과 외자M&A

에 관한 기타 법률법규(法律法規)에 근거하여 외자로 역내기업을 인수합

병하는 주체의 자격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1절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외자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문언 중

‘외자(外資)’란  외국투자자를  가리킨다 .  현행  중국  외국투자법률규정에 

의하면 ‘外國投資者(외국투자자)’라는 용어에는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

제조직과  개인이  포함된다 . 125  하지만  외국투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은  국적(國籍)이다 . 물론  외국투자자의  국적에  대한  판단이 

국제투자법률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적은 한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국

                                                      
124 여기 투자자(投資者)는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주주와 유한책인회사

(有限責任公司)의 지분자를 포함이다. 

125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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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자를 구별하는 근거이다. 본국 국적을 갖는 

투자자는 본국 법인 또는 국민의 지위에 있고, 본국 국적을 갖지 아니하

는 외국투자자는 외국 법인 또는 국민의 지위에 있게 된다. 126 외국 법

인 또는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본국 법인 또는 국민

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가 구별된다. 

둘째, 국적은 한 국가가 해당 역내 투자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주요근거이다. 한 국가의 역내에 있는 투자자는 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는 외국인에게 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즉 ‘국민대우’이다. 혹은 한 국가가 외국인에게 임의로 

제3국 국민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최혜국 대우’

이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은 경제발전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자주 외국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준다.127 그러므

로 한 기업 또는 회사가 외국기업 또는 회사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 또는 회사가 대상국가에서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한 혜택 및 특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적은 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속인법(屬人法)을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한 기업 또는 회사가 외국에서 불법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공평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적국가를 상대

로 외교보호를 요청하거나 국적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에 개입할 수 있

다. 국제적인 실무에서 볼 때, 기업 또는 회사의 국적국가가 해당 외교보

호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주주의 국적국가가 외교보호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회사 또는 기업이 외국에서 투자분쟁 소송이 있을 경우, 만약 해

당 기업 또는 회사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등에 관련될 때에는 통상적으

                                                      
126 杨慧芳, 「外商待遇法律制度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년 4월 제1판, 

21면, 참조. 

127 杨慧芳, 위의 책,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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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인의 국적국법을 적용한다.128 

넷째, 국적은 투자자가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ITs로 약칭한다)과 쌍방 투자협정(BITs)의 구제를 요청하는 기초이다. 

즉 임의의 MITs과 BITs는 모두 체약국이 아닌 투자자에게 해당 구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최초로 법인의 국적문제를 중시한 연구는 1931년부

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각 자본주의 국가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금전지불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외국인’을 확

인하는 수요가 나타났다.129 

외자로 역내기업을 M&A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을 연구하는 목적

은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선 인수합병하는 자가 

진정한 외국투자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해당 투자가 외자진입 허가 정책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서이다. 그리고 해당 M&A행위가 외자M&A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동시에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 재투자 및 간접M&A 등의 행위로 국가의 해당 외자진입허가의 

제한에 대해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자연인일 경우, 국적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

인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국적을 확인하는데 복잡

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급증하는 오늘날에 한 국제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기업법인이 갑국에서 등기하고 자본은 을국의 국민이 지배하며 

해당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가 을국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

업의 국적을 판단하는데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130 법인은 국제적인 직

                                                      
128 李广民, 欧斌, 余丽萍, 王新中, 「国际法」, 清华大学出版社, 2006년 2월 제1

판, 43면, 참조. 

129 梁咏, <海外直接投资之中国投资者论证>, 「云南大学学报法学版」, 2008년 제

3기, 11면. 

130 张庆元, 孙志煜, <法人国籍变动视角：我国外国法人国籍的确定标准>, 「武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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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에 종사하는 주요 참여자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법인의 국적

문제를 논의한다. 

법인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국내이든 국외이든 그리고 이

론이든  실무에서이든 모두  통일된  인식이  없다 . 외자M&A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합법적인 민사주체로서의 외국투자자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

여, 중국의 그 많은 외자M&A의 법률법규(法律法規) 중에는 명확하고 분

명한 정의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일부 학자는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

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일부 학자는 자본의 자본출처지(資本來源地) 

기준 또는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건의하는가 하면, 또 일부 학자는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를 위주로 하고 자본지배(資本控制)를 보조로 하

는 판단기준을 주장한다. 이러한 서로 다양한 기준은 서로 다른 법률법

규(法律法規)에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떠한 법률법규(法律法規)

를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현재까지 공통된 답이 없다.131 

일단 ‘외국투자자’와 ‘외국 자본’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예로 할 때, 

전자는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키며 이는 투자

자 주체의 시각에서 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란 외국자본, 

국외 화폐 또는 국외 자금을 가리키며 외국의 개인 직접투자, 외국기업

투자,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발전원조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객체의 시

각에서 정의한 것이다.132 현재의 문제는 주체로 객체를 확정하는가, 아니

면 객체로 주체를 확정하는가 여부이다. 즉, 외국투자자로 외국 자본을 

확정하는지 아니면 외국 자본으로 외국투자자를 확정하는지 여부이다. 

비록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7년 1월 제1기, 81면. 

131 杨占栋, <法人国籍的法律意义及其确定标准>, 「滨州教育学院学报」, 2000년 

12월 제4기, 10면. 

132 王毅, <外资并购之外国投资者辨析>, 「法制与社会」, 2010년 11월 제3기,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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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투자자의 판단기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를 외자M&A의 합법적인 주체로 보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외국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외국

투자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았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

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과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의 규정에 의하

면, 외국투자자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

境內企業的規定)」에서 지칭하는 ‘외국투자자’라는 개념에는 상기 민사주

체만을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증가된  것인지  문제된다 .  이에 

본 규정의 제52조를 보면, 외국투자자에는 상기 민사주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성회사

(investment company)도 포함된다. 만약 2000년 7월 25일 종전의 대외경제

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포한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의하면, 외국투

자자에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외자기업133 및 외국인 투자주식유한회사134

                                                      
133 외자기업(外資企業),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외자기업(外资企业)은 중국 관련 법률을 딸아서 중국 역내에서 외국투자자 전부 

자본금으로 투자 설입한 기업, 외국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의 중국역내 분지기구

를 포함 하 지 않다. 

134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 「외국인 투자 주식유한회사

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의 임시규정 (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

干问题的暂行规定)」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 투자 주식유한회사란 

본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전부 자본이 같은 액면의 수식으로 구성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부 재산으로 회사

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외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주식을 소지한다. 외

국 주주가 매수 및 소지한 지분이 회사 등기자본의 25%이상인 기업법인을 지칭



 

-62- 

도 포함된다. 상기 법률법규(法律法規) 중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에 대하

여 어떠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기준 사이의 구별

과 관계가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술상에는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

래와 같은 주요기준이 있다. 첫째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 둘째 영

업중심지(營業中心地) 기준, 셋째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넷째 복합 기

준이 있다.  135 이러한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

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 

본 기준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그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에 따라 정

해야 한다.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은 국내법인이고, 외국에서 설립한 법인

은 외국법인이다. 즉 외국(중국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도 이에 포함

된다)에 등기하여 설립한 회사, 기업 및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모두 ‘외

국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갖고 

있다.136 국유기업, 경제조직 및 개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역외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회사는 모두 외국투자자가 되며, 그들이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모두 외국투

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의

해  판단을  한다면 ,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중국  역내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및 외국투자주

식유한회사는 모두 중국 법인이므로 ‘외국투자자’로 볼 수 없으며, ‘외국

투자자’의 주체자격이 없게 된다.137 

                                                                                                                                       
한다. 

135 李梦娇, <法人国籍的确定标准新论>, 「法制与社会」, 2009년 2월 제2기, 344

면, 참조.  

136 李梦娇, 위의 논문, 345면, 참조. 

137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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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외국투자자일 경우에도 그의 외국국적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이란 법적 의미에서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의 ‘개인’은 외국 국

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을 지칭하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는 자연인

이다. 이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영구주민을 포함한다. 그렇지마 

외국에 거주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 국민, 혹은 홍콩, 마

카오, 대만 지역에 거주하지만 영구주민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중국 국민

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범위에는 

상기 민사주체 외에도 국외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138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외국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외국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법적  근거가  없다 . 

많은 법률법규(法律法規)를 보건대, 외국투자자란 외국의 회사, 기업, 경

제조직 및 개인을 지칭하며, 이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회사, 기업, 경

제조직 및 개인이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거주한 중국 국민’은 없다. 다

음, 중국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은 자연인이 취득한 

국적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지 자연인의 주소지(住所地) 또는 거주지(居住

地)에 의해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의 개념

이 너무 애매하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구주민과 임시주민이 

있는데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여 영지분

권을 취득한 중국 국민도 외국투자자로 될 수 없다. 만약 그가 외국에 

                                                                                                                                       
業法)」  제2조에: 중외합작자들이 합작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법의 규정

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혹은 합작조건, 수익 혹은 제품의 분배, 위험

성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

정해야 한다.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 법률 상 법인의 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

합하면 법에 의해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138 张远忠, 「外资并购国有企业中的法律问题分析」, 法律出版社, 2004년3월 제1

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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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여  등기한  회사를  통해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  중국  현행 

법률에 의해, 해당 회사는 외국투자자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

서 해당 중국 국민이 외국투자자로 간주된 것은 아니다.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설립등기지

(設立登記地)가 확고하므로 식별하기에 유리하다. 둘째, 설립등기지(設立

登記地) 국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인은 스스로 국적을 변경할 수 없

다. 셋째, 만약 법인의 행위가 법률 또는 사회공익에 심각하게 위배될 경

우 ,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국가는  쉽게  해당  법인의  등기를  취소하여 

해산시킬 수 있다.139 하지만 일부 학자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

다. 즉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은 일부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도대

체 어느 국가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은폐시킬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중국 역내의 국유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역내자본을 이용하여 역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  겉으로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자본이라는 것이다.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채

택하면, 국내자본을 외국자본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 외국투자

자는 때로는 위탁의 방식으로 중국에서 법인기업을 설립한 후, 중국 법

인의 신분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 법률을 기피하려는 목적을 달

성하는 경우도 있다.140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는 2001년 10월 31일 거린커얼(Green & Cool) 가 

중국에서 설립한 순덕시 거린커얼(Green & Cool) 기업발전회사는 광동커

룽(科龙)전기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순덕시 용계진 정부)가 소지한 총 204,

475,755주의 지분을 인수함으로 중국 산업진출 허가제한의 정책을 교묘

                                                      
139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53면. 

140 韩德培, 「国际私法新论」, 武汉大学出版社, 1997년 9월 제1판,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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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기피하였다.141 

1.2.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 기준 

본 기준의 내용은 법인의 주소는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경제활동의 중

심이며, 법인의 국적은 그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

소지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법인이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해당 법인이 그 경영목

적을 실현하는 곳이며, 해당 법인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그  밖에  법인의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당사

자가 법률을 기피하기 위해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142 하지만 어

느 곳을 법인의 주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의 견해와 각국의 실

무가 일치하지 않다. 이러한 기준을 반대하는 자에 의하면, 법인이 임의

로 주소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의로 국적을 변경하여 법

률의 기피를 통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143 

이러한 기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 

또는 개인은 역내자본으로 역외에서 회사를 등기하였지만 주요한 경영과 

영업장소가 모두 중국 역내에 있다. 이러한 역내자본, 역외등기, 역내경

영의 기업은 통상적으로 역외회사(Offshore Company)라고 한다. 이러한 

역외회사에  대하여  영업중심지(營業中心地)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 

역내기업의 대우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외국투자자로 보았다. 그가 역내

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또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으로 등기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다. 

1.3.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은 ‘자본출처지(資本來源地) 기준’이라고도 한

                                                      
141 李善民, 王彩萍, 앞의 주 48의 논문, 56면, 참조. 

142 韩德培, 앞의 주 102의 책, 111면. 

143 杨占栋, 앞의 주 131의 논문,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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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자본을 외국 국적의 주주가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적 추세로 볼 때, 자본지

배설(資本控制說)이 날이 갈수록 국제조약 및 양자조약의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1989년 ELSL사례에서 자본지배 이론의 판단기

준을 채택하였다. 중국과 스위스가 체결한 투자보호협의(投资保护协议)도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였다.144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적용에 있어서 일

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법인의 진정한 자본이 어느 국가의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법인을 지

배하는 주주가 자주 변동되고, 주주의 국적도 따라서 변화한다. 셋째, 주

주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주주의 수에 따라 국적을 정할 것인지 아

니면 출자의 규모에 따라 국적을 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넷째, 만약 법

인이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이라면 해당 국적을 추적하기에 

더욱 어렵게 된다.145 

2003년 6월 10일에 상무부는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을 공포하였으며, 본 임시규정에서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채택하여  외국투자자를  판단하였다 .  예컨대 

규정에 의하면, 중국 역내의 외국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가 투자

로 설립한 기업, 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같이 투자한 비율이 설립

한 기업 등기자본금의 25%보다 낮지 아니할 때, 설립한 기업은 외국투

자기업의 대우를 받게 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

업허가증을 발급한다.146 투자성회사는 발기인으로써 외국투자주식유한회

사를 설립할 수 있거나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의 상장하여 유통하지 않은 

법인주식을 소지할 수 있다. 투자성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역

                                                      
144 戈宇, 「公司股权转让操作指南」, 法律出版社出版, 2004년 4월 제1판, 27면. 

145 杨占栋, 앞의 주 131의 논문, 11면, 참조. 

146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

2003년 6월 10일 공포, 2004년 11월 17일 수정,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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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타 주식유한회사의 상장하여 유통하지 않은 법인주식을 소지할 수 

있다. 투자성회사는 주식유한회의 역외 발기인 또는 주주로 보아야 한다.

147 

2000년 종전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외국

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

規定)」을 공포하였으며, 본 임시규정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해당 규정의 제3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는 「외

국투자방향을 지도하는 임시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과 「외국

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영역에  투자할  수  없다 .”고 

한다.148 동 규정의 제16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중서부 지역

에 투자할 경우, 투자를 받는 회사의 등기자본 중 외자비율이 25%보다 

낮지 아니하면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상기 규정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가 

중국 역내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과 기타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

서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중국 법인에 속하며 외국투자

자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다면, 이들은 중국 역내에 대한 투자가 외국투자에 속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외국투자기업이  모두  중국  법인에  속하지만  그들의  자본출처가 

외국투자자고 외국투자자에 의해 지배된다. 만약 자본지배(資本控制) 기

준으로  판단한다면 , 이러한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로  보아야  한다 . 

‘자본지배(資本控制)’의 문제에 있어서, 25%인지 51%인지 또는 기타 비

율인지는 상기 규정에서 해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기 두 규정에서 외

                                                      
147  「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제14조 참조. 

148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

行規定)」,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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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자의 비율이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등기자본금의 25%보다 낮지 

아니할 경우에 설립한 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였

기 때문에 25%의 비율로 자본지배(資本控制)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에  대한  일부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 자본의 

출처가 역외이고 최종권익 소지자의 국적이 외국 국적일 경우에는 이를 

‘외자’로 보아야 한다. 역외에서 설립한 중국자본 기구에 대하여, 만약 

해당 기구의 의사에 의해 ‘외자’의 신분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자’로 보아야 한다. 자본의 출처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자본의 양을 보아야 한다. 즉 자본의 주입이 많은지 아니면 유출이 많은

지를 보아야 한다. 회사의 지분 상황을 볼 때, 권익 소지자의 국적이 중

국인지 아니면 외국인지를 보아야 한다.149 자본출처를 기준으로 외국투

자자 주체자격을 판단하려면, 시종일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상기 견해를 볼 때 이러한 기준도 시종일관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

다. 역외에서 설립한 중국자본 기구에 있어서 만약 해당 기구의 자본출

처가 역내라면, 비록 해당 기구의 의사에 의해 ‘외자’의 신분으로 역내기

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더라도 ‘외자’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권익 

소지자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지만  해당  자본의  실제  출처가  역내라면 , 

외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자로 볼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

본지배(資本控制)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1.4. 복합 기준 

복합기준이라는 것은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과 자본지배(資本控

制) 기준을 병용하여 외국투자자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1.4.1.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현재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149 冯加庆, <外资的法律界定需要统一标准>, 「中国证券报」2003년 3월 18일,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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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것

에 관한 약간문제의 의견(시행)關於貫徹<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若干問

題的意見(試行)」의 제184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등기한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연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 주

체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단점이 있다. 즉 실제의 적

용에 있어서 외국투자자가 이를 기피하기 쉽다는 것 이다.150 예컨대 80~

90년대 많은 외국투자자(역내기업 또는 개인이 역외에서 등기한 기업도 

포함된다)는 중국 역내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등기하고 설립하였지만 자금

이 역외에서 외화의 형식으로 유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투

자기업이 역내에서 얻은 이윤으로 투자하는 위안화도 아니다. 이러한 자

금은 역내기업이 제공한 담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하거나 기타 

융자의 수단으로 역내에서 모집한 자금을 출자로 하였다.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는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와 베이징시 이상(二

商)그룹 사이의 중외합작기업 계약분쟁 사례가 있다.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는 그의 역외자금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역내의 광동 휘통 회사를 

통해 위안화의 형식으로 합작회사에 입금하였다. 본 사안의 중점은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출자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외국투자자로써 주체 적격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이다. 만약 설립

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적용한다면,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는 적

격한 외국투자자로서 문제가 없다. 만약 자본지배(資本控制)의 기준에서 

고려한다면,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적격한 외국투자자로 될 수 있

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베이징시 제2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하

                                                      
150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을 관철하는 것에 관

한 약간문제의 의견(시행)關於貫徹<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若干問題的意見(試

行)」의 제184조 ‘외국 법인은 그가 등기한 국가의 법률을 본국법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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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와 광동 휘통 회사는 합작관계가 있다고 보

았다. 즉 출자 후에 획득한 이윤을 합작관계에 의해 분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다. 만약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가 자금을 내지 않고 모든 자금의 출처가 광동 휘통 회사이라면, 광

동 휘통 회사는 사실상 익명의 주주가 되고, 홍콩 가리래(嘉利来) 회사는 

명의상의 주주가 되므로 허위로 외국투자기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

으로 된다.151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는 거린커얼(Green & Cool)이 커룽(科龙)전기를 

M&A사례이다. 거린커얼(Green & Cool)은 역외에서 등기한 외국법인이며 

주로 냉각기술로 발전해온 기업이다. 이는 세계 3대 냉각제 생산자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2000년 7월 홍콩에서 상장하였고 현재 영국, 미국, 캐

나다 등 국가 및 국내의 베이징, 천진 등의 지역에 투자하였다. 2001년 

거린커얼(Green & Cool)은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순덕시 거린커얼(Green 

& Cool) 기업발전회사는 상장회사인 ‘커룽(科龙)전기’를 인수함으로 ‘외

자’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을  기피하여  중국  자본시장에  진입하였다 .152 

그러므로 상장회사의 M&A에 대한 외자의 개입을 설계할 때, 단순히 설

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1.4.2. 단순히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상황 

2003년 6월 10일 공포하고  2004년 11월 17일 수정한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 및 그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  투자성회사(investment 

                                                      
151 李善民, 王彩萍, 앞의 주 48의 논문, 56면 참조. 

152 徐洪才, 「中国资本运营经典案例（上册: 创新篇）」, 清华大学出版社, 2006년 

9월 제1판,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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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가  재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여전히  외국투자기업에  속하며 , 

사실상  중국법인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투자자로  보는  것이다 . 

이는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153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중국 역외에서 등기된 중국자본 기업이 국내투

자에 개입할 경우, ‘외자’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종전 외

국인 투자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면 역외 중국자본 기업이 국내에 투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외자로 본다. 

예컨대 홍콩 화윤(华润)그룹유한회사가 베이징 화원 부동산 회사를 M

&A하는 사건에서 홍콩 화윤(华润)그룹유한회사는 중국 종전의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 예속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등기된 중국 국유기업이고, 홍

콩 화윤 창업회사는 홍콩 화윤(华润)그룹유한회사 아래의 주요 부속 상

장회사이다.154 만약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에 근거한다면, 화윤 

창업회사는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갖게 된다. 만약 ‘자본지배(資本控

制) 기준’ 및 2003년 5월 27일에 공포한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

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의하면, 화윤 창업회사는 ‘중국

자본’에 속하게 되며 ‘외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외국투자자

의 주체자격을 가질 수 없다. 화윤 창업회사가 ‘외자’가 아니라 ‘중국자

본’이기 때문에 베이징 화원 부동산 유한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기타 외

국투자자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외자회사가 금융, 부동산

으로 상장할 수 없다는 장벽을 돌파하였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화윤 창업회사와 같이 중국 역내의 금융 또는 부동

산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역외에서 상장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는 비준할

                                                      
153 「외국투자설립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

2003년 6월 10일 공포, 2004년 11월 17일 수정, 제2조 제14조, 제20조 참조. 

154  王东, 张秋生, 「企业兼并与收购案例」 , 清华大学出版社, 北京交通大学出版

社, 2004년 2월 제1판,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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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국투자자

는 진정한 ‘외자’이고 ‘화윤 창업회사’는 ‘가짜 외자’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M&A의 정책을 집행할 때 아직 외국투자자와 내국투자자을 구분하

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만으로 외국투

자자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홍콩 화윤 창업회사가 베이징 화

원 부동산 회사를 인수한 사례를 외자M&A의 전형적인 사례로 계속 선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단순히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에 의해 외자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설

립등기지(設立登記地) ’와  ‘자본지배(資本控制) ’의  병용기준을  채택하여 ,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국  외자M&A의  실제상황에 

비교적 부합한다고 본다. 총체적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와 ‘자본지

배(資本控制)’의 병용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주체지위를 식

별하는 비교적 유효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는 가장 진실하게 ‘외국투자

자’의 실제모습을 반영하는 기준이다. 

 

2. 설립등기지 기준과 자본지배 기준을 병용 

2.1. 역내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인 경우 

다수 국가의 회사법은 주주가 소지한 지분비율이 얼마인가에 의해 ‘자

본지배(資本控制)’를 확정한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주회사(控股)’이

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일 경우, 보유한 주식이 51%이상이면 ‘지주회

사(控股)’이고, 상장회사일 경우, 보유 주식이 10%이상이면 ‘지주회사(控

股)’이다.155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률 중,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

가 25%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성질을 확정한다.  

                                                      
155 李寿双, 王春阳, <外商投资性公司的身份冲突及法律应对>, 「特区法坛」2003

년 제75기,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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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0일 종전 대외경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포한 「외국투자기업의 심준, 등기, 

외환 및 세무관리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加強外商投資企業審批, 登記, 外

匯及稅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출자비

율이 25%보다 낮을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

는 현행의 외국투자기업 심사비준 등기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하고 등기한

다. 심사비준에 통과한 경우, ‘외자비율이 25%보다 낮다’는 문구가 추가

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등기를 한 경우, ‘기업유형’이라

는 란 뒤에 ‘외자비율이 25%보다 낮다’는 문구를 추가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본 규정은 외국투자자의 출자가 25%보

다 낮아도 된다는 적법성을 행정규장(行政規章)의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6년 9월 8일 상무부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

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제9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출자비율로 외국투자기업의 성질을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외자의 지배

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외자의 지배(外资控股)도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에 의해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법

률 중에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

으로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할  때 ,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 

중에서의 출자비율이 중요하게 돋보인다. 즉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 

중에서 얼마만큼의 출자비율을 소지해야 해당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

자의 주체자격을 충족시키는가? 25%인지 아니면 51%인지, 그리고 상장

회사에서 소지해야 할 비율이 얼마인지 문제될 수 있다. 

2002년 12월 1일부터 실행한 「적격한 역외기구투자자 역내증권투자관

리 임시방법(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제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적격한 투자자가 소지하는 한 상장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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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해당 상장회사 총 주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10%의  비율이  상장회사가  외국투자자인지 여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

고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규정

(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156과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

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157의 관련 규정에

서도 예외 없이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및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외국투자자로  보았

다. 

외국인독자(100%지분)기업 또는 51%이상의 지분을 갖는 중외합자경영

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볼 때, 이들을 외국

투자자로 간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51%보다 낮거나 심지어 25%이하의 외국투자기업을 외국투자자

로 볼 수 있는 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외국투자

기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이든  자본지배(資

本控制) 기준이든 모두 그들을 외국투자자라고 할 수 없다. 일부 학자는 

중국에는 아직까지 외자를 확정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며, 외자에 

대한 판단에 자의성이 크며, 서로 다른 부문이 제정한 법률법규(法律法

規) 중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상호 모순되

고 저촉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158 외국투자자이든 역내 투자자이든 모두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 

사견상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과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156 「외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대한 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

定)」, 제2조, 제17조 참조. 

157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제20조 참조. 

158 冯加庆, 앞의 주 149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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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하는 기준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은 모두 중국 법인이다. 둘째,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보다 낮은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외국투자자로 간주할 수 없다. 셋째,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이 10%보다 낮은 상장회사는 외국투자자로 간주할 수 없다. 넷

째 ,  외국투자자의  출자가  전부  역내에서  오고  해당  외국투자자의  역내 

합법수입이 아닐 경우, 그가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의 대

우를 받을 수 없고 내자기업의 신분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다. 

2.2. 역외에서 설립한 국유자본기구의 주체자격 

국유자본기구(中資機構)란 통상적으로 중국 대륙 또는 중국의 자금으

로 경영하는 기업을 지칭한다.159 대부분의 중국자본 기구는 모두 국유배

경을 갖고 있으며 중국 국영기업 또는 그 소속기구이다. 더욱 많은 것은 

중국  국영기업의  배경이  있는  사람  또는  자금으로  민간기업(민영화)의 

영리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국영사업이 재투자 또는 해외

기업의 주식을 획득함으로 제3자의 명의로 기타 지역의 사업에 투자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자본 배경의 기구에 대한 외부의 걱정을 약화시

킨다.160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에  의하면 , 기업국유자산이란  국가가  기업에  대한  각종  형식의  투자와 

투자로 인해 형성된 권익 및 법에 의해 인정된 국가소유의 기타 권익을 

지칭한다.161 역외에서 등기한 중국자본 기구에 있어서, 역외자본이든 역

내자본이든 국가의 형식으로 투자하였다면 모두 국유기업으로 인정되어

                                                      
159 国家税务总局, 「关于境外注册中资控股企业依据实际管理机构标准认定为居民

企业有关问题的通知」, 2009년 5월 20알 공포, 제1조 참조. 

160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wiki/%E4%B8%AD%E8%B3%87 

161 국무원(国务院),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

行條例)」, 2003년 5월 27일 공포, 제3조,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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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역내 및 역외에서 등기한 이런 중국자본 기구가 외국투자자의 

자격주체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구별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2.2.1 국가가 역외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역외 중국자본 기구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외국투자자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

구는 외국투자자의 신분으로 역내에서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여도 된

다. 그리고 인수합병한 후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에 있어서, 해당 투자비

율이 25%보다 낮지 아니하는 이상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

다.162 하지만 ‘역외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2.2 비록 국가가 투자하였지만 실질은 외자가 지배하는 중국자본 기구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당연히 외국투자자로 분류해야 한다. 

물론 외자가 지배하는 판단기준은 비상장회사일 경우, 외자가 차지하는

지분의  비율이  51%이상이고  상장회사일  경우 ,  외자가  차지하는지분의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2.2.3 국가가 역내자본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자본 기구 

사견상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외국투자자로 볼 수 없다 없다

고 생각된다. 해당 기구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산업진출 허가정책

의 제한 대상일 수 없다. 홍콩화윤(华润)창업이 베이징화원(华远)부동산

을 M&A사례(香港華潤創業併購北京華遠房地產案)163이 바로 전형적인 예

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렇지 아니하면, 중국자본 기구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받을 수 있

는 국내기업 산업진출 허가정책의 혜택에 대해, 진정한 외국투자자도 상

기 중국자본 기구가 향유하는 국민대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162 国家税务总局, 「关于境外注册中资控股企业依据实际管理机构标准认定为居民

企业有关问题的通知」, 2009년 5월 20일 공포, 제2조 참조. 

163 王东, 张秋生, 앞의 주 154의 책,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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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외국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서

의 국민대우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2.2.4 국가지주의 중국자본 기구 

이러한 유형의 중국자본 기구는 원칙적으로 외국투자자로 보아야 한다. 

국유지분이 75%이상이고 심사를 거친 후 일부 업종에서 M&A를 진행할 

경우 국내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유지분이 중국자본 기구 

중에서 75%이상을 차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중국자본 기구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러한 방식은 외국투자자 주체자격을 식별하는데 

불리하다. 

2.3. 역내 민영기업 또는 개인이 역외에서 설립한 회사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그 배경이 비교적 복잡하다. 설립등기지(設立登

記地) 기준을 적용하든 자본지배(資本控制) 기준을 적용하든 해당 외국투

자자의  주체자격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곤란하다 .  여기서도  서로  다른 

국적의 주주문제, 역내 및 역외자본 등의 문제도 있다. 

일부 학자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였다. 즉 외국투자자의 주체자

격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본의 출처에서 볼 때 주로 자본의 양을 고

찰하여 자본의 유입이 많은지 아니면 유출이 많은지를 보고, 회사 지분

권리의 지배 상황에서 볼 때 최종권익을 소지한 사람의 국적이 역내인가 

아니면  역외인가를 보아야  한다 .164 하지만 자본의  양을  누가  감독관리 

하는지? 최종권익을 소지한 사람의 국적을 누가 심사하는지? 이러한 문

제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민영기업 또는 개인이 역외에서 등기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역외

                                                      
164 韩彩珍, 「中国外资政策和法律的绩效分析」, 中国经济出版社, 2007년 1월 1

일,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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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Offshore Company)을 설립한다.165 현재 상무부에서는 역외회사의 외

국투자자로써 신분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만약 회사 주주가 중국 

국민이고 자본은 역외의 것이라고 확인되었다면, 해당 회사가 외국투자

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이는 법인 국적원칙에 부

합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 회사 자본의 출처가 국내라고 증

명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역외에서 등기한 회사

는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을 채택하여 통상적으로 외

국투자자라고 본다. 다만 해당 투자의 출처가 역내라고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달리한다. 2005년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 외자M&A

의 외환관리를 보완하는 데에 관한 관련 문제(國家外匯管理局關於完善外

資併購外匯管理有關問題)」를 공포하여 각 분국, 외환관리부문이 외자M

&A로 인해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의 외환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역외기

업이 역내주민에 의해 설립 또는 지배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역외기

업이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리조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

사해야 한다고 하였다.166 이러한 규정의 공포는 아마도 외국투자자의 주

체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종전의  ‘설립등기지(設立登記地)  기준 ’에서 

‘자본지배지(資本控制地) 기준’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65 OECD 직접투자 기준정의에 근거하여, 역외회사란 투자자가 회사의 설립지

와 영업지를 각기 서로 다른 국가에 설립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영업지에 투자

하는 것이다. 즉 영업지에서 투자자 회사의 전부자금 또는 자산을 소지하게 된

다. 대부분 상황에서 회사의 영업지와 설립지 사이에는 경영상의 왕래가 없다. 

동시에 투자자의 회사는 제3국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산 또는 자금은 

회사의 영업지와 제3국 사이에 존재하고 경영상의 왕래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투자자는 투자거래의 데이터를 회사의 설립지와 제3국 사이에 기록한다. 즉 영

업지와 제3국 사이의 거래를 설립지와 제3자 사이의 거래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王童, <维尔京群岛的避税与反避税>, 「决策与信息附经观察」, 2006년 제1기, 10면. 

166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국가외환관리국 외자M&A의 외환관리를 

보완하는 데에 관한 관련 문제(國家外匯管理局關於完善外資併購外匯管理有關問

題)」, 2005년 1월 24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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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내기업의 주체자격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에 있어서 인수자의 주체는 외국투자자

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피인수자의 주체는 누구인가? 즉 역내기업 자체

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M&A 되는 객체가 무엇인

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 기업체제인 민영기업일 경우, 만약 해당 기업

에 대해 ‘지분M&A’를 하면 피인수자의 주체는 해당 역내기업의 지분을 

지배하는 주주일 것이다. 만약 ‘자산 M&A’를 하면 피인수자의 주체는 

역내기업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중국 외자 M&A의 실무에서 제3의 경우가 있다

는 점이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역내의 국유기업

167이라면 피인수자는 국유기업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매도하는 주체도 

국유기업 그 자체인가? 아니면 해당 국유기업을 지배하는 주주인가? 국

유기업의 주주가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시장경

제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중국은 그 역사적인 계획경제의 영향과 현행 관련 법률규정

이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아니  함으로  인해 ,  국유기업의  소유주체가 

결격되고 모호할 수 밖에 없다.168 

외자M&A의 실무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이러한 문제

점에 주의하지 않거나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167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業法)」의 규정에 의하면, ‘전민

소유제기업’이란 기업의 재산이 전체 인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자주

적으로 경영하고 스스로 이익과 손실에 책임지며 독립적인 회계를 갖는 상품 

생산 및 경영의 단위이다. 전민소유제기업은 또한 국유기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광의의 국유기업에는 국가가 지주하는 주식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국유독자

회사가 포함되며, 전민소유제기업은 국유기업의 한 종류일 뿐이다. 

168 장진보, <中國 會社型 國有企業의 支配構造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2011

년법학박사 학위논문, 16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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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대한 혼란이 문제된다. 예컨대 광동화보( 宝华 )그룹주식유한회사의 

M&A사건 중에서 주체문제가 나타났었다. 1993년 말, 순덕현발전(发展)

총회사(집체소유제169)로부터 발전해 온 광동화보( 宝华 )그룹주식유한회사

는 성공적으로 주식구조형 회사로 개편된 후, 정식으로 광동화보( 宝华 )그

룹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을  선고하였다 .  해당  회사의  등기자본은  17억여 

위안이고, 그 중 10억여 위안의 지분은 광동화보( 宝华 )그룹주식회사가 소

유하였다. 1993년 9월~10월, 화보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관련 정부부문의 간부는 직접 홍콩옹씨가족과 협상하여 화보(그룹)주식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 후 정부 측 간부의 요구하에 당시 화

보 이사장과 홍콩옹씨가족은 양도 의향이 있는 문서를 체결하였다. 다음 

관련 정부 부문의 한 간부는 또 다른 홍콩 상인과 문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해당 정부부문이 화보(그룹)주식유한회사의 전신(前身) 및 

회사제도로 개편하는 발기인이라고  명시하였고  화보(그룹)주식유한회사 

100%지분의 소유자라고 하였으며 80,500만 주를 홍콩상인에게 매도함으

로 총가격 12.88억 위안이었다. 1998년 10월 21일 순덕시의 한 지주회사

는 상기 문서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심지어 더욱 상세한 양해각

서(MOU)를 홍콩상인과 체결하였다. 해당 양해각서(MOU)에서 홍콩 측이 

화보(그룹)주식유한회사에 소속한 12개 합자합작기업을 매수하고 지분비

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외에 기타 금액은 현금의 형식으로 화보(그

룹)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아니한 소위의 지주회사에게 지불

하라는 것이다.170 

                                                      
169 「성진 집체소유제기업 조례(城镇集体所有制企业条例)」의 근정에 의하면, 

성진 집체소유제기업(아래‘집체기업’으로 약칭한다)이란 재산이 노동군중이라는 

집체가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을 실행하며 분배방식에서 노동에 의한 분배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조직이다. 

170 刘李胜, 邵东业, 庞锦, 「外资并购国有企业: 实证分析与对策研究」, 经济出版

社, 1997년 12월 제1판, 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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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와 같이 M&A 주체의 혼란문제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M&

A 쌍방 당사자 간에 주식M&A와 자산M&A의 개념과 그 구별에 혼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되는 

국유기업을 계약 체결의 주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부문을 계약 체

결의 주체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 일부는 인수 되는 국

유기업을 계약 체결의 주체로 하고, 일부는 정부부문을 계약 체결의 주

체로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는 양자를 함께 계약 체결의 주체로 한 것도 

있다. 이러한 주체 혼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자M&A 중 피인수자

의 주체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지분인수에서 피인수주체의 확정 

외자 국유기업의 産權(재산권)을 지분인수할 때, 국유기업 자체가 주체

로 될 수 없다. 주체는 해당 국유기업 지분을 소지한 주주이어야 하며 

여기서  주주가  바로  출자자이다 .  국유기업의  출자자가  바로  국가이다 .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의하면 국가는 아래와 같은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실행한다. 즉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기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직책을 이행하고, 소유

자 권익을 향유하며,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책임이 통일되고 자산관리 및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리를 결합하는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실행한다. 국

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설립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기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수권

에 의해, 법에 따라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

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171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171 국무원(国务院),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

行條例)」, 2003년 5월 13일,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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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법정절차에 의해 그가 출자

한 기업 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분할, 합병, 파산에 의한 해

산, 자본의 증가 및 감소, 회사채의 발행 등 중대사항을 결정한다. 그 중 

중요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가 분할, 합병, 파산, 해산할 경우, 국

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심사를 받은 후,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그가 출자한 기업의 국유지분 양도를 결

정한다 .  그  중  전부의  국유지분을  양도하거나  부분  국유지분의  양도로 

국가의 지주자격이 소멸될 때,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172 

상기 규정에서 볼 때,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은 국유지분의 소유자 권

능과 직책을 행사하는 대표이다. 즉 그는 국유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주

체이다 .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은  국유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주체로써 

외자M&A 과정 중, 외국투자자와 같은 법률상의 평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M&A 중의 자산평가, 가격확정 등 문제는 모두 쌍방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국유기업의 출자자 권능

과 직책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정부관리기

구인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정부관리직능을  수행하고  관련  법률(法

律), 법규(法規)를 집행하며 쌍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의해 평가

절차를 확정하며 평가기구의 자질을 인정하는 등 직능을 행사할 수 있지

만, 구체적인 평가결과와 실제양도 가격에 대한 최종 비준권한은 없다고 

본다. 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

장이다.173 

                                                      
172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제21

조, 제23조. 

173 赵梅, <浅议《企业国有资产法》的缺憾与对策>, 「经济师」, 2009년 9월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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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부 학자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정부기구로써 국유기업 

출자자의 신분으로 외국투자자와 지분양도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해당 

법적 성질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합의서를 국가계약(State Con

tract)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174 통상적으로 투자국가와 대상국가는 

자주 국가계약의 책임부담에서 분쟁이 생긴다. 예컨대 선진국은 자본수

출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가가 국가계약에서 국제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본수입국인 개도국은 자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175  그러므로  중국정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합의의 주체가 되어 M&A에 참여할 경우, 해당 합의서의 인정에 분쟁이 

발생할 때, 국내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와 타국국민 

민간투자분쟁의 해결에 대한 공약(解決國家與他國國民間投資爭端公約)」

에 따라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조정 또는 중

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76 

만약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지분M&A의 중국 측 주체로 될 수 없

다면, 누가 대표로 될 수 있는가? 일부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국유자산

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을 중국 측 주체로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177 하지만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

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을 중국 측 주체로 한다면 어떠한 신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가 출자자

의 신분으로 중국 측 주체의 역할을 하고, 정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은 주

                                                                                                                                       
기, 64면. 

174 呼书秀, 「中国与东盟发展相互投资的法律机制研究」 , 北京大学出版社, 2005

년 10월 제1판, 102면. 

175 车丕照, 「国际经济法原理」, 吉林大学出版社， 1999년 9월 제1판, 76면. 

176  唐青阳, <外资兼并和收购国有企业的若干法律问题探讨——兼谈对我国外资立

法的改革和完善>, 2003면 4월 10일 经济法网, 참조. 

http://www.chinalawinfo.com/news/NewsFullText.aspx?NewsId=9081&NewsType=0 

177 唐青阳,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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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 측 주체의 역할을 한다면, 출자자의 신분인

지 대리인의 신분인지를 불문하고, 그들은 여전히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

기업 출자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를 

주체로 하는 것과 구별이 있는가? 이러한 조직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출

자자이므로 여전히 공법인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경제조직이 중국 측 주체로 

되는 것과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중국 측 주체로 되는 것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  그렇다면 외자M&A에 참여하는 중국 측 주체가 어떠한 

형식의 경제조직으로 구성되어야만 ‘국가계약’의 혐의에서 배제될 수 있

는가?  ‘신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비교적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신탁’은 영국 형평법(equity)에서 승인한 일종의 재산관계이다.178 이러한 

관계는 위탁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발생한다. 수탁

자는 재산소유자의 신분으로 일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

의 수익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179 

신탁제도에 따라, 국가는 국유기업 중의 지분 또는 자산을 국유자산투

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타 경제조직에 이전할 수 있다. 이에 

수탁자인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 수권의 기타 경제조직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자기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

분할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신탁재산 그 자체 및 그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이익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수익자만이 향유할 수 있다. 이밖

에 신탁한 지분 또는 신탁한 전부재산 또는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탁자, 즉 국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신탁관계 중에서 첫째, 위탁자인 국가는 이미 국유기업의 지분 

                                                      
178 陈颐, <衡平法、用益与信托英国信托法的早期史概说>, 「南京大学法律评论」, 

2011년 2월 제2기, 325면. 

179 昌忠泽, 袁国良, <国有资产信托经营初探>, 「经济学家」, 1996년 6월 제6기,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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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  즉  국유자산투자경영회사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타 경제조직에게 이전한다. 둘째, 수탁자가 국유기

업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하

여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셋째, 수탁자가 신탁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하

여 처분할 때, 반드시 위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재

산 그 자체 및 발생한 모든 이익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수익자가 

향유한다.180 이러한 신탁제도의 설계는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

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차이점이라면 ,  전자는  신탁이고  후자는  관리의  위임(托管)이며 ,  양자의 

가장 큰 구별은 ‘관리를 위임’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반면, 신탁은 해당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

게도 이러한 현대의 신탁제도가 중국 입법자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단

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지분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법률관계의 단

계에만 머물러 있다.181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탁자인 국유자산투자경영

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외자M&A에 참여할 때, ‘국가계약’이라는 혐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 자산인수에서 피인수주체의 확정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주체는 관리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해당 국유기업 그 

자체이다 . 법인  재산권이론에  의해 , 국유기업의  자산은  국유기업법인이 

소유해야 하며, 국유기업법인은 그가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180  杜寒阳, <经营性国有资产引入商事信托之法律构想>, 「华南师范大学学报」 , 

2013년 1월 제1기, 105면. 

181 吴弘, 贾希凌, 程胜著, 「信托法论」, 立信会计出版社, 2003년 8월 제1판, 23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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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갖는다.182 하지만 「민법통칙(民法通則)」,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業法)」 및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의 경영체제를 전환하는 조례(全民所有製工業企業轉換經營機制條例)」 

중에서는 국유기업의 재산은 국가소유이고, 국가가 기업에게 재산에 대

한 경영관리 권한을 수여하며 기업이 해당 재산의 점유, 사용과 법에 의

해 처분하는 권리를 갖는다. 후에 공포된 ‘회사법(公司法)’에서도 한편으

로 ‘회사는 주주의 투자에 의해 형성된 법인재산권 전부를 향유한다’, 다

른 한편으로 ‘회사 중에서 국유자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라는 규

정이 있다.183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법인 재산권과 국가 재산권 사이의 모순이다. ‘법인 재산권이론’에 의

하면, 국유기업은 국가의 투자로 형성된 기업자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갖는다. 만약 ‘국가 소유권이론’에 의하면, 국가

가 국유기업 중 국유자산에 대하여 최종적인 처분권을 향유함으로 국유

기업의 처분권은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가의 수권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즉 국유기업과 국가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위탁관리 법률관계가 존재한

다. 위탁대리법의 이론에 의하면, 국유기업은 대리인이고 국가가 피대리

인이며, 자산M&A 계약서에는 대리인 명의이든 비대리인의 명의로 나타

나든 자산을 양도하는 주체는 모두 국가이어야 하며 국유기업자체가 아

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산M&A의 과정에 주체혼란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법률들 사이의 서로 모순되는 규정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소유권이론을 포기하고, 국가 주주권과 

법인 재산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국유자산M&A의 주체자격을 확인

                                                      
182 周秀峰, <论国有企业法人财产权的性质>, 「企业家天地」, 2007년 6월 제6기, 

88면. 

183 「회사법(公司法)」, 1993년 12월 29일 실행, 1999년 12월 25일 수정, 2004년 

8월 28일 수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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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184 

자산M&A는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매수일 수도 있고, 전체자산의 

인수  또는  중대자산의  인수일  수도  있다 .  하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자산이란 무엇이고,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 무엇인가, 즉 진정한 의미

의 M&A자산이 무엇인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모호하게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

당 기업을 통해 협의로 역내기업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하는 것 이거나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기업  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을  투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이하 ‘자산M&A’라고 약칭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85 ‘자산M&A’에 대한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이

해의 편차를 불러일으킨다. 

「민법통칙(民法通則)」과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

業法)」 등 법률법규(法律法規)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

였다. 즉 국가가 국유기업에게 수여한 경영상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

여 ,  국유기업은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  하지만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서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였다 .186 물론  제한의  설정은 

국유기업의 관리자가  국가의  수권을  이용해서  국유자산에  대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영미국가의 법률을 볼 때, 회사가 중대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비

준도 있어야 한다. 물론 국유기업의 자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모두 국유

                                                      
184 王亦平, <论企业法人财产权>, 「法学杂志」, 1995년 5월 제5기, 16면, 참조.  

185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

内企业的规定)」, 제2조, 참조. 

186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2003

년 5월 13일,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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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매

사에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요한다면 국유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자산의 처분이 비준을 요하고 

어떠한  자산의  처분이  비준을  요하지  아니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과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을 구분해야만 한

다.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과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은 서로 다르며 

해당 주요 차이점이라면,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란 국유기업에서 일

정한 비례를 차지하는 자산을 지칭한다. 그럼 일정한 비례란 얼마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미국 GIMBEL V. SIGIVAL COMPANIES187 사안에서 정리한 원칙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75%이상의 자산을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라고 볼 수 있

으며, 75%이상의 회사자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188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거래의 자산이란 국유기업이 새로운 업무

를 전개하기 위해 설비를 갱신하고 일부 낡은 설비 또는 방치된 자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통상적으로 기

업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국유기업이 처분하는 자

산이 기업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고 기업의 생존과 경영목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거래의 자산은 M&A 의미에서

의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다.189 

비록 자산M&A에서 자산을 양도하는 주체가 국유기업 자체이지만 처

분하는 자산이 기업의 전체자산 또는 중대자산이기 때문에 「기업국유자

                                                      
187 Gimbel v. Signal Companies, Inc., 316 A. 2d 599. 

188 Ronald J. Gilson & Bernard S. Black: The Law and Finance Corporate Acquisitions, 

second edition,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95, p.656. 

189 王宇, <公司重大资产交易中的股东权利保护——以实质合并原则为中心>, 「商事

法论集」, 2008년 2월 제2기, 357-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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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에 의해, 국가 출

자한 기업 중의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중대자산을 처분함에 있

어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90 만약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의 중대한 국

유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

총회의 비준 및 국유자산관리기구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190 「기업국유자산 감독관리 임시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2003

년 5월 13일,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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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법상 외자M&A의 모델 

제1절 M&A의 모델에 관한 분류 

실무적으로 볼 때 외자M&A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론상 다양

한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기타 국가(예

컨대 영국과 미국)의 M&A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M&A

의 몇 가지 전형적인 분류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1. 기업 간 업무관련성에 따른 M&A의 구분 

1.1 수평적 M&A 

수평적(Horizontal) M&A란 동일한 업중에 종사하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한다. 두 자동차 회사가 결합여 하나의 회사 되는 경우가 그 좋은 예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평결합에서 시너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된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하면

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증가하고 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다.191  

수평적 M&A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산업의 집중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분명한 효과를 가진다. 1987년 크라이슬러(Chrysler) 자동차가 아메

리칸 모터스(American Motors)를 상대로 진행한 M&A192가 대표적인 예이

다.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수평적 M&A를 통해 더욱 큰 기업을 형성함으

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평적 M&A는 

경쟁에 대해 잠재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에서는 정

                                                      
191 김화진, 송옥렬, 「기업인수합병」, 博英社 2007년, 11면. 

192 许崇正, 「中国企业并购与资本市场发展」, 中国经济出版社, 2002년 8월,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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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1.2 수직적 M&A 

수직적(Vertical) M&A란 서로 다른 업종간의 결합이지만, 그 업종이 부

품과 완성품 등과 같이 서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이러한 거래는 시장에서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아예 하나의 기업

으로 결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193 수직적 M&A의 목적은 생

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과 판매의 일체화를 실현함으로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수직적 M&A는 기업의 핵심적인 투입 및 산출 관계를 기업의 내부에 

포함시켜 시장이 아닌 행정의 수단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장에 대

한 기업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원

자재와 판매경로 및 고객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킨다. 

194 

수직적 M&A는 ‘순방향 M&A’(順向併購)와 ‘역방향 M&A’(逆向併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방향 M&A는 기업이 후방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다. 예컨대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인수합

병하는 것이다. 역방향 M&A는 기업이 전방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 

예컨대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

거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또는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다.195 

1.3 혼합 M&A 

혼합(Conglomerate) M&A란 상관없는 다른 시장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

                                                      
193 김화진, 송옥렬, 앞의 주 191의 책, 12면. 

194  魏明, <基于交易成本理论的企业纵向并购动因分析>, 经济研究 「 经济师 」 , 

2005년 제4기, 76면. 

195 人大经济论坛, http://wiki.pinggu.org/doc-view-40807.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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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관련 다각화”라고도 하는 이 현상은 바로 한

국의 재벌이 취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철강기업이 석유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혼합을 통하여 다른 종류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특정 시장에

서 발생하는 변동이나 위험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지 않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은 감소된다.196 혼합 M&A는 투자의 분산 및 

경영의 다원화를 통해 자원을 상호보충하고 조직을 최적화하며 시장에서

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대응능력

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7 

혼합 M&A는 또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제품 확장형 

M&A(a product extension M&A)로 이러한 M&A는 상관된 경영활동을 갖는 

기업 간에 이루지는 M&A이다. 둘째, 시장 확장형 M&A(a geographic 

extension M&A)인데 이는 지리적으로 중첩되지 아니하는 구역에서 경영

을 종사하는 기업 간에 이루지는 M&A이다. 셋째, 순수 혼합M&A(pure 

diversification M&A)는 상관되지 아니하는 경영활동을 종사하는 기업 간

의 M&A이며, 제품 확장형 M&A라고 할 수도 없고, 시장 확장형 M&A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경우이다.198  

수평적 M&A와 수직적 M&A에 비교할 때, 혼합 M&A에서는 M&A를 

하는 기업과 대상 기업 사이에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M&

A의 목적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쉽게 인식되거나 이용

될 수 없어 M&A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수직적 M&

A와는 달리 혼합 M&A는 통상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을 강화하

는 행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196 김화진, 송옥렬, 앞의 주 191의 책, 18면. 

197 郑磊, 「企 并业 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8면. 

198 黄兴孪, 「中国上市公司并购动因与绩效研究」 , 厦门大学, 金融学博士学位论
文, 2009년 4월,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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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방식에 따른 M&A의 구분 

2.1 현금인수  

현금인수(Cash Acquisition)란 인수회사가 현금을 지불하여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기업 또는 대상기업의 주주가 소

유한 자산 또는 주식에 대해 현금을 지불하여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취득

하는 방식이다.199  

현금인수는 다시 자산형 현금인수와 주식형 현금인수로 구분할 수 있

다 .  자산형  현금인수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M&A이다. 주식형 현금인수란 인수회사가 현금으로 

대상기업의 부분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

이다. 주식의 매수는 1차 시장을 통해 진행하여도 되고, 2차 시장을 통해 

진행하여도  된다 .  자산형  현금인수란  인수회사가  현금으로  대상기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 자산을 매수하는 M&A행위이다. 200 

2.2 주식인수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란 인수회사가 증자를 통해 새로이 발행한 주

식으로 대상기업의 주식을 교체하는 M&A방식이다. 대량의 현금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수회사의 현금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

이 있다.201 

주식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방식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을 상대로 주식

을 발행하여 이를 대상기업의 자산과 교환하는 M&A방식이다. 통상적으

로 인수회사는 대상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동의한다. 다만 쌍방은 특

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예컨대  인수회사가  선택적으로  대상기업의 

                                                      
199 郑磊, 앞의 주 83의 책, 9면. 

200 黄兴孪, 앞의 주 198의 논문, 11면, 참조. 

201 郑磊, 「企 并业 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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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채무만을 부담할 수도 있다.202 

주식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주주를 상대

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대상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M&A

방식이다. 통상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주식 수가 대상기업을 지배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수에 이르러야 한다.203 

2.3 차입인수 

차입인수(Leveraged Buy-out)란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인수금액을 지불한 후 장래의 경영수

입으로 이를 상환함으로써 M&A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인수

회사가 반드시 거액의 자금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을 일부만 지

불하고 나머지는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을 하여 임의의 규모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차입인수 방식은 ‘작은 물고

기’가 ‘큰 물고기’을 먹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참

여한  차입인수는  통상적으로  경영자  매수(MBO)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차입인수는 경영자 매수에 속한다.204 

차입인수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흥행하여 1988년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미국 제4차 M&A붐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차입인수

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수회사은 쉘컴퍼니(Shell Company)이

다. 즉 경영기록이 없는 회사이며 설립의 목적은 주로 M&A를 위해서이

다. (2) 쉘컴퍼니(Shell Company)의 인수대금의 대부분은 은행의 대출이

다. (3) 높은 비율의 부채는 경영자 및 투자자에 채찍으로 작용하여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한다. 205 

                                                      
202 郑磊, 앞의 주 83의 책, 9면. 

203 黄兴孪, 앞의 주 198의 논문, 12면, 참조. 

204  Ronald J. Gilson & Bernard .S. Black: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1995, P399. 

205 岳振宇, <我国杠杆收购融资的法律困境与出路>, 「甘肃政法学院学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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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현행 금융통제정책과 미숙한 자본시장으로 인하여 차입인

수가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미 이러한 

M&A모델이 발생하고 있으며,206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홍콩의 China 

Strategic Holdings(香港中策公司)의 M&A사례이다. 

홍콩중책회사(香港中策公司)는 1991년 12월 12일, 홍콩에서 상장한 회

사를 기초로 상호변경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다. 해당 회사의 정식명칭은 

홍콩중책투자유한회사(香港中策投资有限公司)였다. 홍콩중책투자유한회사

는 1994년 7월 다시 홍콩중책투자그룹유한회사[China Strategic Holdings 

Limited(香港中策投资集团有限公司)]로 개칭하였다. 중책(中策)회사는 차

입인수의 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모델을 통해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하였

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기채(舉債), 분할지급(分期付款), 지불의 지연(拖延

付款)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수

한 주식을 국제자본시장에 다시 매도함으로써 얻은 수입의 일부로 인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07 

천주시(泉州市)의 37개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 적지 않은 기업이 과다

부채와 임금체불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6,000여 명의 근

로자가 실직하게 되었고 그 중 노령자 3,472명의 부양이 문제되었다. 정

부는 실직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했으므로 세수 부담이 증가했

다.208 그러한 와중에 홍콩중책(中策)회사에 의해 이들 회사들이 인수됨으

로써 실직자들의 취업과 부양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

방정부의 세수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중책현상(中策现象)’은 

외국투자자가 차입인수 방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년 5월, 제3기, 149면. 

206 岳振宇, 위의 논문, 151-153면, 참조. 

207 杨帆, < 中策现象: 前因后果 >, 「证券市场导报」, 1995년 2월, 제2기, 41-43

면., 참조. 

208 杨帆, 위의 논문, 42면. 참조. 



 

-96-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중국의 국가경제체제에 따른 정책적 제한 및 국유은행의 

미성숙한 상업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중책현상(中策现象)’도 단지 한시

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투자자가 홍콩중책

(中策)회사의 사례처럼 차입인수의 모델로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

은 앞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상기업의 동의 여부에 따른 M&A의 구분 

3.1 우호적 인수 

우호적 인수(Friendly takeover)는 인수회사가 대상기업의 지배자(대주주 

또는 회사의 이사)와 우호적인 협상을 하여 그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

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는 방식이며, 인수회사와 대상기업의 지배자 쌍방의 자유

로운 합의에 기하여 진행하게 된다. 만약 대상기업이 제시된 인수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  최종적으로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협상할 수 있다.209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M&A의 경우 당국에 의한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외국투자자가 중국 국내기업과 M&A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우호적 인수방식을 채택한다. 

3.2 적대적 인수 

적대적 인수(Hostile Acquisition)란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인수회사의 인

수의도를 모르거나 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회사가 대상

기업을 상대로 인수행위를 강행하는 것이다. 인수회사는 통상 갑작스럽

게 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까다로운 인수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

                                                      
209 郑磊, 「企业并购财务管理」,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9월,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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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업이 인수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일련의 인수방어조치를 취하

게 된다. 예컨대 반독점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여 지분권

을 분산시킬 수 있고, 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회수하거나 인수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인수회사는 대상기

업의 인수방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M&A를 

달성시키고자 한다. 첫째, 정크본드(junk bond)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인수를 한다. 둘째, 공개인수의 청약(要約)을 제시한다. 셋째, 대상기업 

주주의 주식위탁서 등을 모집한다. 210 

적대적  인수의  경우  인수회사와  대상기업  간의  격렬한  ‘인수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쌍방 모두가 손

해를 보거나 제3자의 갈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기획해야 하며, 

충분한 자본금과 기술을 구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절 중국법상 외자M&A 모델 

중국 외자M&A에 관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따

르면 중국법상 외자M&A 모델은 외자M&A의 거래대상을 기준으로 ‘지

분형 M&A모델(股權式併購模式)’과 ‘자산형 M&A모델(資產式併購模式)’

으로 분류된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이란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股權)을 인수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

자(增資)를 인수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

이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이란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

고 동시에 동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資産)을 협의인수하고 동시에

                                                      
210 郑磊, 앞의 주 83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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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資産)을 협의인수

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11 

 

1. 지분형 외자M&A 모델 

지분형 외자M&A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역내 대상기업의 지분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자M&A 방식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비교적 엄

격하게 지분형 외자M&A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비외국투자기업 투자자의 지분(股權)을 인수

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資)를 인수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자

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함)인다. 

지분형 외자M&A는 비교적 보편적이고 간단한 외자M&A 방식이며, 兼

并(흡수합병) 또는 M&A가 포함된 각종 규정에서 이러한 방식이 종종 

언급된다. 예컨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

가외환관리국이 연합하여 공포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21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213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21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12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
行规定)」, 제3조. 

213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

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

題的規定)」, 2003년 2월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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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을 기본으로 하여, 지분형 외자M&A 방식을 

분석한다.  

1.1 지분형 외자M&A 대상기업의 조직형식 

1.1.1 지분형 외자M&A의 대상기업은 단지 역내 비외국인투자의 회사지

분구조식 회사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1997년 부령(部令)의 형

식으로 「외국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

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을 공포하였다.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

기업 주주의 지분권을 매수하거나 외국투자기업의 증자 및 신주를 인수

하려면 「외국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

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에 근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214 정책 

및  법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감안하여 ,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지분인수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

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을 적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외국

투자기업투자자 지분권변경에 대한 약간의 규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

變更的若干規定)」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

로 지분인수할 경우에 법적용의 충돌문제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제52조에 전문

적으로 규정하였다. 215 

                                                      
214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外商投资企业投资者

股权变更的若干规定)」, 1997년 5월, 제2조. 

215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

内企业的规定)」 제52조에 의하면, 중국 역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한 외국투자자

의 투자성회사(investment company)가 역내기업을 M&A할 때, 본 법의 규정을 적

용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 외국투자기업 주주의 지분 또는 역내 외국투자기업

의 증자를 인수하는 경우, 현행 외국투자기업 법률, 행정법규와 외국투자기업에

서 투자자 지분변경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을 참조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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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M&A의 대상기업은 반드시 지분권 구조(Shareholding Structure)

를 구비한 기업이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회

사제 구조개편을 통해 개편된 기업를 지칭한다. 만약 대상기업 그 자체

가 지분권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예컨대 회사제 구조개편을 거치

지  아니한  국유기업(國有企業)과  집단소유제기업(集體所有制企業), 합동

기업(合夥企業), 계약식구조기업(契約式企業)은 지분M&A의 방식에 의해 

M&A를 진행할 수 없다.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은 회사

제(公司製) 구조로 개편된 후, 지분형 M&A를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자산형 M&A만 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216 

1.1.2 비지분구조형식의 기업에서 회사제(公司制) 개편과 외자M&A가 동

시에 진행되는 경우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이 회사제(公司製) 개편을 거친 

후, 외국투자자에 의해 지분형 M&A를 추진하는 것이 규정에 합치되고 

최상의 선택이다. 하지만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회사

제(公司製) 개편과 외자M&A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문제문제를 논

의하여야 한다.  

겉으로 볼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

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의해, 외자 지분형 M&A의 대상기업은 지

분권  형식의  기업이고 ,  회사법에  의해  회사제(公司製) 개편되지  아니한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의 관련 규정 및 외

국투자기업의 역내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유한책임회사를 인수

합병하고 해당 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개편할 경우, 또는 역내회사가 주식유한

회사일 경우, 외국인 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이 중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216 「회사법(公司法)」 제2조, 본 법에서 회사라 함은 본 법에 따라 중국경내

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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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은 포함되지 않는다.217 그러므로 

외자 지분형 M&A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지분구조형식기업(非股權結構式

企業)을 인수할 수 없으며, 회사법에 의해 회사제도로의 개편이 된 후에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的規定)」을 근거로 지분형 인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는 물론이고 대상기업 및 

기업  소유자들도  대상기업의  회사제(公司製) 개편과  외국투자자의  지분

형 M&A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일괄적인 거

래방식은 M&A과정을 인위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분함에 따라 유발되는 

거래의 리스크와 거래비용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대상기업은 외국투

자자로 하여금 회사제(公司製)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적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기에 대상기업의 구조개편 부담을 일정한 정도로 감소시

킬 수 있다.218  

그러므로 비회사제(非公司制)의 대상기업이 회사제로의 개편과 외국투

자자의 M&A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정한 의미가 있다. 

내자기업(內資企業)의 회사제(公司製) 개편 과정 중에서 투자자의 증가와 

회사제(公司製) 개편이 한꺼번에 진행된 선례가 있었으며, 이처럼 실무에

서 증명된 것과 같이 이러한 일괄적인 진행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219 그러므로 투자자의 편리, 그리고 거래비용의 최적화를 위해서

는 역내기업 회사제도로의 개편과 외자M&A의 동시진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21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18 最高人民法院, 2003년 2월 1일 <关于审理与企业改制相关的民事纠纷案件若干

问题的规定> 참조, http://www.gov.cn/test/2005-06/28/content_10433.htm 

219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
行规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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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외국투자자는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權(재산

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논의해야 할 것은 대상기업이 지분권 형식의 기업이 아닐 

경우에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産權(재산권)(회사제도로의 개편을 진행

하지 아니한 국유기업(國有企業)과 집단소유제기업(集体所有制企业)일 경

우,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상기 기업에 대해 갖는 권익을 가리킨다. 하지

만  입법과  이론에서는  통일된  관점과  규정이  없다 .) 또는  ‘할당(份额)’ 

(합동기업(合夥企業)220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 있어서,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비지분구조형식 기업

(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하는 행위가 

상기 규정의 조절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221 하지만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

行規定)」 제3조에서 규정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형

식에는 국유기업의 産權(재산권) 양도가 포함되었다.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유기업의 국유 産權(재산권) 소유자가 전부 또는 부분 産權(재

                                                      
220 「합동기업법(合夥企業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합동기업(合夥企業)이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중국 역내에서 설립한 보통합동기업

(普通合夥企業)과 유한합동기업(有限合夥企業)이다. 보통 합동기업(合夥企業)은 

보통 파트너로 구성되고, 합동(合夥)하는 자는 합동기업(合夥企業)의 채무에 대

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본 법에서 보통 합동자가 부담하는 형식에 대하

여 다른 규정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유한 합동기업(合

夥企業)은 보통 합동자와 유한 협명회사로 구성되며 보통 합동자는 합동기업(合

夥企業)의 채무에 대하여 문한 책임을 진다. 유한 합동자는 그가 납부하고자 하

는 출자액을 한계로 합동기업(合夥企業)의 채무를 부담한다. 

22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103- 

산권)을 외국 회사, 기업과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로 약

칭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기업은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된다. 유감

스럽게도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

國有企業暫行規定)」의 해당 조항에서 産權(재산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産權(재산권)을 양수하고 

대상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

았다.  

외국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역내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

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첫째, 역내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

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역내기업

의 재산적인 권리를 대표함으로 충분히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222 

그리고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全民所有製工業企業法)」, 「합동기업법

(合夥企業法)」, 「독자기업법(獨資企業法)」과 「계약법(合同法)」의 규

정에 근거하면 이런 기업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은 거래한 목적

물도 될 수 있다. 특히 외국투자기업법에는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

結構式企業)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지분구

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한 

후, 해당 기업의 계속적인 존속이 기능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

다.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業)의 産

權(재산권) 또는 할당(份额)을 매수한 후, 대상기업은 직접적으로 지분권 

형식의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회사제 구조가 아닌 중외합

작기업(中外合作企业)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중외합작경영기업법

(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서 확립한 비법인(비회사) 형식의 중외합작기업

이  비지분구조형식의 합동기업(合夥企業)에 속하는지 여부는 학술상  논

                                                      
222 上海联合产权交易所网站 참조, http://www.suaee.com/suaee/portal/index2012.jsp 



 

-104- 

쟁이 있다. 하지만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의 규정

을 볼 때, 비법인(비회사) 형식, 비지분권 형식의 중외합작기업의 존재가 

허용되고 있다.22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의 비지분구조형식 기업(非股權結構式企

業)에 대한 M&A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지분구조형식(非股權式)의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현재 중국 비회사제非股份制)의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회사제도의 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추세임을 고

려했다. 둘째, 비록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비법

인형식(비지분권 형식)의 중외합작기업을 규정하였지만, 현재 외국투자기

업법에 의해 설립하는 외국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지분구조형식의 기업

이다.224 그러므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비회사제도의 역내기업에 대한 외자M&

A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비회사제(非公司制)의 합동기업(合夥企業)에 대해 

인수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

다. 첫째, 중국은 이미 「합동기업법(合夥企業法)」을 공포하였으며, 합동

기업(合夥企業)이 중국에서 이미 명확한 입법상의 지원을 받았고, 법 집

행에서도 비교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둘째, 합동기업(合夥企業)의 합동인

                                                      
223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의 약칭은 “합작기업(合作企業)”이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2조에: 중외합작자들이 합작기

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혹은 

합작조건, 수익 혹은 제품의 분배, 위험성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

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 법률 상 

법인조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경우, 법에 의해 중국 법인자득을 취득한다. 

224 赵相林, 曹俊, 「外商投资法律实务」, 中信出版社, 2002년 11월,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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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동(合夥)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합동기업(合夥

企業)의  연대신용 제도는  현재  중국에서  시장신용 문제를 보충 해결할 

수 있다.225 

1.2 직접적으로 역내 대상기업 주주의 지분을 인수 

중국법상 지분형 M&A(股權式併購)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직접 역내 대상기업의 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지분권(지분

이나 주식)를 매수하는 것이 있다. 둘째, 외국투자자가 역내 대상회사의 

증자 또는 신주을 매수하는 것이다.226  

외국투자자가 직접 역내 대상기업의 주주로부터 지분권(股權)을 매수

하는 방식은 외국투자자와 역내 대상기업의 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이다. 외국투자자는 역내 대상기업 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주식양도의 거

래를 달성해야 하고 대상기업 기타 주주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7 “대상기업 기타 주주의 일치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를 인수할 때 적

용되는 규칙과 역내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M&A에서 적용되는 규칙

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법는 지분권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본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주

주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출자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

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해당 양도하

려는 출자를 매수해야 하고, 만약 해당 주주가 매수하지 아니 할 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주의  동의에  의해  출자를  양도할 

                                                      
225 전국인민대표대회상위회(全国人大常委会), 「합동기업법(合夥企業法)」, 1997

년 2월 23일 통과, 1997년 8월 1일 시행, 2006년 8월 27일 수정. 

226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2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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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회사 내의 기타 주주가 해당 출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228 외자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외

국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분권(股權)을 양도할 경우, 전체 주주의 과

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응당 

양도하게 될 지분권(股權)을 매수해야 한다. 만약 양도하게 될 출자 또는 

지분권(股權)을 매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주주의 동의에 의해 지분권(股權)을 양도할 경우, 동등한 조건하에서 

회사내의 기타 주주가 해당 지분권(股權)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갖는다.229 

즉 회사법이 확립한 지분권 양도규칙 아래에서 일단 지분권 양도의 쌍방

이 동의하였다면 기타 주주가 실질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회사법에

서  이러한  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주로  유한책임회사가  자적성(capital 

joining)이 강하고 인적성(capital joining)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

문이다.230 그러므로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기타 주주에게 한계가 있

는 거절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지분

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거절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수

할 경우, 회사법에서 규정한 지분권(股權) 양도의 내용을 감안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지분권이 양도된 후 역내회사를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시켜

야 할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231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232 및 해당 실시조례

와 세칙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

                                                      
228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71조. 

229 钱仁伟, <现行公司法第71条“同意权”与“优先购买权”的思考>, 北大法律信

息网(法学在线) 2014년 12월 2일,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FullText.aspx?ArticleId=88065 

230 It is based on the aggregation of capital and persons i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231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2001년 3월 수정, 제3조, 참조. 

232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2000년 10월 수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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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합작경영의 당사자들이 합작경영의 계약(合营合同)과 정관(章程)

을 체결하여 외경무부문(外經貿部門)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약 대

상기업의 기타 주주가 외국투자자에게로의 지분권(股權)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지분권(股權)을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투자자

가 합작경영의 계약과 정관 체결문제에 일치된 의견을 달성할 수 없다. 

기업 또한 정상적으로 설립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경영활

동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股

權)을 매수할 때, 지분권(股權)을 양도하려는 주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주주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저자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요구된다. 

이론상, 회사제도의 기업이 도대체 자적성(capital joining) 기업인가 아

니면  인적성(capital joining)  기업인가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 233  하지만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

外合作經營企業法)」 및 해당 실시조례와 세칙에 근거해서 볼 때, 입법

자는 중외합작경영기업에 상당한 정도로 인적성(capital joining)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나타난다. 즉 합자경영을 하는 당사자

들로 하여금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외국투자

기업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股權)을 양도할 때, 기타 주

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분(股權)의 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주는 여

전히 존속하는 주주 전부와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

국투자자가 지분 매수방식으로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는 

비록 대상기업의 계속해서 존속하는 주주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문서

                                                      
233 张勇健, <有限責任公司股东向非股东转让股权的限制若干问题>, 「法律适用」, 

2003년 12기, 40-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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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송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외국투자자가 기타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234 왜냐하면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한 후, 반드시 계속해서 존속하는 주주와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관을 다시 수정함으로써 같이 심사비준 기관에게 신청하고 비준

을 얻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법의 이러한 설계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의 난이

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외국투자자

에게 해당 지분의 매도를 결정하였더라도 대상기업의 소액주주도 무조건

적으로 상기 거래를 저지할 수 있다. 대상기업의 어느 한 주주가 외국투

자자에 대한 양도를 반대하면 해당 M&A가 진행될 수 없다. 대상기업의

 소액주주는 대주주가 외국투자자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기회를 이

용하여 인수가격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비교적 높은 가격에 

해당 지분까지 인수하기를 원한다. 사견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격의 흥

정은 합리적인 시장경제행위이고, 소액주주가 자기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이며,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외국투자자와 소액주주 사이에 달성한

 고가의 인수협의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원리 또는 남의 위급한 상황을 

틈타 이익을 갈취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거나 법적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진행되는 투자자의 합리

적인 시장행위이며, 이는 또한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지분형 M&A의 협

상에 있어서 최대한 전체 주주와 일괄적인 협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전

체적인 합의의 달성을 다음 단계 협상의 기초로 함으로써 다음단계에서

의 손실을 감소할 수 있게 한다. 

 

                                                      
234 북경시상무위원회(北京市商务委员会), <股权变更审批应报送文件>, 2011년 08

월 08일, 北京市商务委员会网站, 참조.  

http://www.bjcoc.gov.cn/bgdt/bgsxhz/201108/t20110808_56524.html?randid=0.894345275

96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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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증자를 인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하는 지분형 M&A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유

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를 인수하는 경우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235 그렇다면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의 증자를 인수할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증자(增資)’을 매수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가 

‘신주(新股)’를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유한책임회

사’를 상대로 하는 논의이고, 후자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논의이다.

236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의  증자(增資)를  매수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와 

역내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이다.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가 등기자본

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237 이사회가 회사 등

기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방안을 제정한다.238 회사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가 등기자본을 증가할 경우, 주주가 새로이 증가하

는  자본의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하며 ,  본  법의  ‘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출자의 납입’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회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

한책임회사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고, 회사가 

새로이 자본을 증가할 때, 주주는 우선적으로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체 주주의 약정에 

의해, 출자비율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출자비율에 의한 

우선적인 출자의 인수 및 납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한다. 

                                                      
235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2조 참조. 

236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52조 참조. 

237 「회사법(公司法)」 제37조 참조. 

238 「회사법(公司法)」 제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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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增資)를  인수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와  역내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거래이고 ,  외국투자자는  역내 

유한책임회사와 협상해야 하며, 나아가 확정적인 증자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 그리고  회사법의  요건에  의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기 

상응한 결의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상 외국투자자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대주주 또는 전체 주주와 협상하여 그들의 동

의를 얻을 수 있다면, 회사법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등기자본 증

자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회사 등기자본 증자의 방안을 제

정할 수 있다.239 

사실 외국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역내회사의 전체 주주와 협상하고 전

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원인은 주로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

여, 역내회사의 기타 주주는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고 납입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으며, 일단 기타 주주가 출자에 대한 인수 및 납입의 우선

적인 권리를 행사하면, 외국투자자가 증자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역내기

업을 인수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게 된다.240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대상

기업 증자를 매수할 수 있는 전제가 바로 전체 주주가 출자에 대한 인수

 및 납입의 우선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외합자경영기

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241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

法)」242 및 해당 실시조례와 세칙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증자를 매수하기 후에 반드시 전체 주주와 합자경영계약과 회사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 또한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역내회사의 전체 주주와의

 교섭을 요하며, 역내회사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외국투자자가 지분인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을 인수 

                                                      
239 「회사법(公司法)」 제42조, 제43조 참조. 

240 「회사법(公司法)」 제34조.  

241 「中外合资经营企业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3조. 

242 「中外合作经营企业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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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달리, 증자형식의 M&A는 대상기업 주주 전부가 그대로이며, 

단지 대상기업 주주의 지분권비율이 희석될 뿐이다. 하지만 지분권(股權) 

거래형식의 M&A는 대상기업의 부분 또는 전부의 주주가 교체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M&A의 쌍방은 어떠한 방식이 그 상업적 이익에 부

합하는지를 자세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대상기업의 원래 주주가 동시

에 기업의 고급관리자일 경우에 외국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주주를 

그대로 잔존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M&A가 이루

어 진 후에도 계속해서 경영을 전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

재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 또는 신흥의 민영기업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비교적 좋은 이윤율을 내고 있으며, 

원래의 주주도 해당 기업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자가 

비교적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손실이 막대한 국유기업일 경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시도하려면 지분(股權)의 인

수가 아마도 비교적 좋은 선택일 것이다. 

1.4 외국투자자가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자를 인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지분형 외자M&A를 언급할 때,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회사 투자자의 지분권(股權)을 매수하거나 역내회사 증자의 인수 및 

납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용어에는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주식회사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역내 주식회사가 추가로 발행

한 신주의 인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243 하지만 「외국투자

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24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제2조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

자기업(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权)을 매수(购
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

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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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구조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는 역내기업은 역내

의 주식회사가 포함된다. 외국투자자는 지분M&A의 방식으로 역내의 주

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244 

사실 1995년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이미 「외

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

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을 공포하였으며, 여기서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國有企業), 집체소유제기업(集體所有制企業)의  주

식을 매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였고, 외국투자주식회사로의 

변경신청을 허용하였다. 사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

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가 실시된 후, 이미 상당히 많

은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주식회사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역내 

주식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신주을 인수함으로써 해당 M&A의 목적을 달

성시켰다.245 

그러므로  사견상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

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제2조에서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회사  투자자의 지분권(股權)을  매수하거나  역내회사  증자(增资)의  인수 

및 납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 주식회사 주주의 주식

을 매수하거나 역내 주식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신주의 인수도 포함해야 

한다. 

                                                      
244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는 것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

内企业的规定)」 제52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역내 유한책임회사를 인

수합병하고 해당 회사를 주식유한책임회사로 개편할 경우, 또는 역내회사가 주

식유한회사일 경우, 외국인 투자주식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관련규

정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245 章龙平, <有关外资并购境内上市公司几种方式之探讨>, 北大法律信息网(法学在

线) 참조,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Html/Article_548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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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른 M&A형식의 동시 진행 가능성 

앞에서 논의한 대다수는 입법의 편의와 이론전개의 편의에 기하여 진

행한 M&A분류방식이다. 실무에서 M&A는 간단한 거래가 아니고 단순

하게 단일한 M&A가 아니며, 이는 각종 M&A방식의 복합체이다. 그러므

로 본 소절에서 서로 다른 M&A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능성을 논의

해야만 한다. 

1.5.1 자산형 M&A와 지분형 M&A 

외자M&A 과정 중, 자산형 M&A와 지분형 M&A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외국투자자는 이미 매수한 역내 모기업의 자산을 출자하여 

다른 역내기업의 증자 또는 추가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

며, 여기서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와 증자 또는 추가로 발행한 신주의 인

수 행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면, 외국투자자가 지분 M

&A를 통해 역내 모기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해당 역내기업으로 하여금 

역내 다른 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경우, 자산형 M&A와 지분형 M&A는 일종의 사권(私權)거래로

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이론상 부당한 면이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 아

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두 가지 M&A방식을 동

시에 사용함으로 M&A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며, 그 중에서 법에 의해 

심사비준기관 심사할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거래가 상호 연계되며 서로가 전제됨으로 심사비준기관은 심사할 때, 당

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즉 위약 및 기타 적절하

지 않은 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명

확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사비준 행위와 결과에 

주는  영향  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만약의  경우 , 당사자의  적절하지 

않은 이행이 발생할 때 심사비준기관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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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한다.246 

1.5.2 증자형식의 지분M&A와 지분권 매수형식의 M&A 

지분형 M&A에서 증자형식의 지분M&A와 지분 매수형식의 M&A(購買

股權式併購)는 동일한 M&A사례에서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즉 외국

투자자가 역내회사 주주의 부분적인 지분(股權)을 매수하는 동시에 역내

회사의 증자를 매수하거나 역내회사가 추가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증자형식의 지분M&A와 지분 매수형식의 M&A(購買股權式併購)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업규모와 지분구조의 변화이다. 전자의 경우, 외국투

자자의 투자는 직접 대상기업에 주입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규모가 확

대되고 ,  지분구조가  더욱  분산된다 .  후자의  경우 ,  외국투자자의  투자는 

대상기업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대상기업  주주에게 

유입하는 것이며, 기업의 규모도 M&A로 인해 확대되지 아니하고, 기업

의 주주에 비록 변화가 발행하지만 지분의 분산에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247 

물론 지분양도형식의 M&A 중에서 지분양도로 인해 대가를 받은 주주

는 해당 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경제의 시각

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금을 기업에 주입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그 

원인은 이러한 자금을 기업에 보류할 수 있는 증자형식의 M&A는 중외

합작경영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중국 측 합작경영자로 하여금 이윤, 기술, 경영측면의 수

익을 획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자형식의 M&A는 기업경영규모

를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취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물

론 이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분매매 형식의 M&A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

                                                      
246 迟少宇, <涉外并购中合同终止机制涉及的相关条款简析>, 北大法律信息网(法学
在线) 참조,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FullText.aspx?ArticleId=83994 

247  姜卫东, <外资股权并购国有控股股份有限公司方式的选择—股权转让和增资扩
股的比较分析>, 「现代商业」, 2012년 12월 제24기, 1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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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8 어떠한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각  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고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5.3 외자M&A와 주식제 개편 

물론  외자M&A와  주식제  개편(股份制改造)이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외자M&A의 실무에서 외국투자자들은 자주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시한다. 즉 역내기업을 M&A하는 동시에 해당 역내기업

을  외국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로  개편하는  것을  요구하거

나, 매수한 역내기업의 자산을 바로 출자로 하여 외국투자주식회사를 설

립하려는 것이다.249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대상기업

을 외국투자주식회사로 개편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 외자M&A의 구체적인 방식이 다양하므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

율하는 것이 어렵다. 이하에서는 현재 실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

는 몇몇 상황을 근거로 분석하고 그 적법성을 관찰한다. 

A. 지분매수로 M&A 중의 주식제 개편 

지분매수 M&A 중의 주식제 개편(股份制改造)이란 통상적으로 외국투

자자가 역내 유한책임회사의 부분 지분(때로는 중외 주주의 기타 지분양

도와 조정도 포함된다)을 매수함과 동시에 해당 역내 유한책임회사를 주

식회사로 개편하는 것이다.250 

이론상 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지분제도로 개편되

는 회사자체는 지분의 양도로 인해 임의의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분이 어떻게 양도되든 해당 지분제도로의 개편에 영향을 주어서

                                                      
248 姜卫东, 위의 논문, 162면 참조. 

249 胡凤斌, 「资本结构及治理优化-现代公司理论与国企改制实务」, 中国法制出版

社, 2005년 2월 제1판, 139면 참조. 

250 编委会, 「企业股份制改造与成功运作指导全书」 , 吉林音像出版社, 2004년 2

월, 190면. 



 

-116- 

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지분제도로의 개편에 있

어서 필수적인 전제 사실이 바로 개편하게 될 대상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그 중에 주주의 안정성이 포함된다. 만약 구

조개편의 와중에 주주 및 지분비율 등 중요사항을 동시에 변화시키면 분

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251 

실무에서 지분변경과 주식제개편이 같이 진행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났

으며, 이처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은 일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대상기업을 상대하는 주식제도로의 개편은 도대체 지분양도 전의 회사에 

대한 개편인가? 아니면 지분양도 후의 회사에 대한 개편인가? 지분양도 

후의 회사에 대한 주식제도로의 개편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완성되면, 해당 발기인이 소지

한 주식은 1년 내에 양도할 수 없다(2006년 1월 1일 ‘회사법’ 수정 전에

는 발기인이 소지한 주식을 3년 내에 양도할 수 없게 하였었다). 즉 해

당 주식을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252 

하지만 문제는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진행할 때, 지분변경(股权变更)의 

협의가 비록 이미 체결되었지만, 대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고, 특히 심

사비준기관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등기기관의 등기도 진행되지 않

은 경우에 ‘지분이 이미 양도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주식제도로의 개편은 지분변경 후에 새로운 주주가 회사에 

들어올 때의 시점에서 진행할 것이다. 개편 후 주식회사의 주식은 지분

양수인에게 속한다. 만약 심사비준기관이 이미 지분양도 및 주식제도로

의 개편을 비준한 후 지분거래 당사자가 위약할 경우에는,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계약법에 근거하여 거래의 일방 당사

자가 중대하게 위약(예컨대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하였

                                                      
251 위의 책, 193면 참조. 

252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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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해제 청구권을 갖게 된다.253 즉 지분양도인은 

지분을 양도받았지만 지분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함으로 인해 해당 당사

자를 상대로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회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분을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므로 1년 내에 양도

할 수 없다. 즉 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자에게 대

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양도받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계속 소지할 수 있

다. 이러한 어색한 국면을 초래하는 원인은 주식제도로 개편하는 과정에

서 진정한 주주가 아닌 지분의 피양도인(股權受讓人)을 주주로 보았고, 

지분 피양도인이 아직 진정으로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그를 진정한 주주

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분양도의 협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

을 때, 당사자가 지분양도의 협의를 종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심사비준기

관은 난감한 경지에 처하게 된다. 만약 양도한 지분을 원래의 양도인에

게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면, 회사법상 발기인이 1년 내에 해당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 만약 양도한 지분을 원래의 양

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객관적으로 지분 피양도인

이 대금을 고의로 체불하거나 지연 지불하는 악의를 허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먼저 지분을 구매하게 하고, 해

당 지분거래가 완성된 후, 다시 주식제도로 개편하게 하는 것이 절차적

으로는 비교적 번거롭고 비경제적이지만, 상기 피해의 발생을 상당한 정

도로 방지할 수 있다. 

B. 증자매수로 M&A와 주식제 개편 

증자형식 M&A와 주식제도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할 경우

에도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만 지분의 매매는 새로운 투

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거래이며, 거래의 대금은 지분을 양도하는 주

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  하지만  증자형식  M&A는  새로운  외국투자자와 

                                                      
253 「계약법(合同法)」, 1999년 10월 1일 시행, 제9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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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사이의 거래이며, 증자에 대한 대금은 대상기업에게 지불해야 

한다.254 만약 증자형식 M&A와 주식제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현재 외국투자기업의 법률체제하에서 외국투자자는 분할하여 출

자할 수 있다.255 하지만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

사로 구조개편 하려면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을 출자로 환산해야 하며, 

투자자는 반드시 출자를 완전히 납입해야만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

회사로 변경시킬 수 있다.256 그러므로 만약 역내기업에 대한 증자형식의 

M&A와 주식제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하였다면, 증자를 

매수하는 외국투자자는 분할하여 출자할 수 없다. 

둘째, 증자형식 M&A와 주식제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

할 때, 출자가 주식으로 환산(折股)의 방법를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고려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

회사로 구조개편 하려면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을 출자로 환산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의 증자를 매수할 때, 역내의 유한책임회사가 아

직 증자를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떠한 것을 

출자 환산의 기초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부 견해는 회사법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구조개편을 하는 유한책임

회사 장부상의 순자산으로 출자를 환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자

의 절차가 아직 미완성되었기에 증자가 아직 구조개편을 하는 유한책임

                                                      
254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제2조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이란 외국투자자가 역내 비외국투

자기업(이하 ‘역내기업(公司)’으로 약칭함) 투자자(股东)의 지분(股权)을 매수(购
买)하거나 또는 역내기업의 증자(增资)를 인수(认购)하여 동 역내기업이 외국투

자기업으로 변경 설립되는 것(이하 ‘지분M&A’으로 약칭한다)”이다. 

255 국무원(国务院), 1987년 12월 30일「중외합자경영기업 투자자 출자의 몇 가

지 규정(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 제4조, 참조. 

256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9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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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증자의 부분을 출자 환산

의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은 증자형식 M&A와 주식제

도로서의 개편(股份制改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

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구조개편을 하려는 유한책임회사의 장부상의 순

자산과 증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합하여 출자 환산의 기초로 하려는 것이

다.257 

셋째, 만약 증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출자 환산의 기초에 포함시킨다면, 

일단 증자를 매수하는 자금을 회사측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련의 문

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심사비준기관이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

사로의 구조개편을 비준하였을 경우, 회사 증자의 대금이 회사에게 실제

로 지불되지 않았지만, 해당 대금은 이미 출자 환산의 주식에 산정되었

다 .  만약  증자를  매수하는  출자자가  위약하여  회사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외자M&A의 과정에서 지분형 M&A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동시에 진

행하는 문제는 법규범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만약 법률에 

대한 세밀한 디자인을 한다면 상기 방식의 행위는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

개한다. 

첫째, 외국투자자 및 대상기업 주주 사이의 지분거래와 기업의 주식제

개편을 구분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및 대상기업 주주 사이의 지분거래, 

그리고 기타 주주 사이의 지분비율 조정은 주로 지분의 매매관계에 속한

다. 이러한 매매는 대상기업 민사주체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대상기업의 순자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상기업 지분

의  교체는  대상기업의 주식제도로의  개편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지분양도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동시에 진행함으로 주식제도로의 

                                                      
257 刘李胜, 邵东业, 庞锦, 앞의 주 170의 책, 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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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과정에 주식회사의 주주는 지분양도 이후의 주주를 기준으로 기재

해야 한다. 만약 지분양도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완성된 후, 당사자의 

양도계약이 철회되고, 계약해제 또는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258 만약 회사주주의 변

경과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이미 공상관리기관에 등기하고 공시하였다면, 

회사법상 주식회사 발기인이 1년 내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해당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259 종전 지분의 양도인은 기타 방식으

로  지분의  피양도인으로  하여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해야만  한다 .  만약 

회사주주의 변경과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아직  공산관리기관에  등기  및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심사비준기관에게 신청을 제출하여, 지분변경

과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취소하는 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분변경과 

주식제도로의 개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원래 상태로의 회복

으로 인해 기타 발기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회사법상 출자 환산(折股)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

법상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 후 주

식회사의 주식은 변경 전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으로 출자를 환산한다.

260 만약 유한책임회사가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동시에 증자를 진행한다

면, 유한책임회사의 순수자산과 증자의 대금을 합하여 출자 환산의 기초

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그의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자산을 출자로 하고, 증자를 매수한 새로운 투자자는 그 

증자를  출자로  하여  공동으로  외국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볼 

                                                      
258 「계약법(合同法)」, 1999년 10월 1일 시행, 제97조, 참조. 

259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141조, 참조. 

260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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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61 이러한 과정에서 증자를 매수한 새로운 투자자가 제때에 증

자 대금을 회사에 지불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발기인 사이에 상호 

담보를 해야 하며, 일단 새로운 투자자가 증자의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기타 발기인들은 연대납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운용

하는 과정에서 종전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증자를 매수한 새로운 투자

자로 하여금 역보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자기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서이다.262 

C. 産權(재산권) 매수로 M&A와 주식제 개편 

産權(재산권)의 매수와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비

회사제도의 기업(非公司製的企業)이 외자를 도입하여 제도의 개편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다.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

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

에 근거하여, 비회사제도인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은 직접적으로 주식

제도로의 개편을 진행하고 외국투자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종전의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의 부분 産權(재산권)에 대한 

매수를 허용함과 동시에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허용하였다.263 해당 규정

은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주식제도로의 개편에 

지름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규정에서 구체

적인 절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

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에서는 단지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을 언급하였고 직접적인 주식제도로의 개편이

                                                      
261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77조-82조, 참조. 

262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제94조, 참조.  

263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对外贸易经济合作部),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

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

的暫行規定)」, 1995년 1월 18일,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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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었고, 외국투자주식회사로의 변경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기타 기

업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예컨대 사영(私營)기업도 직접 외국투자자에게

 부분을 양도함으로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産權(재산권)을 매수하고 외국투자주식회사

로의 변경이 가능한 만큼 기타 소유제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록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에는 단지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을 상대로만 직접적인 주식제도로의 개편을 규

정하였지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

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취지를 볼 때, 자산형 M&A이든 주식형M&A이

든 서로 다른 소유제의 기업을 구분했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것이 되지는 

않았다 .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 사영기업의 

産權(재산권), 지분 또는 증자를 매수하든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

다(국유자산의 특수관리 규칙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1.6 지분형 M&A의 계약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지분형 M&A는 계약를 기초로 해야 하며, 전체 M&A는 모두 각 당사

자가 일련의 계약에 기하여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인수하는 각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신고 및 

비준절차를 이행하는 중요한 문서이다.264 그러므로 인수하는 각 당사자

가 M&A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법상의 요구와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야 할 뿐만 아니라, 신고 및 비준절차와 내용의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상대로 지분형 M&A로써 최종적으로 외국투

자기업의 설립을 귀착점으로 한다. 엄격히 말하면, 외국투자자가 역내기

                                                      
264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임시규정(關於

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 1995년 1월 18일,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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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상대로 지분형 M&A로써 역내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되는 

과정 중에 단지 대상기업의 주주가 변경되었을 뿐 대상기업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사 및 상사(民商事)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변경’이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설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변경설립(变更设立)’ 또는 ‘설

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원인은 현재 중국의 내자(內資)와 외자의

 법률체제가 이분되어 있으며, 내자와 외자기업은 서로 구별되고 다른 

심사비준 및 등기기관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별한 업종에 종사할 

때 행정허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

부문(工商行政管理部門)의 등기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투

자기업일 경우, 반드시 외경무부문(外經貿部門)(현재의 상무부 부문의 전

신이다)의 비준을 얻어,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는 기타 부문에 의해 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프로젝트의 신청 

등을 비준 받아야 한다.265 이에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에 

공상행정관리부문(工商行政管理部門)에 등기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M&A

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대상기업이 이미 존재하였고 영업허가증도 이미 

취득하였으며 외자M&A에서 단지 주주가 변경되었기에 기업주주의 변경

문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에 의한 지분M&A로 

인해, 기업성질은 내자(內資)기업에서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경무부문(外經貿部門)에 가서 외국투자기업의 비준증서를 신

청해야 하며,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비준증서에 의해 공상관리부문의 외

국투자기업 등기관리부문에서 등기함으로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받

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외국투자기업도 신설기업이 되는 특징을 갖게 

                                                      
265 상무부(商务部), 「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 2010년 6월 

10일,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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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66 

상기 원인으로 인해, 실무에서 상기 법률현상을 어떻게 지칭하든 간에

 해당 문제는 실무에서의 변용현상이지,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민사 및 

상사(民商事)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즉 지분

M&A가 되는 대상기업은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권리의무도

 당연히 대상기업이 계속 부담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이라면, 대상기

업이 외자에 의해 지분M&A된 후, 종전의 내자기업에서 외국투자기업으

로 변경됨으로 새로이 내자기업의 영업허가증과 다른 영업허가증을 신청

해야 한다. 그럼 대상기업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새로이 

발급받은 영업허가증에 종전 대상기업이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의 시간을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에 의한 지분M&A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으

로 변경된 시간을 설립시기로 기재할 것인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응당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의 시간을 기업설립시기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외자M&A는 해당 기업의 존속기간 내에

 일어난 중대사항의 변경이다. 따라서 내자기업 등기부문과 다른 외국투

자기업 등기부문 및 외국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투자기업을 새

로인 설립한 기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M&A가 되는 시기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시기로 볼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투자자는 종전 기

업의 역사적인 설립시기를 기재하려고 희망하며 민사 및 상사의 입장에

서 볼 때도, 대상기업의 역사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해당의 기업의 과

거 권리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상황에 대한 관련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지방

마다 구체적인 작동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사견으로는 외경무부문(外

經貿部門)이 역내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설립(变更设立)하거나 공

                                                      
266  상무부외자사(商务部外资司),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设立及变更」 , 商务部

网站, 참조. http://gfgs.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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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기기관에서 등기할 때, 해당 기업의 역사를 그대로 기재하고, 외자M

&A를 대상기업의 새로운 설립이 아닌 중대사항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67 

1.7 지분형 M&A와 간접M&A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 의하면, 역내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지분M&A는 보

통 직접M&A의 범주에 속한다. 즉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 또는 

증자,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다수의 

외국투자자는 직접 M&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투자한 자회사

로 하여금 M&A를 진행하게 한다(이에는 그가 역외에서 설립한 회사뿐

만 아니라, 그가 역내에서 설립한 회사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수의 투자

자는 대상기업의 지분 또는 증자, 추가로 발행하는 지분을 직접 매수하

는 것이 아니라, 역내 대상기업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간접M&A라고 한다.268 

외국투자자가 간접M&A를 적용하는 목적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투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관리의

 원가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납세액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넷

째, 대상국가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을 기피하기 위해서 있다.269 「외국투

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에서는 직접M&A와 간접M&A라는 개념유형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렇다

고 해서 직접M&A와 간접M&A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도 아

                                                      
267 상무부외자사(商务部外资司), 「外商投资准入管理指引手册(2008)」, 中国服务
贸易网站, 참조.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local/2009-02-11/68123.shtml 

268 <当前中国法律框架下的外资并购介绍>, 法律快车网, 2011년01월05일, 참조,  

http://www.lawtime.cn/info/gongsi/waizibinggou/2011010588780.html 

269 慕亚平, 黄勇, <外资并购的形式存在的间题及法律调整>, 「法商研究」, 1999년 

제6기, 66-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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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보건대, 간접적인 M&A의 수단으로 

법적 통제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자도 자신의 M&A에 관한 투자

정책을 세울 때, 법적 규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중국의 법률정책과 

충돌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상대로 간접인

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역내의 생산적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역내기업이 이미 투자한 회

사에게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을 적용한다. M&A를 당한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이 

이미 역내에 투자한 기업도 모두 외자이용에 관한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270 

둘째, 지분M&A를 통해 역내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인수할 

경우, 중국당국이 공포한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

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가 투자성회사

(investment company)를 설립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외국투자성회사는 기타 일반적인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특별한 경영범위

가 존재한다. 271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참여된 투자성회사는 그 특수성

을 갖는다. 외국투자자가 지분M&A를 통해 역내의 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성회사 설립과 관련된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셋째, 지분M&A를 통해 역내 상장회사의 모회사를 인수할 경우, 진정

으로 인수하려는 대상기업의 모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회사M&A에서 자

주 채택하는 M&A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수단을 채택하는 주요원

인은 대상기업을 직접인수할 때, 원가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며, 심지어 

그 당시의 법률정책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을 

                                                      
270 马海涛, 李亮, 「国际法学法理与实践」, 中国法制出版社, 2006년 11월, 70면, 

참조. 

271  「외국투자설립 투자성회사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

定)」, 2004년 11월 17일,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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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할 때, 자주 이러한 우회적인 M&A 전략을 채택한다. 「중국 증권감

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인수 관리방법(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上市公司收

購管理辦法) 」  및  외국인이  상장회사  국유주식, 법인주식을  양도하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유형의 M&A를 진행할 때에

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정보공개의무가 있다. 통상적으

로 이러한 의무는 간접M&A를 이유로 면제되거나 감소되지는 않는다.272 

넷째, 외국투자자가 그가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역내기업을 인수할 경

우, 만약 해당 자회사가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 준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역내

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정하

지 않은 부분은 「외국투자기업 역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

投資的暫行規定)」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273 만약 해당 자회사가 역외에 

있다면, 해당 자회사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바로 역내기업을 인수

하기 위해서이고, 이외의 기타 기능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

당 M&A가 경쟁과 독점에 주는 영향을 고찰할 때, 직접적으로 M&A를 

진행하는 외국투자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배후의 모회사도 함께 고찰

해야 한다. 

 

                                                      
27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경제

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 「 关于向外商转让上市公司国有股和法人股有关
问题的通知」, 2001년 12월 10일, 참조. 

27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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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형 외자M&A 모델 

자산형 M&A는 지분형 M&A와 대응한 것이다. 자산형 M&A란 외국투

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역내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내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을 가리킨다.274 

최초로 입법의 형식으로 자산형 M&A를 규제한 법은 1950년 미국의 ‘Ce

ller–Kefauver Act’이다. 본 법 이전에 미국은 기업M&A를 규제하고 M&A

가 초래할 수 있는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914년에 이미 ‘Clayton 

Antitrust Act’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Clayton Antitrust Act’는 단지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M&A만을 금지하였고, 일부 성실하지 아니한

상인과 기업이 자산매수를 통해 M&A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행위에 대하

여는 규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50년에 공포한 ‘Celler–Kefauver Act’

에서는 자산매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활동도 ‘Cell

er–Kefauver Act’ 제7조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시켰다.275 

중국에서 ‘자산형 M&A’는 다양한 법규정에서 언급되었다. 예컨대 국

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연

합하여 공포한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

资改组国有企业暂行规定)」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기업 또는 국유

지분이 있는 회사제도의 기업이 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자산을 외국투자

자에게 매도하고,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을 이용하여 독자로 또는 자

산을 매도한 기업 등과 같이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한다.276 실무에서 특히

 내자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M&A모델을 대량으로 

                                                      
274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조 참조. 

275 谢永添, <基于公司并购的美国反垄断政策变迁及其启示>, 「商业研究」, 2013

년 7월 제435기, 160-161면. 

276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하는 임시규정(利用外资改组国有企业暂
行规定)」,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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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규정상 자산M&A 모델을 최초로 명확하게 

정립한 규정은 2003년에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2006년에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으로

 수정되었다)이다. 해당 규정의 제2조에 의하면, 자산M&A은 외국투자자

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

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

산을 운영하는 것이다.277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자산형 M&A가 이미 외자M&A의 주요한 법규정

상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산형 외자M&A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2.1 자산형 외자M&A를 규정한 원인 

미국 기업 M&A의 역사상 자산형 M&A의 번영이 독점심사를 기피하

기 위해서 나타났다면, 현재 중국 자산형 M&A의 생명력은 주로 채무함

정(債務陷阱)을 피함으로서 외자M&A 과정 중에서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

한 감소시키거나 기업의 필요 업무 부분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278 구

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2.1.1 자산형 외자M&A를 통한 채무함정의 회피 

채무함정(債務陷阱)이란 지분형 외자M&A에서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

의 지분을 매수하여 대상기업의 주주로 된 후, 대상기업에 청산해야 하

는 거액의 채무가 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것을 지칭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기업의 구조개편 과정 중, 새로운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기업지분에 

                                                      
277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4면. 

278 朱茜, <防范股权并购中的财务陷阱>, 「新会计」, 2013년 10월 제10기, 23-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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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접 매수를 원하지 않고, ‘깨끗한’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대상기업

이 과거에 남겨둔 각종 보이지 않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

279 실무에서 일부 외자관련의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도 기업 중에서 우량

적인 자산을 이용하여 합자한다.280 

상기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주로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중국기업 신

용체계(資信機制)가 한층 더 보완되어야 하며, 신용체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효한 경로를 통해 대상기업의 채무부담 상황을 조

회할  수  없다 .281 대상기업과  기업의  주주는  비교적  용이하게  사기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해할  수  있다 .  새로운  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을 출자하여 매수하게 되면, 해당 지분을 매도한 주주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대금을 신속하게 이전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그 결과

로 대상기업은 여전히 해당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분이 

종전의 주주에서 새로운 투자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무를 은폐

시켰다. 이에 지분을 인수한 자는 어찌할 수 없이 해당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대상기업, 특히 종전의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에

서 개편된 기업, 또는 존속한 기간이 비교적 긴 기업은 그 자체에 채권

채무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이 존재한다. 예컨대 퇴직 및 실업

한 직원의 안치한 문제, 양로, 의료, 보험 등의 부담이 있다.282 이러한 부

담은 통상적으로 직접 금액의 형태로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상관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일부는 심지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정

                                                      
279 公司并购网, <整体并购时, 资产收购的优点>, 2015년 03월 25일, 참조.  

http://www.gentlelaw.com/jbsg/191.html 

280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6면. 

281  赵旭东, <确立企业信息公示制度是中国社会信用体系建设的里程碑——《企业
信息公示暂行条例》解答一>, 中央政府门户网站 2014년 08월 27일, 참조.  

http://www.gov.cn/xinwen/2014-08/27/content_2740804.htm 

282 张礼栋, 卞昌久, 薛兵, 潘昌锋, <对企业改制中若干法律问题的思考>, 「现代法

学」, 1998년 6월 제6기, 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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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행정장관의 결정으로 집행되어 왔었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때, 금전

상의 소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및 정력을 소모해야 하며, 자주 지

분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상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는 자산형 M&A를 선호한다. 특히 대상기

업의 재무가 혼잡하고 부담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자산형 M&A가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자산형 M&A에서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것은 대상기업의 ‘깨끗한’ 자산이다. 이는 대상기업의 채무와 아무런 관

계가 없으며 대상기업의 채무는 여전히 대상기업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

다.283 자산의 범위로는 대상기업의 토지사용권, 공장건물, 창고, 생산설비, 

사무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깨끗한’ 자산이란 자산이 대상기업의 채무 

및 기업의 기타 부담과 분리되는 것이며,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매

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대상기업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산을 거래하는 쌍방이 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협의로 부담하

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한다. 

2.1.2 자산형 외자M&A와 물권상의 부담 존속 

상기 ‘깨끗한’ 자산이란 자산 그 자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 아

니다. 예컨대 자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저당권의 속성

이 물권의 범주에 속하기에 법적 효력이 추적될 수 있음으로 자산 소유

권의  이전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284 즉  만약  대상기업이  그가  매도한 

자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을 외국투

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매도하였거나 심지어 대상기업이 자산매수

인을 기만하여 ‘저당의 설정이 없다고 하거나 저당의 채무를 대상기업이 

상환하고 자산매수인과 무관함을 약정’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

                                                      
28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13조 참조. 

284  邹海林, <抵押物的转让与抵押权的效力>, 「法学研究」 , 1999년 4월 제4기,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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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합리적인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저당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경매, 판매 또는 가격으로 환산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각 대륙법계 국가의 통

례이므로 중국에서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대

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때, 해당 각 항 자산의 부담상황을 명확히 조회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소유권와  토지사용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상응한 등기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285 상기 재산의 부담을 명확히 조

회할 때, 이러한 재산에 대한 등기기관의 기록을 열람해야 하며, 권리등

기문서도 보아야 한다. 예컨대 가옥소유권증(房產證), 토지사용권증이 있

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위에 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산

을 매도하는 대상기업, 자산을 매수하는 외국투자자 및 저당권자가 공동

으로 매수 이후의 해당 자산에 대한 저당권 상황을 약정하고 등기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저당에  관한  부담은  자산 매수자에게 용이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産權(재산권)의 명의변경 문

제와 관련되므로 이러한 재산의 부담은 보통 産權(재산권)증서에 기재되

기 때문이다. 동산의 저당도 자산 매수인의 주의를 용이하게 불러일으킨

다. 왜냐하면 동산의 저당은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

문이다. 만약 대상기업이 해당 동산에 위에 저당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게 될 것이며, 해당 동산을 매수인에

게 교부할 수 없을 것이다.286 주의해야 할 점은 동산의 저당문제이다. 중

국 ‘담보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공상환리총국은 「기업동산 저당등

                                                      
285 奚天宝, <不动产抵押登记的规定>, 中国普法网 2013년 5월 21일, 참조. 

http://www.legalinfo.gov.cn/pfkt/content/2013-05/21/content_4475726.htm?node=7910 

286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担保法」, 1995년 10월 1일, 제41조, 

42조, 43조, 63조, 64조, 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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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리방법(企業動產抵押登記管理辦法)」287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각 지

역의 공상기관(工商机关)은 이미 해당 방법을 근거로 기업의 동산에 대

하여  동산저당등기를  실시하였다 .  하지만  학설  및  다수  국가의  입법을 

근거로  볼  때 ,  동산의  저당은  효율적인  공시수단이  결핍함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논쟁이 있다.288 비록 현실이 이

러하지만  중국은  이미  동산의  저당을  규정하였고 ,  동산의  저당에  대한 

등기작업이 전개되었기에 자산M&A 과정에 투자자는 응당 대상기업 소

재지의 공상관리기관에서 대상기업의 동산저당등기 상황을 조회하는 것

이 최적의 선택이다. 

2.1.3 대상기업의 자산 또는 업무에 대한 선택적 구매 가능성 

자산형 외자M&A의 또다른 장점은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을 선택적으

로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의 방식으로 회사를 확장할 경우, 외

국투자자 중 특히 거대한 다국적회사는 통상적으로 ‘규모 크고 전면적’

이거나 ‘규모 작고 전면적’인 대상기업을 선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

하고  적당한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  예컨대  현재  중국에서 

주된 업무가 분명하고 실적이 양호한 민영기업과 사영(私營)기업이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289 중국 다수의 국유기업과 일부 대형 민

영기업의 업무는 비교적 복잡하다. 만약 지분형 M&A를 채택한다면 투

자자의 많은 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M&A를 통해 인수한 기업에

는 단지 투자자가 원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아니한 자

산과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자산형 외자M&A는 외국투자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M&A방

                                                      
287 국가공상행정관리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 「기업동산 저당등기 관리방법(企

業動產抵押登記管理辦法)」, 1995년 10월 18일, 제2조. 

288  周浩昊, <动产抵押制度若干问题研究—兼对 《 物权法 》 动产抵押制度评析> 

「法制与社会」, 2007년 08월 제8기, 219-221면. 

289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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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제공하였다 .  외국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투자  및  확장의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상기업의  자산과  업무를  매수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특정 재산을 매수할 수 있고, 해당 자산과 관

련된 특정 채권, 채무를 함께 매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공급과 판매의 

경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특수 대상물은 자산M&A에 

관한 협의로 약정할 수 있다.290 

2.1.4 현실과 감독관리에 대한 고려  

중국의 일부 기업은 지분구조형 기업(股权式企业)이 아니다. 즉 회사법

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개편된 기업이 아니다. 이러한 기업에는 ‘지분권

(股權)’의 개념이 없으며 지분형 M&A의 모델로 인수될 수 없다. 이러한 

기업은 자산형 M&A를 채택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다. 물론 기업에는 

産權(재산권)의 개념은 있다. 일부 M&A에 관한 문서 중 産權(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나타난 적이 있으며, 기업의 재산권(産權)을 거래하는 모델

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産權(재산권)은 종국적으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명확한 내포와 외연이 없고 명확한 법적 의미가 없

다.291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産權(재산권)이 도대체 ‘지분권(股

權)’과 유사한 개념인가 아니면 실체물,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인 개념인

가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적당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産權(재산권) M

&A를 진행하기에는 위험하다. 

자산형 M&A를 규정하는 것은 독점심사를 하기 위한 중요한 발상이다.

 일부 관점에 의하면 자산의 매수는 사실상 일반적인 거래행위이고 당사

자 의사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며, 직접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정부의 감독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M&A관련 법률문서에

                                                      
290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97-98면. 

291 于明磊, <产权概念的经济学分析和现实法律思考——新型财产权利的法律定位>, 

「制度经济学研究」, 2003년 2월 제2기,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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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292 이러한 관점은 자산형 M&

A의 한 측면만 서술하였다. 즉 사법(private law) 속성에 관한 측면을 보

고 자산M&A의 대부분은 사법(private law) 속성이 강한 계약관계로 구생

했다고 본다. 다른 관점에 의하면, M&A가 시장경쟁, 독점의 형성 및 소

비자 이익의 보호와도 직접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M&A에 대해 적당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293 사실 M&

A의 역사에서 미국 최초의 ‘Clayton Antitrust Act’에서도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인수의 행위만 금지하였다. 하지만 그 후, 기업들이 

‘Clayton Antitrust Act’의 심사를 기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

을 대량으로 채택하여 기피함으로 최종 1950년에 ‘Celler–Kefauver Act’을

 공포하게 되고, 자산매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추가로 규정하였다. 결국 

자산을 매수하는 M&A를 ‘Clayton Antitrust Act’ 제7조의 통제범주에 포

함시켰다.294 

2.2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형 외자M&A에서 주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식이 있다. 첫째, 외국

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대상기

업의 자산을 매수한다. 둘째, 외국투자자가 직접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

하고, 해당 자산을 출자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295 아래

에서는 첫 번째 방식에 대하여 논의한다. 

                                                      
292 公司企业法常识, <外资并购的法律本质>, 法律教育网,  

http://www.chinalawedu.com/new/201305/caoxinyu2013052114592995509883.shtml 

293 臧恩富, <论资产并购中被收购公司的股东权和债权人利益的保护>, 法律图书馆
(论文资料库)网站,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8223 

294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4면. 

295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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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산M&A의 진행을 위한 쉘컴퍼니(Shell Company) 설립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란 외국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려고 의도할 때, 이러한 

목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명의로 대상기

업의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해당 외국투자기업이 해당 자산을 운영하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은 M&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과거의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는 성질이 다르다.296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단계에서 외국투자기업은 주로 ‘프로젝트 회사’

의 의미로서 기업이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

립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 중국 외국투자기업법에서 규정

한 외국투자기업은 모두 기한이 있는 기업이다. 그 후 개혁개방의 심화

발전 단계에서 외국투자기업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회사기업으로 발전

하였다. 심지어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투자기업은 여전히 특정 생산경영업무를 그 경영범위로 하는 

기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기관은 중국에서의  외자이용  산업지

도 목록297 및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다른 외자이용 산업정책298에 근거

하여, 서로 다른 외국투자기업이 종사하는 생산경영활동을 결정해야 한

다.299 

외자M&A 중,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

                                                      
296 段爱群, <外商投资并购企业境内投资立法>, 2012년 9월 12일 百度文库,  

http://wenku.baidu.com/view/978409620b4e767f5bcfce38.html?re=view 

297 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년 4월 10일, 国家发改委网站,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W020150402620481787669.pdf 

298  상무부(商務部), 「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  2002년 2월 11일, 商务部网站, 

http://www.mofcom.gov.cn/article/zt_swfg/subjectby/200612/20061204133533.shtml 

299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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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형식이다. 해당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직접 목적은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회사의 쉘(Shell)로 보아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

하는 것이다.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최종목적은 매수한 대상기업의 자산

을 기초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외국투자기업은 설

립을 신고할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특별히 설명해야 한다. 첫째, 외

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목적이다. 둘째, 매수가 성사된 

후, 종사하려는 경영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비준의 항목에는 자산매

수를 위해 해당 쉘(Shell)컴퍼니의 설립을 비준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장

래에 종사할 수 있는 경영범위도 함께 비준 받아야 한다.300 

2.2.2 쉘컴퍼니의 설립과 자산의 인수를 함께 진행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으로  역내

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론상 이러한 것을 두 개의 단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M&A의 각 당사자는 일괄적으

로  거래를  달성하고자  하며  심사비준기관이  일괄적으로  비준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

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

으로 쉘컴퍼니를 설립한 후 적합한 자산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

용될 수 없다. 만약 상기 경우를 허용한다면 쉘컴퍼니의 설립과 자산의 

매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301 예컨대 쉘컴퍼니가 설립되었

지만 자산매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미 설립된 쉘컴퍼니는 종

사할만한 업무가 없고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자산매

수  계약이  이미  발효되었지만  쉘컴퍼니가 비준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300 罗祖智, <外资资产并购制度的规避及监管>, 法制网, 참조. 

http://www.legaldaily.com.cn/interview/content/2013-

05/17/content_4469147.htm?node=43396 

30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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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적의 방법은 자산의 인수와 자산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

국투자기업의 설립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신청

과 자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일괄적으로 심사비준기관에 청구하게 되면, 

심사비준기관이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비준하는 동시에 자산매수의 계

약이 발효될 수 있다.302 이러한 방식은 중대한 이론과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외국투자기업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에 법률상 해당 민

사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도록 하는

가? 해당 자산매수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 누가 계약에 서명하

고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러한 계약의 성질은 어떻게 획정하는가?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상기 자산매수 계약은 외국투자자와 자산을 

매도하는  역내  대상기업이  서명할  수  있다고 본다 .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약정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설립하

고자 하는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될 경우, 해당 계약 중 외국투자자의 권

리의무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에게  전부  이전하고 ,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될 수 없다면, 외국투자자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한다(혹은 계약

을 해제하고 외국투자자가 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계약

에서  매수자의  권리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즉  외국투자자가  설립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이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되

기 전에는 외국투자자가 대신하여 자산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

을 진다는 것 등을 약정할 수 있다.303 

2.2.3 자산매수 계약에 대한 이론설명  

계약법의 이론상, 상기 방식은 적용이 가능하다. 계약법 자체가 강행적

                                                      
302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4조, 참조. 

303 .<中国法律制度下外资并购方式及法律分析>, 外资注册网, 2012년 7월 30일,  

http://www.chinawofe.org/html/binggoufenxi/1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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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수요에 따라 각종 계약모델의 창조를 

허용한다. 다만 창조하는 계약모델이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제3

자와 사회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계약의 이론 중에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설정하는 계약도 존재한다. 이러

한 당사자는 계약상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설립한 권리의무이다. 법률에서는 통상적으

로 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한 권리설정을 허용하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3

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하는 계약은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권리의무를 설정한 계약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304 

현재 중국 「계약법」 규정을 보건대, 이러한 견해는 일정한 법적 근

거가 있다. 예컨대 「계약법」 제64조의 규정을 보면,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채무이행 하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한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위약책

임을 부담해야 한다.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로 하여금 채권

자에게 채무이행 하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한 후,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

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305 외국투자자와 역내기업의 쌍방 당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즉 역내기업이 

장래에 설립하게 될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자산의 교부라는 주된 계약

의무의 이행을 약정할 수 있다. 만약 역내기업이 장래에 설립될 외국투

자기업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304 周娆, 王琳, <确立为第三人利益合同制度的可行性分析>, 「法制与社会」, 2010

년 7월 제19기, 39-40면 참조. 

305 「계약법(合同法)」, 1999년 10월 1일 시행, 제64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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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또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위

약책임의 부담을 약정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장래에 설립하게 될 외

국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역내기업에게 거래대금의 지불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만약 장래에 설립하게 될 외국투자기업이 역내기업에게 거래대금

의 지불의무를 이행하기 않았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상응한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 불가능할 때, 손실을 어떻게 분

담하고 책임을 어떻게 부담할지의 문제도 약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유사한 계약이 이미 실무에서 존재해왔다. 예컨대 외국투자기업

의 설립에 있어서,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에게 기술을 양도하는 것

을 부가할 경우, 외국투자자가 심사비준기관에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기

술양도 또는 기술사용허가의 합의서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기

술의 양도 또는 사용허가의 합의서는 외국투자자가 설립 중인 외국투자

기업을 대신하여 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

으며 타당하지 아니한 점이 없다.306  

2.3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자산의 인수 

2.3.1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문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한 자산M&A의 모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

자가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한 후, 해당 자산을 투자

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307 상기 첫 번째 자산M&

                                                      
306 赵相林, 曹俊, 「外商投资法律事务」, 中信出版社, 2002년 11월 제1판, 217면. 

30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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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

국투자기업’이란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쉘컴퍼니를 지칭한다. 그럼 문

제는  외국투자자가  그가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  새로  설립한  쉘컴퍼니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

수하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종전부터 생산경영에 종사고 있는 외국투자

기업이 자산M&A를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 만약 허용된다면, 이

러한 방식으로 자산M&A를 진행하는 것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조정하는 범주

에 속하는지 문제가 된다. 

2.3.2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자산인수로 감독 회피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의 관련 조문의 문의에서 볼 때, 해당 규정에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역내기업을 M&A’

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외국투자자는 그가 이미 

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자산형 M&A로 역내기업을 인수

할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

境內企業的規定)」의 통제를 받지 않다.308 

만약 외국투자자가 그의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업

의 자산을 인수할 때,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

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실무에서

의 적용을 함께 보면,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기업의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 「외국투자

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

을 배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외국투자자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308 위의 규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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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한 지분

형 M&A 또는 자산형 M&A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미 역내

에서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에게 증자 또는 대출하고, 해당 역내 대상기업

의 자산을 매수하는데 충족한 자금을 확보한 후(만약 외국투자기업의 자

금이 충족하다면 증자 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당 외국투

자기업이 대상기업과 직접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자

산을 매수한다. 다음으로 매수된 자산을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지사로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

의 규모가 자산M&A를 통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

은 통일된 관리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업무 사이에 상호 이익과 손실

을 상쇄하고 납세액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모든 자산

을 하나의 회사에 투입하므로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는 것이다. 물론 적

당한 시기에 M&A를 통해 설립한 지사 또는 업무를 다른 회사로 분할할

 수는 있다.309 어떻게 진행을 하든지 모두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역내기업을 상대

로 하는 외국투자자의 M&A에 대한 감독관리를 기피할 수 있다. 

2.3.3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자산인수의 감독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일반적인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 상

품거래행위에 속하며, ‘계약법’에 의해 처리해야만 하는 M&A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즉 「외국투자기업의 역내 투자에 대한 임시규정(外商投

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 )」이  조정하는  범주에도  속하지  아니하면 ,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的規定)」의 조정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역내

기업의 전체 자산을 매수하여 자기의 운영업무로 할 경우, 심지어 매수

                                                      
309 .<中国法律制度下外资并购方式及法律分析>, 外资注册网, 2012년 7월 30일,  

http://www.chinawofe.org/html/binggoufenxi/1744.html 



 

-143- 

한 자산을 직접 또는 약간의 개편을 거쳐 자기의 지사로 변경할 경우, 

이러한  자산매수의  행위는  실제로  자산을  매도하는  기업의  운영업무를 

인수한 것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산M&A이다.310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을 배제하고, 통제를 기피하는 M&A모델은 입법자가 원하

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의 원래 의미가 아니다. 사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

內企業的規定)」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신청과 자산 

매수의 합의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투자자의 편리를 중요시하

였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 자산매수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31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자산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자산M&A는 법적 의미에서의 투자행위

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행위이기에 현재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

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시각에서  자산형  M&A에  대한  규범화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 

그러므로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역내 대상기업의 전체적인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더 나

아가 연구해야 한다. 

사실 2003년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

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規定)」의 초안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한 적이 있다.

                                                      
310 天瑞华商, <股权收购和资产收购处理及例解>, 2015년 4월 9일 纳税服务网  

http://www.cnnsr.com.cn/cssw/kjhtml/20150409113639177074.html 

31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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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즉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

업을 인수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것,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이미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역내기업을 상대로 지분인수

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역내투자의 임시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

暫行規定)」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정식으로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暫行

規定)」을 공포할 때, 상기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 후에 두 차례

의 수정을 거쳐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

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도 상응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

다. 

2.4 자산을 매수하기 후에 그 자산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 

외국투자자가 협의로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으로 외

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규정한 두 가지 자

산M&A 중의 한 가지이다.313 해당 모델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와 역내 대

상기업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매매

를 통해 대상기업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

(기타 자산 또는 화폐자금 등을 추가할 수 있다)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

을 설립한다. 이러한 모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2.4.1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소지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

企業的規定)」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다. 

                                                      
312 原对外贸易经济合作部/ 国家税务总局/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国家外汇管理,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대한 임시규정 초안(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

暫行規定 草案)」>, 2002년 10월 1일 공부, 제18조, 참조. 

313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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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이 관심을 갖는 초점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외국투자자가 역내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단지 그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자의 한 방식이다. 합

법적이고 유효한 자산매매계약은 해당 출자의 적법성만을 증명할 수 있

다.314 통상 실무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설사 역내자산을 소지한다고 하

더라도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역

내에서의 투자기업으로 역내의 자산을 소지한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역내의 자산을 매수한 후, 즉시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로 당분간 투자로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면, 이러한 자산의 소지상

태로 존속할 수 있는가? 현재 중국의 법규상 외국투자자가 역내자산을 

소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315 그러므로 외국투자

자가 조작 목적이 아닌, 단순히 투자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역내

자산을 소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기관이 사전에 비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이 심사해야 하며, 비준 전에는 외국투자

자가 소지한 역내자산을 운영할 수 없다. 316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

業規定)」의 내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는 것

과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314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 2014년 2월 19일 수정, 제4

장 참조. 

315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8면, 참조. 

316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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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매수한 자산을 출자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의 자본금 평

가 

만약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매수할 때 이미 평가를 실시했고, 외

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의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

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역내기

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은 일괄적인 거래이며, 자산의 매수와 기업의 설립 사이에 시간상의 간

격이 없다. 그러므로 매수한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당연히 매수한 가격 또는 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기관의 자금확인

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외국투자자의 자산매수와 해당 자산을 출자로 하

는 기업의 설립 사이에 시간상 일정한 간격이 있다면, 해당 평가보고의 

평가목적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자산으로 출자하는 날

까지 평가보고가 여전히 유효하면 그 평가보호를 근거로 해당 기관에 자

금확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평가보고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자

산의 출자에 대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317 

만약 평가보고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해당 자산의 출자에 대해 다시 평

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장 거래요소의 영향으로 예컨대 M&A를 당한 

기업의 고객자원, 거래시간과 기업설립시간의 간격 등으로 인하여 자산

의 거래가격이 실제가격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새로 평가된 

가격과 매수할 때 평가받은 가격 또는 매수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

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자금확인을 받을 것인가? 일부 견해는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요구와 기업등기자본이 출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회

사법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 출자한 자산의 시장가

                                                      
317 国家统计局,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中国统计出版社, 2003년 3월, 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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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등기자본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즉 최신 평가가격을 출자와 자금

확인의 근거로 해야 한다. 318  또 다른 견해는 외국투자자의 외화유입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최초로 매수한 가격 또는 평가받은 가격

을 자금확인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319 

상기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각자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본다. 국민과 사

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출자하여 외국투자기업

을 설립할 때의 자산가치를 자금확인의 근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가 실제로 투입한 외환자금의 시각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의 최초 

투입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전자의 견해로 처리한다면, 국민과 사회신용

을 지킬 수 있지만, 외국투자자에게 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외국투자자가 대량으로 토지사용권을 매수한 뒤, 즉시 개발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의 가격이 오른 후에 다시 투자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심지어 다시 판매하여 투기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중국 당국이 외

자를 흡수하는 목적이 아니다. 만약 후자의 견해로 처리한다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한다. 특히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산가치가 이미 대

대로 매수할 때의 가치보다 하회할 때, 허위출자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

로 최적의 방법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

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요구에 따라, 역내

기업 자산의 매수와 해당 자산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동시에 진

행하면, 최소한 평가보고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다.320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문서를 공포한 기관이 이에 대하여 확장

                                                      
318 刘天善, 张力, 「经济法教程」 , 清华大学出版社/北方交通大学出版社, 2004년 

1월, 94면, 참조. 

319  郭江晓, <外资并购的法律冲突与协调完善>, 华东政法大学, 法学博士学位论文

(2005年), 18면 참조. 

320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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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하는 것이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 자산의 매수와 해당 자산에 

의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외국투자자

가 매수한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평가보고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갔을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새로이 평가된 결과로 자

금확인  받아야  한다 .  외국투자자가  역내자산을  소지함으로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만약 

새로운 평가가치가 매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매수가격을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2.4.3 자산을 매수한 후 기업설립이 실패한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행위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

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실패가 발생할 수 없고, 외

국투자자가 이미 매수한 자산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하고 역내기업자

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 실패하는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예컨대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먼저  매수하였거나 

기업설립  전에  자산매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외국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법에 의해 소지

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일반의미에서의  민사행위이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면 아니 된다. 상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

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에서는  외국투자자의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장려한다 . 즉  자산을 

매수하는 계약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

출하는 것을 장려하며, 외국투자기업의 비준설립을 매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321 하지만 해당 규정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외국투

                                                      
321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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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가 자산 M&A를 통해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투자기

업을 설립하는 행위이지, 일반적인 민사적 의미에서의 자산매수행위에는 

간섭할 수 없다. 

2.5 자산형 M&A 중 자산의 지속경영 

자산형 M&A의 존재로 인해, 자산의 지속적인 경영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 즉 자산의 매수와 소지하는 기간에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운영 결과에 대해 누가 부담하는가? 

2.5.1 법률규정의 측면 

해당 문제는 외국투자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중국 법률상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요구322와 연관된다. 외국투자자가 자

산을 매수하고 소지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투자기업이 아직 설립되지 않

았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운영한다면, 중국 역내에서 ‘상업

적 주재’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결

과를 초래한다. 「외국(지구)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하는 등기관리에 관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經

營活動登記管理辦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는 단지 아래와 같

은 영역에서 직접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첫째, 육상, 해상의 석유 

및 기타 광산자원의 탐사개발. 둘째, 주택, 토목공정의 건축, 장식 또는 

선로, 관도, 설비의 설치 등 공정의 도급. 셋째, 외국투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리를 접수하거나 도맡을 경우. 넷째,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설립한 지사. 

                                                                                                                                       
規定)」 제24조, 참조. 

322 상업적 주재(商业存在/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규정

(GATS)’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방식의 한 가지이며, 한 구성원의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 기타 구성원 역내에서 상업기구(부속기업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소재지 국가와 기타 구성원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보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에는 지사 또는 대리를 설립함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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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가 허용한 기타 생산경영활동이 있다.”323 절차상, 중국 역내

에서 직접적으로 상기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기업은 국무원 및 

국무원이 수권한 주관기관의 비준이 추가로 있어야 하고,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등기주관기관의 심사비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은  중국  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324 

상기 규정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할 

때, 상기 다섯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상업적 주재’의 요구에 

근거하여,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의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해

야 한다. 즉 상법에서의 ‘상인(商人)’을 설립한 후, 해당 ‘상인’이 생산경

영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이론상 다른 관점이 있다. 즉 현

재 중국에는 이미 ‘상인’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한계가 없다고 보며, 상

업등기를 하지 않은 자연인도 일부 상업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대규모의 상업경영은 자연인인 개인이 

진행할 수 없으며, 주로 중국에서 상업등기를 한 ‘상인’이 진행해왔다.325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

行規定)」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인수한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투

자설립하기 전에 해당 자산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326 「부동산 

                                                      
323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외국(지구)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생산경영활

동에 종사하는 등기관리에 관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
經營活動登記管理辦法)」, 1992년 8월 15일 공포, 제3조. 

324 「외국(지구)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기관리에 관

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經營活動登記管理辦法)」, 제2

조 참조. 

325 张翔, <论自然人的民事能力在商业经营中的基础地位>, 「河北法学」, 2009년 

5월 제5기, 25면, 참조.  

326 국가경제무역위원회(国家经济贸易委员会), 재정부(财政部), 국가공상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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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외자 진입허가와 관리에 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

准入和管理的意見)」에 근거하여, 역외 기구와 개인이 역내에서 비자기

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원칙을 준

수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외국인투자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쳐 관련 등기를 마친 

후, 비준한 경영범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종사한다.327 

그러므로 중국에서 특정한 영역을 제외하고,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역

내자산으로는 경영을 전개할 수 없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에서

 자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중국 역내에서 법에 의해 ‘상업적 주재’를 

설립해야 한다. 즉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투자기업이 역내의 해

당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중국역내자산의 

직접운영을 허용한다면, 공상관리의 질서에서 유효한 관리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수, 외화 등 문제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법률

이 명시한 부분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가령 중외

합작으로 자연자원을 탐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328 

2.5.2 실무적 합리성  

만약 중국역내의 자산을 외국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생산경

영을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투자자의 역내

                                                                                                                                       
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외자를 이용하

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 , 2002년 1월 

18일 공포, 제12조. 

327 건설부(建设部), 상무부(商務部),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国家发展与改革委

员会), 인민은행(人民银行),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국가외환국(国家外汇局),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자 진입허가와 관리에 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

資准入和管理的意見)」, 2006년 7월 1일 공포.  

328 「외국(지구)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기관리에 관

한 방법(關於外國（地區）企業在中國境內從事生產經營活動登記管理辦法)」, 제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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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規定)」에서 자산매

수계약의 효력발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효력발생 시기를 약정할 수 있다(하지만 통상적으

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하는 시기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당사

자들이 약정한 자산매수계약의 효력발생 시기가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시기보다 앞서 있고 자산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면, 외국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시기부터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하기  전의  기간 

동안에 외국투자기업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외국투자자는 이미 역내

자산을 소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지의 문제

가 해결되어야 한다. 설사 자산을 매매하는 당사자들이 자산매매계약의 

효력발생 지점을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하는 시점으로 약정하더라도,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시점에서부터 공상등기를 함으로써 영업허가증을 취

득한 시점까지 외국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논쟁이 있

다. 

자산M&A도  비록  기업을  신설하는  것이지만 , 이러한  신설된  기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린필드투자(Green Field Investment)한 신설 기업

과는 다르다. 해당 신설기업은 대상기업의 전체자산을 매수하고 해당 자

산의 기초에서 계속 경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경영

의  연속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계속적인 경영을 허용할 것인 여부는 자산 그 자체

의  성실과도  연계되어  있다 .  일부  자산은  특성상  경영을  정지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호텔, 제철공업에 이용되는 용광로, 가동 중

인 생산라인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자산을 인수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그 경영 또는 운행을 정지한다면, M&A 쌍방 당사자에게 비교적 큰 손

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발전에도 불리하다.329 이러한 시각

                                                      
329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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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외국투자기업이 설립되

기 이전에 외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도 일정한 합

리성이 있다고 본다. 

2.5.3 입법건의와 실무에서의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볼 때,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등

기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상응한  준비업무만  가능하고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투자자가 자산을 매수할 때, 계

획적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시 외국투

자기업을  설립하거나 해당 자산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자산은 통상적으로 그 생산경영활동

을 허용할 수 없다.330 건의사항이라면 향후 해당 규정을 수정할 때,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만약 외국투자자의 자산매수 목적이 바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이고  해당  자산을  외국투자기업에  투입하여  운영하려는데 ,  각종 

수속을 받는 이유로 인해, 외국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영

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조건부로 해당 준비 중인 외국투자기업의 명

의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산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외

국투자자가 매수한 자산이 원래의 경영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하여 생산하고 필요한 대외경영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발

전설비, 제강설비, 호텔 등을 계속 운영함으로 자산가치의 불필요한 소모

를 만회하는 것이다.331 

공평과 효율의 형평을 감안할 때, 운영하던 자산을 출자로 설립한 외

국투자기업에 있어서, 해당 자산이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한 권리의무 전

                                                                                                                                       
1판, 100-102면. 

330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편의 임시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

規定)」, 2002년 1월 18일 공포, 제12조 참조. 

331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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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하고, 출자자가 자산의 운영기간에 발

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운영하던 자산을 출자

하여 설립하려던 외국투자기업이 설립할 수 없게 되면, 우선 해당 운영 

중인 자산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자산이 책임을 부담하기

에는 부족할 경우, 자산의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332 

현행 규정에서는 상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수하는 각 당사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에 의

해,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시기와 자산을 교부하는 시기를 연계시킬 

수 있다. 일부 비교적 큰 자산M&A 사건 중, 중개기구는 자산교부의 선

결조건, 당사자의 성명 및 담보책임 등 조건을 통해 중국 법률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자치도 실현함으로 교묘하

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였다. 

2.6 자산형 M&A 중 자산의 범위  

자산M&A 중, 자산의 내포와 외연이 도대체 무엇인가? 「외국투자자

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

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실무에서도  다양한  자산M&A가  존재함으로 

인해, 자산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있다. 자산의 함의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2.6.1 대상 기업의 ‘순자산(净资产)’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M&A 중 ‘자산’이 도대체 ‘회사법’에서 규정한 실물, 화폐, 공업産

權(재산권) 등 재산인지, 아니면 회계학상 기업의 순자산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중국 국내회사의 흡수합병 및 자산재구조 과정 중에 순자산 출자라

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중에서

도 순자산 출자를 언급한 적이 있다. 순자산에 있어서, 실물, 화폐, 지적

                                                      
332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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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주식도  포함되고  심지어  채권과 

채무도 포함된다. 순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자산의 플러스와 마

이너스가 상쇄된 후의 회계결과이며 하나의 추상적인 수치이다.333 「외

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에서 조정하는 자산M&A 중, 도대체 자산의 함의를 어떻게 이해

하는가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

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산형 M&A 중, ‘자산’

에는 채권과 채무가 포함되지 않고 단지 기업의 실물, 화폐자금과 공업

産權(재산권)만 포함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

에서 규정한 출자형식은 주로 실물, 화폐자금과 공업産權(재산권)의 형식

으로 표현되지, 채권채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본다.334 그리고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

定)」에서는 전문적인 조항으로 M&A당사자들이 해당 채권채무에 대하

여 특수한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규정을 이용하여 관련된 채권

채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335 비록 M&A에 관한 기타 관련 

규정에서도 채권채무의 자산출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상기 방식은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지지할 수는 

없다.336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333 宋晓, 靳秀连, <资产 净资产 资产净值之比较>, 「山西财税」, 2005년 8월, 47

면, 참조. 

334 회사법(公司法)」, 2014년 03월 01일 수정, 26-30조 참조. 

335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13조, 참조. 

336 贺志东, 「外国企业在华分支机构和常驻代表机构稅收操作实务」, 清华大学出

版社, 2005년 01월 01일 제1판,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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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의 규정상, 자산M&A란 외국투자

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동시에 동 기업을 통하여 역내기업 자산

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동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동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지칭한다.337 상기 조문은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확장적인 해석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산에는 실물, 화폐자금과 공업産權(재산권)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권채무도 기업 

자산형식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감안해야 할 것은 중국 국내의 기업개편

과 M&A 중에서 이미 채권채무를 포함한 기업의 자산을 매도하고 해당 

자산을 출자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다. 비록 현

재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이 채권채무를 포함시키는 출자형식을 인

가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인가하였다. 최고인민법원「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

干問題的規定)」에 의하면, 기업이 그 부분 재산과 상응한 채무를 이용

하여 타인과 새로운 회사를 편성할 경우, 이전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

자가 인가하면 새로이 편성된 회사가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전하는 채

무에 대하여 채권자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지만 이에

 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의 기업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원래의

 기업이 상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새로이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주장하면, 새로이 설립된 회사는 접수한 재산범위 내에서

 원래의 기업과 연대적인 민사책임을 부담한다.338 실무에서 공상등기기

                                                      
33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제2조. 

338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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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도 이러한 유형의 기업등기를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일정한 도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상

의 자산개념은 주로 사물과 권리의 집합이고, 회계상의 자산은 가치상의 

집합이다 .  ‘회사법’이든  외국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이든  모두  회계

상의 순자산으로 출자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금확인(验资)

의 단계에서만 회계의 각도로 출자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에 출자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물적 권리의 의미,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산을 볼 때, 도대체 단순히 

실물, 화폐, 지적재산권만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 채권채무도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
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자산매수의 단계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

수할 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 재산을 매수할 것인지는 전속적

으로  당사자가  결정하므로  법률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  사실  실무에서 

거래는  아주  복잡한  것이다 .  통상  자산양도의  협의에서  인수하는  자산 

속에는 자주 기업의 전부 고정자산, 유동자금, 계약상 권리의무, 기타 채

권채무, 업무(시장, 고객명단) 및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자

산양도 협의에서 이러한 대상은 모두 법률이 허용한 것이다. 거래쌍방이 

중국  법률에  의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  예컨대  채권이전의  통지의

무,339 지적재산권 거래의 등기절차,340 외자M&A에서 외국투자자의 매수

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볼 때, 외국투자자가 어떻게 

                                                                                                                                       
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 2003년 2월 제6조. 

339 「계약법(合同法)」, 제80조.  

http://www.34law.com/lawfg/twsy/11/print_3540.shtml 

340 「특허법(专利法)」 제10조, 「상표법(商标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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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자산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한다. 매수

한 자산을 출자로 할 경우, 현행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의 규정에 따

라  처리해야  한다 .  현재  중국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법의  규정에서  볼 

때, 출자의 방식은 아직도 기계, 설비, 공업産權(재산권) 등 특정의 유형

에 국한되어 있다.341 그러므로 채권채무를 직접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채무를 직접 출자할 수 있는지는 더 나아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는 전문적인 

조문으로 M&A당사자들이 해당 채권채무에 대하여 특수한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해당 규정을 이용하여 관련된 채권채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자의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새로이 설립한 외국투자

기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342 

비록 최고인민법원이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

問題的規定)」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채권채무가 포함된 자산을 직접 새

로이 설립된 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리

스크가 존재한다. 즉 새로이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자산을 매도한 역내

기업의 채권자로부터 바로 권리행사를 될 수 있으며, 인수한 재산의 범

위 내에서 원래의 기업과 연대적인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343 

패키지로 자산을 매수할 수 있지만, 「회사법(公司法)」과 ‘외국투자기

                                                      
341 「회사법(公司法)」 제27조 참조.  

http://www.fujian.gov.cn/ggfwpt/qykb/gszcdj/zcfg/201407/t20140730_762630.htm 

342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13조 참조. 

343 「기업재편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관한 약간(若干)문제의 규

정(關於審理與企業改制相關的民事糾紛案件若干問題的規定)」, 2003년 1월 3일 공

포, 제31조, 제32조,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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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의 규정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 「계약법(合同法)」의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를 이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에서 말하는 순자산 출자

에 있어서, M&A의 효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만, 법률관계를 더욱 분명하

게 하고, 법적 근거를 더욱 충분하게 하며, 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더욱 작게 된다. 다만, 상기 결과를 합리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는 한편

으로는 규정을 제정한 기관이 어떻게 해당 조문을 해석하는지, 심사비준

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는지, 사법기관이 다양한 M&A모델

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M&A를 하는 당사

자들의 변호사가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M&A방안

을 어떻게 설계하는가도 중요하다. 

2.6.2 대상기업의 ‘채권’만 인수하는 경우 

실무에서, 일부 투자자는 “은행대출금주식전환(債轉股)(Debt for Equity 

Swap)의 모델”을 모방하여, 우선 대상기업이 갖는 제3자 기업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다음에 해당 채권을 투자자가 제3자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불과 몇 년 전에 국무원의 ‘은행대출금주식

전환’ 정책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4대 국유은행의 불량채무를 분리하

기 위하여 4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는 바로 상기 방식으로 불

량자산에 대한 개편을 실현한 사례이다.344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상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가? 일부 학자는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주류를 

이루는 관점은 “채권이 물권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채권은 특정 채무자

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이 실현되지 못할 리스

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은  ‘전환’하는  시점부터 

‘실제교부’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외국투자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자

                                                      
344 杜佳, 「货币金融学」, 清华大学出版社/北京交通大学出版社, 2006년 2월 1일, 

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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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확정원칙, 즉 자본이 ‘교부’하는 시점에서 ‘실제교부’되어야 하다는 요

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345 비록 2014년 3월부터 실시한 새로

운 회사법에서 이미 ‘납입자본(實繳資本)’제도에서 ‘거출자본(認繳資本)’

제도로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변화를 외국투자기업에 구체적으로 적

용하려면, 외국투자기업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적

으로 ‘채권’을 결제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은

행대출금주식전환’ 정책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

한 영역의 ‘채권’출자는 개별적인 안건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2.6.3 대상기업 ‘전체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M&A 중의 ‘자산’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물(物)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전체자산과 운영자산을 지칭하는지는 외자M&A에서 자주 논의되

는  문제이다 . 사견상으로는  자산M&A는  사실  자산의  거래이고  일종의 

매매이다. 하지만 모든 거래와 매매는 반드시 M&A일 수는 없다. 투자자

의 입장에서 볼 때, M&A거래의 목표는 단순한 자산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이고 업무(業務)이다.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

(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規定)」에서 말하는 자산도 일반적인 매

매에서의 자산이 아니라, 투자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과 권리의무의 집합

이다.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전체자산(整體資產) 또는 운영

자산이라고 한다.346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의 자산을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은 요소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거래의 금액’이다. 거래금액은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완전히 거래금액에 기초하지는 않는다. 예

컨대  외국투자기업이 한  토지의 사용권을  매수하는데 소모되는  금액이 

                                                      
345 张华, <关于债权出资登记的思考>, 甘肃企业登记网, 2011년 11월 28일, 참조. 

http://qydj.gsaic.gov.cn/llyj/2011/11/28/1322466214328.html 

346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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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생산라인을 매수하는 금액보다 많을 수 있지만, 전자는 M&A

의미에서의  자산이  아니고 ,  후자는  M&A의미에서의  자산이다 .  둘째는 

‘매수한 자산의 속성’이다. 매수한 자산 그 자체가 생산자료의 기본요소

를 구비하는지를 주의하고, 직접 생산경영에 투입할 수 있는지 또는 해

당 자산에 기하여 개편한 후 바로 생산경영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주의

해야 한다. 셋째는 “자산과 경영능력 사이의 관계”이다. 만약 자산을 매

도하는 기업이 해당 자산을 매도한 후, 생산경영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매수자가 해당 자산을 매수한 후 개편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생산경영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자산이 M&A 의미상의 자

산에 속한다고 본다.347 

2.6.4 대상기업의 ‘인력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M&A에는 대상기업의 직원, 기술관리자, 고급관리자 등 인력자원

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가? M&A 중, 역내 대상기업과 지방정부는 통

상적으로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 직원의 취업 및 복지 문제까지 일괄적

으로 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 다만 외자M&A를 하는 외국투자자는 자

산뿐만 아니라 원래 기업의 관리 및 생산에 익숙한 고급관리자 기술관리

인원과 노동자 등을 선호한다.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M&A의 쌍방 당사

자는 자산M&A의 협의 중 이러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이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자산M&A의 한 중요조건으로 활용

할 것이고 일정한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인력자원을 인수하

고자 하는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348 사견상, 「외

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의 조문이든 일반적인 자산M&A의 이론에 근거하든, 인력자원을 

인수하는 자산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인력자원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

                                                      
347 李岚, 「财务管理实务」, 清华大学出版社, 2005년 3월 1일, 354면 참조. 

348 干春晖, 「并购经济学」, 清华大学出版社, 2004년 4월 1일 제1판, 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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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A당사자들이  인력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별한 인사조치는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인력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다. 

2.6.5 대상기업의 ‘특별자산’에 관하여 

일부 대형 및 중형 국유기업에게는 일부 특수한 권리가 있다. 인수하

는 자는 대상기업의 일반자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의 

이러한 특수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외자M&A를 진행 한 뒤(자

산형 M&A와 지분형 M&A가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권리를 여전히 보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특별자산이라고 한다.349 이러한 특별자산은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하에 

있다. 

첫째, 토지사용권을 살펴보자. 현재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이 사용

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획발(劃撥)한 토지350이며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외자M&A를 통해 이러한 기업을 개편할 때, 

                                                      
349 孙效敏, 「外资并购国有企业法律问题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7년 7월 제

1판, 99면 참조. 

350 획발토지(划拨土地)는 사회주의 특색을 갖는 토지사용 특성이 있으며, 획발 

토지사용권이라고도 한다(중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도시토지는 국가소유

에 속하며, 국유토지 사용권의 취득방식에는 획발, 양도, 임대, 지분 등이 있다). 

‘획발토지 사용권 관리 임시방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획발토지 사용권이란 토

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의 양도를 제외한 기타 각종 방식으로 법에 의해 취득

한 국유토지사용권을 지칭한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23조 중 획발토지 사용

권의 취득경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의 획발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

부가 법에 의해 비준함으로 토지 사용자가 보상 및 안치 등 비용을 납부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교부 받게 되거나, 또는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사

용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본 법의 규정에 의해 획발방식

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법률 및 행정법규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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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국유기업 및 집단소유제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궁금해 한다. 「국유

기업 개혁 중 획발토지사용권의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國有企業改革中劃

撥土地使用權管理暫行規定)」에  의하면 ,  기업체제  개혁  중  토지사용권 

정책에 관해 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상황에 비준을 거쳐 획발(劃撥)에 

의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 즉 (1) 계속해서 도시기초시설의 용지, 공

익사업 용지와 국가가 중점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 프로

젝트의 용지, 종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다만 회사제도로 

개편 중 또는 개편된 기업은 제외한다. (2) 국유기업이 국유기업 또는 비

국유기업에 대한 흡수합병 및 국유기업이 국유기업과의 합병, 흡수합병 

또는 M&A 후의 기업이 국유공업생산기업일 경우. (3) 국유기업의 흡수

합병, 합병 중 흡수합병을 당한 국유기업 또는 국유기업 합병 중의 상대

방이 파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인 경우. (4) 국유기업이 개편 또는 개편하

여 국유독자회사로 될 경우가 있다.351 이에 외자M&A의 과정 중, 국가정

책의 차원에서 볼 때,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개편되는 경우에 획

발(劃撥) 토지사용권을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즉 외자M&

A 중,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이 해당 토지사용권을 매도할 수도 없

고, 외국투자자가 직접 이러한 무상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할 수도 없다. 

둘째, 기타 국유기업의 특허사용권이 있다. 현재 일부 대형 국유기업은 

통상적으로 행정 또는 업종상의 독점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특허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재산권에 속해야 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기업이 무상으로 향유하고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것은 

그 취득과 사용에 법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351  국가토지관리국(国家土地管理局), 「국유기업 개혁중 화발토지사용권 관리

의 잠행규정(国有企业改革中划拨土地使用权管理暂行规定)」, 1998년 2월 17일 공

포,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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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352 예컨대 항공회사의 항

공노선은 국제조약에 의해 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가  항공회사에게  사용하도록  부여한다 .  이러한  국유기업의  특수권리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외자M&A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부문의 특별한 

동의가 있는 동시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한 행정허가경영권이 있다. 일부 역내기업은 일부 특수한 행

정허가경영권을 갖는다. 비록 이러한 권리가 행정허가의 방식으로 부여

되었지만, 현재로는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특수권리는 그 당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것이지만 현재는 

거대한 시장가격을 갖는다. 예컨대 일부 지역의 택시경영권이 있다.353 시

장에 대한 감독관리의 원인으로 인해, 보통 이렇게 무상으로 취득한 경

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354 그러므로 외국투자

자가 이러한 기업을 인수할 때 해당 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넷째, 특별한 정책적인 정부 보조금 또는 혜택이 있다. 현재 일부 국유

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기타 혜택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

355 종전의 국유기업이 향유하는 특별자산에 대해, 합작으로 경영하는 기

업이 무상 또는 유상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

확한 규정이 없다. 

역내기업의 상기 특수자산 또는 특수권리 중에서 일부는 해당 특수한 

                                                      
352 국무원(国务院), <국유기업 개제업무에 관한 진일보 규범화의 실시의견(关于

进一步规范国有企业改制工作的实施意见)>, 2005년 12월 19일 공포. 

353 丁佳, <行政许可变相转让问题探讨>, 「湖南行政学院学报」, 2010년 4월 제2

기, 95면 참조. 

354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04년 7월 1일 

「행정허가법(行政许可法)」, 제9조 참조.  

355 姚文宽, <政府对国有企业的优惠政策与反补贴专向性关系的研究>, 「经济研究

导刊」, 2014년 11월 제11기,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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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위 또는 성질로 인해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외자M&A가 있은

 후, 이러한 특수권리는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유보되지 않는다. 다른 일

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특수권리가 양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

떻게 양도해야 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356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

內企業的規定)」에서 외자M&A의 대상 자산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규정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자산M&A를 통해 역

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타 관련 정부부문의 허가와 관련된 허가문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즉 인수하게 되는 서로 다른 특수권리

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를 처리하라는 규정이다.357 

2.7 외국투자기업 설립이 불가능할 때의 자산처리문제 

자산M&A의 과정에서 만약 외국투자자가 이미 대상기업의 자산을 매

수하였지만 각종 원인으로 인해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면, 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

수하기 전의 계약기초 단계이든 M&A를 진행하는 과정 중이든, 당사자

는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 인수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

다.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어떻게 매수

한 자산을 처리하는지, 중국역내에서 해당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지, 반

드시 해당 자산을 역외에 수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둘째, 만약 중국

역내에서 해당 자산을 매도한다면 외국투자자가 매수자에게 외화로의 지

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셋째, 만약 역외로 수출한다면 최초

로 해당 자산을 매도한 역내기업이 관련된 수출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356 孙效敏, 앞의 주 139의 책, 99면 참조. 

357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併購境內企業的

規定)」, 2009년 6월 수정, 제21조,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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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 대상자산이 동산일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일 가능성도 있으므

로 외국투자자는 해당 자산의 속성에 따라 스스로 역내에서 매도할 것인

지 아니면 역외로 이전한 후에 매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외환

관리조례(外汇管理条例)」에서 확립한 인민폐(RMB) 주권(主權)원칙에 의

해 당사자가 중국 역내에서 진행한 거래는 반드시 인민폐(RMB)이어야 

한다.358 그러므로 만약 외국투자자가 역내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하게 되

면, 외국투자자는 매수자로부터 인민폐의 지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

고 관련된 외환매수 절차를 거쳐 해당 금전을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수출환급(出口退税)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소유권 유보조

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통상적으로 대상자산이 이미 이전되었기 때

문에 자산을 매도한 역내기업은 해당 수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359 그

럼 외국투자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절차의 불분명, 자격의 불명 등 실제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

므로 당사자들의 사전약정을 통해, 해당 상황에서 원래의 기업이 대상자

산을 다시 갖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수출환급율을 감

안하여 적당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58 국무원(国务院), 2008년 8월 1일「외환관리조례(外汇管理条例)」, 제8조 참조. 

359 李元旭, 吴国新, 「国际贸易单证实务」, 清华大学出版社, 2005년 2월 1일 제1

판, 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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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논문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M&A과정에서 문제되

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소

개하고자 하였다. 논문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 외자M&A와 관련된 현

행 법률과 정책에 근거하여 주로 중국법상의 외자M&A 개념, 주체, 모델 

등에 대하여 법리적, 실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외자M&A의 개념에 관한 부분에서는 ‘외자(外資)’와 ‘M&A(併購)’의 기

본개념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M&A에는 흡수합병(mergers)과 인수

(acquisitions)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중국에서 외자M&A

에 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에서

는 ‘倂購(M&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오로지 인수의 내용만을 규정하

고 있으며, 합병에 관한 내용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외국투자자의 역내

기업 M&A에 관한 규정”라는 명칭을 달지 않고 “외국투자자의 역내기

업 인수에 관한 규정”라는 명칭이 해당 규정의 내용과 더 합치된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중국법상 외국기업의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직접적 흡

수합병(mergers)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 역내

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는 요구

를 준수해야하는 이유로 사실상 실무에서 중국 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

업의 흡수합병(mergers)은 불가능하다. 외국투자자들은 「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용어의 의미 차이로 불필요한 

손실과 리스크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당사자가 포함된다. 

즉 ‘외국투자자(外國投資者)’와 중국 ‘역내기업(境內企業)’이 있다. 외국투

자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국법은 아직 통일적인 명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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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다.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각종 외국투자

관련 법령에 존재한다. 본 논문은 중국 관련 법률정책의 전면적인 정리

와 연구를 통해, 중국 외자M&A 주체자격의 판단기준을 세밀하게 분석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및 외자유치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투자자

의 자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계속하여 변화되어 왔

다. 과거의 단일기준(설립등기지기준)에서 현재의 설립등기지기준과 자본

지배기준 병용으로 외국투자자 주체자격의 판단기준이 변화되었다. 그러

므로 외국투자자가 자본지배의 방식으로 외자M&A의 법률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졌고,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리고 외자M&A의 주체에 관하여 중국 역내기업의 주체자격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M&A모델에 따라서 M&A계약의 당사자도 다르다. 통상

적으로 자산형 외자M&A에서 M&A계약의 중국측 당사자는 중국 역내기

업 자체이어야 한다. 지분형 외자M&A에서 지분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

자는 중국 역내기업의 주주이어야 하고, 증자인수계약의 중국측 당사자

는 중국 역내기업 법인자체이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

후 줄곧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국에는 많은 비회사제 기업(예컨대 국유기업과 집체

기업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명확한 지분제도가 없으며 명

확한 주주개념도 없다. 이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와 엄격한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은 자주경영권도 형식화되어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대한 M&A는 정부가 직접적인 M&A계약 당사

자가 될 수 없지만 계약당사자보다 더욱 강한 결정권을 갖는다. 외국투

자자가 M&A전략을 제정하거나 M&A협상을 진행할 때, M&A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점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외자M&A의 모델에 관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외자M&A에 관한 근거법령인 「외국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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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내기업 M&A에 관한 규정」은 ‘지분형 외자M&A 모델’과 ‘자산형 

외자M&A 모델’만 명시하게 구분하고 있다. ‘지분형 외자M&A 모델’에 

관해서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회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하는 지분인

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회사 증자에 대해 매수하는 지분인수 

방식”에 대해 각기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과정 중 나

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

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인수를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역내회사 전체

주주의 일치한 동의를 얻어야만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절차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투자자가 M&A전략을 제정하거

나 M&A협상을 진행할 때, M&A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형 외자M&A 모델’에 관해서는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협의의 방식으로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인수 방식”과 “외국투자자가 역내기업자산을 

매수하여 해당 자산을 출자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운

영하는 자산인수 방식”에 대해 각기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M&A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리스크도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이 완벽한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과 기업 자

산공시 시스템을 설립하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중국 역내기업의 자산을 

매수할 때 자산인수과정 중의 자산 하자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손실과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변경하려면 정부의 특별한 행정

심사와 비준이 있어야 하므로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신청과 

자산인수의 허가신청을 동시에 중국정부에 제출할 것을 건의한다. 이러

한 절차는 행정허가의 불허 또는 인수계약 당사자의 위약으로 인해 초래

되는 손실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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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M&A에 관한 법률제도는 아직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외국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

을 인수할 때에 다양한 문제점과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외자M&A에 관한 법률제도를 정리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외국

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특히 한국기업이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할 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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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 要 

 

關於外資並購的中國法制研究 

 
首爾國立大學 法學院 

碩士研究生 
廖金君 

 
 
本文通過對中國資並購法律、法規、政策以及案例的研究與分析，詳細

介紹了中國外資並購的概念、主體以及模式等方面的相關法律制度與實務情

況。 
由於中韓兩國之間的語言文化和法律制度存在很大的差異，所以在文章

的緒論部分有必要就中國外資並購法律制度的歷史發展和法律框架作出介紹，

以便於韓國讀者在後面的文章中能夠更好的理解中國特色社會主義法律制度

的一些特殊性規定。 
關於外資並購的概念部分，本文對“外資”和“並購”兩個基本概念進行了

深入的研究與分析，其中並購(M&A)的概念應該包含“兼併”和“收購”的含義，

但遺憾的是在中國外資並購的根本性法律文件<關於外國投資者並購境內企

業的規定>中雖然使用了“並購(M&A)”的用語，卻只規定了“收購”的內容，

沒有關於“兼併”規定。 
關於外資並購的主體部分，主要包括兩方面的主體，即外國投資者和中

國境內企業方。關於外國投資者主體資格的判斷標準，中國法律上到現在為

止還沒有一個統一、完整的規定，其相關內容主要散見於各式各樣的外商投



 

-178- 

資法律文件之中，通過整理分析可以看出中國正在從過去單一的登記地主義

判斷標準向登記地主義與資本控制主義並用的複合判斷標準轉變。關於中國

境內企業的並購主體資格問題，根據並購模式的不同，並購合同的當事人也

不同。 在資產並購中，資產並購合同的中方當事人一般是中國境內企業法人

本身，在股權並購中，“舊股並購合同”的中方當事人一般是中國境內企業的

股東，“增資並購合同”的中方當事人一般是中國境內企業法人本身。 
關於外資並購的模式部分，在理論上根據不同的標準可以作出不同的分

類，但是依據目前中國關於外資並購的專門性法律文件的規定來看，中國法

律上明確採納的分類只有以外資並購交易標的來劃分的兩種模式，即股權並

購模式和資產並購模式。關於股權式外資並購模式，本文依據中國現行法律

政策的相關規定，分別對“外國投資者購買中國境內公司股東股權的股權並購

方式”和“外國投資者認購境內公司增資的股權並購方式”進行了深入的研究和

分析，並對並購過程中可能產生的諸多問題和風險進行了說明。關於資產式

外資並購模式，依據中國現行法律政策的相關規定，分別對“外國投資者設立

外商投資企業，並通過該企業協議購買境內企業資產且運營該資產的資產並

購方式”和“外國投資者協議購買境內企業資產，並以該資產投資設立外商投

資企業運營該資產的資產並購方式”進行了深入的研究和分析，同時就在並購

過程中可能產生的諸多問題和風險進行詳細說明。 
 

 

關鍵詞: 中國境內企業   外國投資者   吸收合併   兼併   收購 

外資並購   股權並購   資產並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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