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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변이익실체(VIE)란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태 이후 기업회계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FIN46 규정을 출범하면

서 도입한 개념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이해가 아니어도 VIE 기준

에 부합되면 VIE의 자산과 부채를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연결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의결권이해가 아닌 계약관계를 통하여 외상투

자 제한을 우회하는 투자방법을 가변이익실체(VIE)모델 또는 계약통제모

델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VIE모델이란 일련의 VIE계약을 통하여 역

내 사업회사를 역외시장에 간접적으로 상장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자본시장은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어 중국 

내 자금조달 경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았고, 통신, 미디어, 인터넷 업종

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었다. 2000년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이 처음으로 VIE모델을 통하여 미국 나스닥 상장

에 성공하면서 VIE모델은 중국기업이 외상투자 제한을 우회하여 역외상

장을 실현하는 투자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VIE모델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하여 제기되

어 왔다. 2015년 “외국투자법(초안)”이 공개되면서 VIE모델의 입법화가 

예견되었으나 두 차례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최종 공개된 “외상투자법”

에는 VIE모델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어 결국 무산되었다. 또한, VIE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국의 사법기관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VIE모델은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VIE모델은 운용과정에 계약구조의 불안정성, 세무, 외환거래 등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VIE모델로 역외시장에 상장한 중

국기업에 대한 공매도의 잇따른 공격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

락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중국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우량기업을 본토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CDR제도를 도입하고 커촹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에 유리한 자본시장환경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이

런 배경 하에서 VIE모델로 역외시장에 상장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다시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VIE기업은 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해외 증

시에서 상장폐지 된 후 중국 내에서 기업공개, 우회상장, 신삼판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 내 시장으로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 재무적 위

험, 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술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중국에서의 VIE모델의 활용문제에 관하여 상응한 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주요어 : 중국 가변이익실체 VIE VIE모델 외상투자

학  번 : 2017-2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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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VIE모델은 가변이익실체모델 또는 계약통제모델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

기서 말하는 VIE의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상의 개념이다. 

시나닷컴이 처음으로 VIE모델을 이용하여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지난 

십여 년간 중국의 기업들은 역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하여 VIE모델을 활용해 왔다. VIE모델이 중국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된 것은 중국의 외상투자정책, 자본시장의 발전수준 등과 

관계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기업인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시나닷

컴(sina.com) 등 기업들은 모두 VIE모델을 통하여 역외상장에 성공하였

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VIE기업들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나 

관리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고, VIE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공개된 “외국투자법(초안)”에는 계

약통제에 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VIE 관련 내용이 대폭 삭감되었다. VIE모델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어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 제정 작업

이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 다만, VIE모델의 운용과정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사법기관, 중재 기관, 정부 기관 등 관련 기관이 개

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VIE모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그 기준을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VIE모델은 운용과정에 세금, 외환, 계약구조의 불안정성 문제가 존재한

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역외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을 상대로 한 공매

도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국기업이 VIE모델을 포기하고 다시 중국 내 시

장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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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VIE모델의 활용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VIE모델의 운용 및 이후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법적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 문제들을 분

석하도록 한다. VIE모델의 적법성 및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관

련 판례나 중재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VIE모델의 운용과 해

체에 관한 법적 문제는 알리페이, 폭풍과기, 치후360 등 VIE기업의 사례

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중국에서의 VIE모델의 활용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7개 장절로 구성되

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을 포함하여 논문의 구성

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그 내용에 관하

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제2장은 VIE모델의 일반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 장에서는 먼저 VIE 개

념의 도입배경과 정의, 구축과정, VIE계약의 기본구성에 대하여 서술한 

다음 중국에서의 VIE모델의 발전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내 VIE모델의 활용현황과 관련 규제에 대하여 논의

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외상투자정책, 국가안전심사제도, 기업

결합신고제도 및 2020년 시행예정인 외상투자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

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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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VIE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VIE와 관련

된 판례와 중재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VIE계약의 효력을 판단하

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VIE 운용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 장

에서는 VIE운용과정에 존재하는 세금, 외환거래, 계약구조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제6장은 VIE 해체에 관한 내용으로 폭풍과기, 치후360, 스지쟈위안의 

사례를 들어 그 배경과 해체과정 및 CDR제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7장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 상술한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에서의 

VIE모델의 활용문제에 대하여 건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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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VIE모델의 일반론 

제1절 VIE모델의 의의

1. VIE 개념의 도입배경

VIE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VIE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VIE는 Variable Interest Entity의 약칭으로 변동이해실체, 변동지분

실체 또는 가변이익실체(可变利益实体, 이하 “VIE”)라고 번역한다. VIE

는 사실상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 상의 개념으로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FIN 46(R), 

Cosolidation of Variable Interest Entities, an interpretation of ARB 

No.511)”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2) VIE 개념의 도입배경에는 엔론사

의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다. 엔론은 자회사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이하 “SPE”)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와 결손

을 분식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숨겨오다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미국 회계기준 ARB No.51에 의하면 한 기업 실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다른 한 기업 실체의 대외적으로 유통하는 50% 이상의 의결권주식을 

가진 경우 전자가 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후자의 자산

과 부채를 전자의 재무제표에 연결시켜야 한다.3) 그러나 엔론의 경우 지

주회사가 SPE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지 않으면 SPE의 실적을 재무

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49%의 지분만을 보

1) FIN 46, revised and replaced in its entirety by FIN 46R, is a statement for the 

purposes of United State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published by the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FASB) which requiers a reporting 

enterprise to consolidate a variable interest entity(VIE). (秦语谦. VIE模式的法律规制
研究[D]. 东北财经大学, 2015年硕士论文, 제3면.)

2) 秦语谦 전게논문 제3면.
3) 王啸. 特殊目的实体会计―合并原则的正义与变革[J]. 财务与会计, 2002(12)，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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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SPE를 설립하여 손실을 은폐하였다.4) 엔론 사태의 재발과 기업회

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회계기준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VIE 개념을 도입하여 의결권이해가 아니어도 VIE의 자산과 부채를 지배

회사의 재무제표에 연결하도록 하였다. FIN 46(R)에 따르면 의결권과 달

리 변동이해(VI: cariable interest)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바 예를 들어 차입계약,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보증(guarantees) 등과 같

은 비의결권 이해가 VIE가 된다.5) VIE에 대한 식별은 어떤 자산, 부채 

혹은 계약이 그 실체의 손익변동성을 일으키고 어떤 자산, 부채, 자본 

및 계약이 그러한 손익변동성을 흡수하거나 취하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6) 즉 위험과 보상의 접근방법으로 VIE에 대한 지배권 여부를 판

단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VIE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FIN46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실체의 자본금이 극히 적고 실체의 운영은 주로 외부의 자금조달로 이루

어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실체의 주주가 극소수의 의결권을 갖고 있

고 실체의 주주는 해당 실체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세 번째는 실체의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과 경제적 이익이 정비례하지 않

는 경우이다.7) 따라서 위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VIE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VIE모델 또는 계약통제모델은 VIE를 활용하여 의결

권 이해가 아닌 계약관계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 제한을 우회하

는 투자방법을 가리킨다.

2. 홍주모델

2.1 홍주모델의 정의 및 유형

4) 노순갑. (2003).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배경과 시사점. 증권금융. Vol.02. 제65면.
5) 손평식. (2006). 특수목적회사 회계기준의 도입방안. 회계저널. 15(s2). 제257면.

6) 손평식, 전게논문 제261면.
7) 陈向聪. 我国VIE结构境外上市模式的法律规制及其未来走向[J]. 海峡法学，2015(04), 제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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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 모델이 탄생하기 전 중국에서는 역외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

달하는 수단으로서 홍주모델이 많이 활용되었다. VIE모델은 사실상 홍주

모델을 변형 또는 발전시킨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홍주모델이란 역내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케이만 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 지역에 

SPE를 설립한 후 역내회사의 자산 또는 지분을 역외 SPE에 출자하여 최

종적으로 역외 SPE의 명의로 역외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통하여 역내회

사의 간접상장을 실현하는 자금조달 모델을 말한다.8) 홍주모델이 중국 

내에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주

모델은 중국기업이 직접 역외상장을 신청하는 방법에 비하여 심사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시간과 절차적인 부분에서 모두 통제가 가능하다. 또

한, 홍주모델로 역외에 상장한 역외상장회사의 모든 주식은 미국의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등록등

기절차를 마치거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44의 매각제한 규정

에 따라 매매할 경우 모두 거래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9) 반면 중국

기업이 직접 역외상장 신청을 하면 증감위 등 관련 부문의 심사가 필요

하여 유통과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홍주모델은 조세

회피 지역에 역외회사를 설립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

한 비용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역외 SPE는 대부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하기에 세금부담이 적다. 

셋째, 역외 SPE는 등록지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등록지는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지역)이다. 또한, 상장하고자 하는 거래소 시장은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을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으므로 영미법에 익숙한 투자자들

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10)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기업은 

홍주모델을 통한 역외상장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홍주모델은 대상회사의 성질에 따라 큰 홍주모델(大红筹) 과 작은 홍

8) 廖明月. 红筹模式的优势与监管[J]. 法制与社会, 2011(01), 제90면.

9) 朱静敏. 中小企业公开上市的法律路径研究[J]. 金融法苑, 2008(04), 제99면.
10) 朱静敏, 전게논문 제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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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델(小红筹)로 나뉠 수 있다. 큰 홍주모델이란 1997년 6월 20일 국무

원에서 발표한 “역외 주식발행과 상장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11)”의 규

정에 따라 역내회사의 권익을 역외 운영실체에 증자하여 역외회사가 역

외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 또는 공개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12) 위의 통지에 따라 홍주모델을 통하여 역외상

장에 성공한 기업 중 대부분이 대형 국유기업이다. 따라서 이런 모델을 

큰 홍주모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작은 홍주모델이란 일반적으로 민영

기업의 창업자 즉 자연인이 역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VIE 또는 

지분인수 등을 통하여 역내회사의 상장 또는 자금조달의 목적을 실현하

는 것을 말한다. 

2.2 홍주모델과 VIE모델의 차이점

VIE모델은 홍주모델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다른 형태의 투자방법이다. 

양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홍주모델은 지분관계를 통하여 역외회사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만 VIE모델은 지분관계가 아닌 일련의 계약

을 통하여 역내 사업회사와 역외회사의 지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한, 초기의 홍주모델은 중국기업이 역외상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나 VIE모델은 외상투자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홍

주모델을 변형 또는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공통으로 역외상장

을 통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갖고 있다. 

3. VIE 모델의 정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VIE 개념은 엔론 사태 이후 기업회계의 투명

11) 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在境外发行股票和上市管理的通知(国发[1997]21号).
12) 劳业彬. 红筹模式中协议控制的法律风险及解决途径分析[D]. 复旦大学, 2012年硕士论文,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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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VIE를 이용한 VIE 

모델이 외상투자 제한을 우회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중국기업의 역외상장

과 자금조달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런 VIE모델을 계약통제13)모델 또는 시나모델(SINA Model, 新浪模式)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나모델로 불리는 원인은 시나닷컴이 처음으로 

VIE 모델을 통하여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VIE모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VIE모델이란 일반적으로 

일련의 VI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하여 역외 상장회사와 역내 사업회사

의 지배관계를 구축하여 역내 사업회사의 간접상장을 실현하는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역내 사업회사의 간접적인 역외상장을 위하여 그 

회사의 실질 지배자가 해외의 조세회피 지역에 SPE를 설립하고, 그 회사

가 다시 중국에 역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며, 이 외상투자기업

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하 “역내 사업회

사”)와 이익 및 지배권 이전과 관련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적으로는 해외의 SPE가 역내의 사업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하여 

SPE를 이국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14) 

VIE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된다. 먼저 역내 

사업회사의 창업자가 버진아일랜드에 SPE를 설립한다. 그 주요원인은 해

당 지역의 법률은 주주, 이사 등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

13) 계약통제는 지분통제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즉 지분을 통한 지배관계가 아니라 의사  

 자치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지배 관계를 가르친다. VIE와 계약통제는 전통  

 적인 회사법에서 논의하는 지분, 의결권 기준 이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 사이의 지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  

 나 엄격히 말하면 VIE는 회계 상의 용어이고 계약통제는 법률상의 용어이다. 계약통  

 제의 개념은 사법상의 의사자치를 표현한 것이고 VIE는 당사자 사이 의사자치 결과  

 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VIE와 계약통제라는 개념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VIE  

 는 사실상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것을 통하여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국의 규제  

 방법이지만 중국에서는 계약통제와 동등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刘燕. 企业境外  
 间接上市的监管困境及其突破路径―以协议控制模式为分析对象[J]. 法商研究, 2012(05),  

 제15면.)
14) 최갑룡. (2014). 계약통제모델을 통한 중국 투자에 대한 법적고찰. 법학연구. 17(4). 제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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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둘째, 해당 SPE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이하 “VC”), 사

모펀드(Private equity, 이하 “PE”)와 같은 전략적 투자자 및 기타 주주

와 공동으로 케이만에 상장예정회사인 SPE를 설립한다. 케이만에 회사를 

설립하는 원인은 해당 지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구조,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등에 대한 정보공시 요구가 비교적 높아 이국 증권거래소 시장

의 상장요구에 근접하기 때문이다.15) 셋째, 상장예정회사가 홍콩에 SPE

를 설립한다.16) 홍콩에 SPE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이다. 일반적으로 VIE모델을 활용한 기업은 역내 사업회사의 이

윤을 이자, 배당, 특허사용료 등 명목으로 홍콩의 SPE로 가져가고 홍콩

회사가 다시 그 이윤을 역외의 상장회사로 이전시킨다. 중국의 “기업소

득세법(企业所得税法)” 제3조17) 및 그 실시조례(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91조18)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거주자 기업19)이 중국 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거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장소와 실질적인 관

계가 없는 경우에도 중국 역내로부터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정세율인 25%보다 훨씬 

낮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2006년 8월 21일 중국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가 체결한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의 이중과세 

15) 秦语谦. 전게논문 제15면.

16) 홍콩에 SPE를 설립하는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17)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중국 역내에 원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중국 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기  

 구 및 장소와 실제 연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  

 주자 기업이 중국 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  

 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8)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비거주자 기업이 취득한 기업소득세법 제27조 5  

 항에서 규정한 소득은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아래의 소득은 기업소득  

 세를 면제한다. (1) 외국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대출 제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2) 국제금융기구가 중국 정부와 거주자 기업에 대출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3) 국무원이 허가한 기타소득.
19)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나뉘는데 동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기업이란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역내에 소재하지 않지만, 중국 역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역내에 기  

 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역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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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탈세방지 안배(이하 ‘Arrangement’)”20)의 협의문에는 다수의 세금 

우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홍콩 또는 내지의 기업의 배당소득, 이자

소득 또는 특허사용료 등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한 조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당소득의 경우 수익자

가 직접 당해 회사의 25%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징수액은 배당소득의 5%로 제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로 제한하였

다.21) 또한, 이자소득, 특허사용료는 그 소득의 7%로 제한하고 있다.22) 

이는 통상적인 이중방지 과세협정에서 규정하는 세율보다 유리한 조건으

로 홍콩의 SPE를 통하여 역외 상장회사로 관련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10%보다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홍콩은 소득원천

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홍콩 외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다.23) 따라서 VIE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홍콩에 SPE를 설립하게 된다. 넷째, 홍콩의 SPE가 중국 역

내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외상독자기업(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이하 “WFOE”)를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WFOE가 역내 사

업회사와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 이윤 배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24) VIE모델은 이런 구조를 통하여 역내 사

업회사의 간접상장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역내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 内地和香港特别行政区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安排.

21) Arrangement 제10조 제2항. 
22) Arrangement 제11조 및 제12조. 

23) 在VIE架构中设立香港公司的目的是什么？, 2018.01.10

    http://www.wanxiangam.com/news/hyyw/92.html
24) 蒋帆. VIE结构企业出路的法律分析[D]. 华东政法大学，2016年硕士论文,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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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VIE모델25)

제2절 VIE모델의 발전배경 및 그 과정

1. VIE모델의 발전배경

중국에서 VIE모델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투자

에 대한 제한규정. 개혁개방 이후 일부 영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었으나 국민경제와 국가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터넷, 미디

어, 통신 등과 같은 업종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금지

하거나 외국자본의 지분비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다. 중국의 외상투자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은 모두 

25) VIE관련 논문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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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진입에 대한 금지, 제한성 규정을 두고 있고 통신부가서비스업종과 

같은 경우 외국자본의 비례는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하여 해외에서의 관련 업종의 운영자격 및 경험을 요

구하는바 예컨대 2003년 국무원이 공포한 “중외합작판학조례(中外合作
办学条例)”제2조는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의 교육기관과 중국 역내에서 

합작하여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활동을 주최

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투자자는 

모두 교육기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

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26) 중국 정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하여 반드시 ICP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청대상은 내자 기업에 국한된다.27) 이러한 규정은 모두 외자 진입에 

대한 제한성 규정으로 외국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인터넷 기업은 초기발전과정에 연구개발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 되

고 중국 내의 자본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자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기업의 역외 직접상장에 대한 요구

가 높은 것이다. 1999년 증감위가 발표한 “기업의 역외상장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8)”에 따르면 대상회사는 “순 자산이 4억 위안 인민

폐 이상, 직전 연도의 세후 이윤이 6,000만 위안 이상, 합리적인 주가 기

대 수익률에 따라 자금조달 규모가 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성

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29) 또한, 역외상장신청 시 복잡한 심

사절차와 비교적 긴 심사 기간이 수요 되므로 자금에 대한 절박한 수요

26) 刘燕，전게논문 제16면.
27) 梁俊娇,宗贞. 我国境外上市企业拆除可变利益实体(VIE)结构的税收风险分析[J],商学研究,

    2018(03), 제28면.

28)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关于企业申请境外上市有关问题的通知(证监发行字[1999]83号).
29) 2012년 증감위가 “주식 유한회사의 역외 주식발행과 상장신고 문건과 심사절차에   

 관한 감독관리지침(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2]45号―关于股份有限公司境外发  
 行股票和上市申报文件及审核程序的监管指引)”을 새로이 발표함에 따라 동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VIE모델이 중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은 중국기업이 역외상장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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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하

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나 중소형 기업이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원인은 중

국 내에서의 상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메인보드, 차스닥, 중

소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장내 시장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하

는 중소기업주식양도 시스템 특히 첨단기술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삼판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상장조건이 완화된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 

하여졌으나 그전에는 진입장벽이 높아 중국 내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다수였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이 보다 성숙

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홍콩,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고안된 것이 VIE모델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VIE 

모델이 발전하게 된 주된 원인은 중국기업의 역외상장과 국내 상장에 대

한 요구가 높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중국기업의 자금조

달의 길목이 좁아지게 된 것이다. 

2. VIE모델의 발전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VIE모델의 발전은 중국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나모델이 탄생하기 전 Lenovo(联想), 

SOHO(搜狐), 헝다(恒大), 궈메이(国美), China unicom(联通), China 

mobile(移动) 등 중국의 대기업, 국유기업들은 홍주모델을 이용하여 역외

상장에 성공하였다.30) 홍주모델은 간접적인 역외상장 모델의 하나로서 

중국기업이 역외상장의 목적을 실현하는 한편 외국의 자본, 선진적인 기

술과 관리 경험을 중국 내로 들여올 수 있어 다수의 기업이 선호하는 투

자방법으로 되었다. 그러나 홍주모델의 발전과정에 국부유출과 조세유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홍주모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

화하였다. 2006년 중국 상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연합하여 “외국 투자

30) 통계자료는 언론 보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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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내기업 M&A 관련 규정(이하 ‘10호 문건’)”31)을 공포하여 홍

주모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10호 문건의 제11조32) 및 제42조33)는 

상무부가 홍주모델의 각 절차에 대한 두 차례 심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

여 홍주모델의 상장과정 중 핵심절차에 대한 상무부의 통제권을 확보하

였다.34) 10호 문건은 역내 자연인 또는 법인이 SPE를 설립할 경우 상무

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역외에 SPE를 설립하여 역투자(返程并购)

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과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35)하여 사실상 홍

주모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2007년 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

록”은 일부 특수산업에 대하여 외자 진입을 금지하여 사실상 홍주모델

을 통한 역외상장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홍주모델을 변형

시킨 VIE모델이 중국기업이 선호하는 역외상장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

다.

  시나모델이 성공한 이후 VIE모델을 활용한 중국기업은 대부분이 중국 

내의 인터넷 기업, 첨단기술 등 업종에 종사하는 민영기업이었다. 그 원

인은 이런 창신형, 성장형 기업의 초기 발전단계에 업무영역 및 규모 확

장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6) 이후 VIE모델은 십여 

3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国家税务总局, 国家工商行政  
 管理总局,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国家外汇管理局令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  
 规定(2006年第10号).

32) 10호 문건 제11조 역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그가 역외에 합법적으로 설립 또는  

 지배하는 회사의 명의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역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  

 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사자들은 외상투자기업이 역내투자 또는 기타 방식으  

 로 상기 요구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10호 문건 제42조 역내기업이 역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무부에 비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역내기업은 상무부에 “역외투자 기업설립 비준 사항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외에 하기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목적회사  

 최종지배인의 신분증명서류 (2) 특수목적회사의 역외상장 상업계획서 (3) 특수목적회  

 사의 미래 역외상장될 주식발행가격에 대한 인수·합병 고문의 평가보고서 중국기업  

 역외 투자 비준 증서를 취득한 후 설립자 또는 지배인은 소재지의 외환관리기관에   

 상응한 역외투자 외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34) 廖明月, 전게논문 제91면.

35) 李游. 我国VIE模式监管困境及其突破路径研究[J]. 宁夏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5

   (05),제152면.
36) 刘思乐. VIE模式的法律监管研究[D]. 吉林大学, 2016年硕士论文,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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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란 시간을 거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에 광범위하게 활

용되었다.

제3절 VIE계약의 구성

1. 기본구성

VIE모델의 핵심은 역내 사업회사와 WFOE가 일련의 VIE계약을 통하여 

역외회사가 상장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역내 사업회사에 대출의 형식

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자문, 특허사용료 등 명목으로 역내 사업회

사의 이윤을 역외 상장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다수의 VIE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VIE계약을 회사의 주주에 대한 지배 관

련 계약과 회사에 대한 경제적인 계약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있다.37) 

지배 관련 계약은 주로 의결권위임계약, 지분 질권계약, 독점구매권 계

약이 있고 경제적인 계약은 주로 자금대여계약, 독점(기술 또는 자문)서

비스 계약 등으로 나뉠 수 있다. 

2. 개별 계약의 내용

2.1 의결권위임계약

의결권위임계약은 일반적으로 WFOE와 역내 사업회사 및 그 주주 사

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주요내용은 역내 사업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WFOE 또는 WFOE가 위임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WFOE 또는 

그 대리인은 의결권 위임계약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정에 투표권을 

37) 陈潇侠. 可变利益实体结构在中国的应用及法律规制[D]. 华东政法大学, 2011年硕士论文,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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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여 사실상 역내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부 

계약에서는 대리인에게 한 표 거부권을 부여하기도 한다.38) 또한, 일부 

계약에서는 역내 사업회사와 그 주주가 WFOE의 서면동의 없이 일방적

으로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보증을 할 것을 요구한

다.39) 이러한 조항은 모두 WFOE에 의사결정권을 준 것으로 계약을 통

하여 역내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2 지분 질권계약

지분 질권계약은 일반적으로 대출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주주가 보유한 역내 사업회사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질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주주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 역내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 독점구매권 계약

독점구매권 계약은 중국의 법률,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역내 사업회사

가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경우 WFOE가 역내 사업

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

다. 최근 이래 중국의 외상투자 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계

속하여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점차 취소하고 있다. 독점

구매권 계약은 이런 변화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을 통

하여 역내 사업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을 직접 인수함으로써 직접투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되게 더 이상 WFOE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40) 

38) 刘露欣. VIE结构下协议控制的法律分析[D]. 首都经济贸易大学, 2016年硕士论文, 제8면.

39) 赵伟喆. 协议控制+VIE模式相关法律问题研究[D]. 华东政法大学, 2014年硕士论文, 제11  

 면.
40) 章兰兰. 协议控制合法性问题研究[D]. 浙江大学, 2013年硕士论文,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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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금대여계약

자금대여계약은 VIE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고 VIE모델의 직접적

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자금대여계약을 통하여 역외 상장주체가 조

달한 자금을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역내 사업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한 후 

해당 주주가 다시 역내 사업회사에 자금을 대여한다. 대여금을 상환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해당 주주가 역내 사업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WFOE로 이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금대여계약과는 달리 VIE계약에

는 이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41) 자금대여 관련 계약을 통하여 국

제투자자와 역내 사업회사 간의 자금 유통 통로를 만들고 역내 사업회사

의 이윤 또는 국제투자자의 자금이 이런 통로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게 

된다.42)

2.5 독점(기술 또는 자문)서비스 계약

독점서비스계약은 WFOE가 역내 사업회사에 기술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역내 사업회사의 이윤 중의 일부를 WFOE로 이전하

는 계약을 말한다. 독점서비스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인이 체결한 

경영성 계약의 대금은 WFOE의 수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권 범위 내

에서 계약대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권을 거쳐야만 기타 기관 또는 개

인에 자금대여를 제공할 수 있고 수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43) 따라서 역내 사업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WFOE에 의

하여 결정된다.

41) 郭念念. 协议控制模式的法律风险分析与监管建议[D]. 山东大学, 2016年硕士论文, 제

    10면.

42) 赵伟喆 전게논문 제12면. 
43) 刘露欣 전게논문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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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VIE모델의 현황과 규제

제1절 중국 내 VIE모델의 활용현황

  시나닷컴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이후 VIE모델은 역외상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중국기업에 의해 활용되었다. 시기별로 

VIE모델을 이용한 중국기업의 수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별로 보면 BAT(Baidu, Alibaba, Tencent), 신동방(New Oriental 

Education, EDU) 등과 같은 인터넷 관련 기업, 교육 기업으로부터 인터

넷게임,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기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증권시장과 미국증권거래

소 포함)한 230개의 중국기업 중에서 VIE모델을 활용한 기업은 97개 기

업으로 42%를 차지하였다.44) VIE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

나 2012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아래 자료는 현존자료 중 비교적 완전한 

통계수치이다. 해당 통계에 의하면 2012년 9월 30일 기준 VIE 모델로 상

장한 기업은 상장 폐지된 기업을 제외하고 총 117개로 상장지는 주로 미

국, 홍콩, 영국에 집중되었다.

44) Paul Gillis, “Statistics on VIE usage”, Chinaaccounting blog, 2011.4.11. 

http://www.chinaaccountingblog.com/weblog/statistics-on-vie-usage.html. 

VIE모델로 상장한 기업 리스트(2012년 9월 30일 기준)

업종 회사명칭
종목코

드
상장지 거래소 상장 일자

인터넷정보 

서비스업

新浪 SINA 미국 NASDAQ 2000-04-13
网易 NETS 미국 NASDAQ 2000-06-30

搜狐 SOHU 미국 NASDAQ 2000-07-12 
掌上灵通 LTON 미국 NASDAQ 2004-03-04

腾讯控股 700 홍콩 HKEX 2004-06-16
空中网 KONG 미국 NASDAQ 2004-07-09

前程无忧 JOBS 미국 NASDAQ 2004-09-29 
金融界 JRJC 미국 NASDAQ 2004-10-15 

http://www.chinaaccountingblog.com/weblog/statistics-on-vie-us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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酷 6 网 KUTV 미국 NASDAQ 2005-02-04 

百度 BAIDU 미국 NASDAQ 2005-08-05

太平洋网络 543 홍콩 HKEX 2007-12-18

A8 电媒音乐 800 홍콩 HKEX 2008-06-12 

中房信 CRIC 미국 NASDAQ 2009-10-16

搜房网 SFUM 미국 NYSE 2010-09-17 

优酷网 YOKU 미국 NYSE 2010-12-18

创博国际 TBOW 미국 NASDAQ 2011-02-03 

奇虎360 QIHU 미국 NYSE 2011-03-30

人人网 RENN 미국 NYSE 2011-05-04 

网秦 NQ 미국 NYSE 2011-05-05 

世纪佳缘 DATE 미국 NASDAQ 2011-05-11

凤凰新媒体 FENG 미국 NYSE 2011-05-12 

土豆网 TUDO 미국 NASDAQ 2011-08-17

전자상거래업

携程网 CTRP 미국 NASDAQ 2003-12-09 

艺龙网 LONG 미국 NASDAQ 2004-10-28

橡国国际 ATV 미국 NYSE 2007-05-04 

阿里巴巴 1688 홍콩 HKEX 2007-11-06

麦考林 MCOX 미국 NASDAQ 2010-10-25

易车网 BITA 미국 NYSE 2010-11-17

当当网 DANG 미국 NYSE 2010-12-08
唯品会 VIPS 미국 NYSE 2012-06-23

环球市场 GMC 영국 LSE 2012-06-22

온라인게임업

盛大 SNDA 미국 NASDAQ 2004-05-14

第九城市 NCTY 미국 NASDAQ 2004-12-15

完美时空 PWRD 미국 NASDAQ 2007-07-26

巨人网络 GA 미국 NYSE 2007-11-01 

畅游 CYOU 미국 NASDAQ 2009-04-02

盛大游戏 GAME 미국 NASDAQ 2009-09-25 

淘米 TAOM 미국 NYSE 2011-06-09 

中国网游 CMCE 미국 NASDAQ 2012-09-25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

永视新博 STV 미국 NYSE 2007-10-05

金山软件 3888 홍콩 HKEX 2007-10-09

文思信息 VIT 미국 NYSE 2007-12-12 

中国信息技术 CNIT 미국 NASDAQ 2008-05-21*

联合信息 KONE 미국 NASDAQ 2008-05-14

经纬国际 JNGW 미국 NASDAQ 2010-05-20*

海辉软件 HSFT 미국 NASDAQ 2010-06-30

高德软件 AMAP 미국 NASDAQ 2010-07-01

中网在线 CNET 미국 NASDAQ 2010-07-01

斯凯网络 MOBI 미국 NASDAQ 2010-12-10 

软通动力 ISS 홍콩 HKEX 2010-12-14

世纪互联 VNET 미국 NASDAQ 2011-04-21 



- 20 -

교육강의업

新东方 EDU 미국 NYSE 2006-07-07

正保远程教育 DL 미국 NYSE 2007-07-30

诺亚舟 NED 미국 NYSE 2007-10-19 

双威教育 CAST 미국 NYSE 2007-10-29 

ATA ATAT 미국 NASDAQ 2008-01-29 

弘成教育 CEDU 미국 NASDAQ 2007-12-11

安博教育 AMBO 미국 NYSE 2010-08-05

环球雅思 GEDU 미국 NASDAQ 2010-10-08 

学而思 XRS 미국 NYSE 2010-10-20 

学大教育 XUE 미국 NYSE 2010-11-02 

미디어, 출판업

分众传媒 FMCN 미국 NASDAQ 2005-07-13 

航美传媒 AMCN 미국 NASDAQ 2007-11-07 

华视传媒 VISN 미국 NASDAQ 2007-12-16

中视控股 CABL 미국 NASDAQ 2008-07-30

易达控股 CNYD 미국 NASDAQ 2009-12-07*

昌荣传播 CHRM 미국 NASDAQ 2010-05-05

中国高速频道 CCME 미국 NASDAQ 2010-06-03*

十方控股 1831 홍콩 HKEX 2010-12-13 

博纳影业 BONA 미국 NASDAQ 2010-12-09 

盛世巨龙 CDM 미국 AMEX 2011-02-09

中国三三传媒 8087 홍콩 HKEX 2011-02-28 

品牌中国 8219 홍콩 HKEX 2012-04-27 

음식료 및 

담배업

奥瑞金种业 SEED 미국 NASDAQ 2005-11-08*
华奥物种 GRO 미국 NYSE 2007-11-08

丰泽龙牧 OINK 미국 NASDAQ 2010-07-20

전통 에너지업

西南天然气 CHNG 미국 NASDAQ 2005-12-17*

中国秦发 866 홍콩 HKEX 2009-07-03

星源燃料 AMCF 미국 NASDAQ 2010-01-26

泓利煤焦 SCOK 미국 NASDAQ 2010-02-18*

하드웨어, 

반도체 및 

설비업

中星微 VIMC 미국 NASDAQ 2005-11-25

国人通信 GRRF 미국 NASDAQ 2006-03-30
东方信联 TSTC 미국 NASDAQ 2006-09-27*

展讯通信 SPRD 미국 NASDAQ 2007-06-28

蓝汛通信 CCIH 미국 NASDAQ 2010-10-01

제약, 생물과학, 

생명과학업

三生制药 SSRX 미국 NASDAQ 2007-02-07 

天星生物 SKBI 미국 NASDAQ 2009-06-26*

诺康生物 NKBP 미국 NASDAQ 2009-12-11

奥星制药 BSPM 미국 NASDAQ 2010-04-23*

江波制药 JGBO 미국 NASDAQ 2010-06-08*

香格里拉藏药 TBET 미국 NASDAQ 2011-01-25 

부동산 중개업

易居中国 EJ 미국 NYSE 2007-08-08

汉广厦房地产 HGSH 미국 NASDAQ 2010-09-13*

思源经纪 SYSW 미국 NYSE 2010-11-24 



- 21 -

금융서비스업

泛华保险 CISG 미국 NASDAQ 2007-10-31

诺亚财富 NOAH 미국 NYSE 2010-11-10

中国信贷 8207 홍콩 HKEX 2010-11-19 

汇联金融 8030 홍콩 HKEX 2012-05-04 
상업 및 

전문화서비스업

绿诺科技 RINO 미국 NASDAQ 2009-07-13*

鼎联控股 TRIT 미국 NASDAQ 2009-09-10 

소

비

품 

도

매

업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자동차)

开元汽车 AUTC 미국 NASDAQ 2009-10-05*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휴대폰)

乐语中国 FTLK 미국 NASDAQ 2009-12-17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쥬얼리)

金凰珠宝 KGJI 미국 NASDAQ 2010-08-08*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자동차)

正通汽车 1728 홍콩 HKEX 2010-12-10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자동차)

联拓集团 LAS 미국 NYSE 2010-12-10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약품)

九洲大药房 CJJD 미국 NASDAQ 2010-04-22*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의류)

博士蛙国际 1698 홍콩 HKEX 2010-09-29

비일상소비

품도매업

(백화)

庆客隆 QKLS 미국 NASDAQ 2009-10-21

건축재료업
新奥混凝土 CADC 미국 NASDAQ 2009-11-16*

圣恺工业 VALV 미국 NASDAQ 2010-05-25*

신에너지업
中国风能技术 CWS 미국 NASDAQ 2009-12-30*

大全新能源 DAQ 미국 NYSE 2010-10-07 

금속 및 채광업 侨兴资源 XING 미국 NASDAQ 1999-02-16 

운수업 中环球船务 SINO 미국 NASDAQ 2008-05-21 

에너지설비 및 

서비스업
研控科技 RCON 미국 NASDAQ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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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VIE기업 리스트45)

  VIE모델의 도입 초기에는 편법이라는 논란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십여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장기

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외상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해외 시장에서 중국개념주46) 거래량이 감소와 공매

도 공격으로 인하여 역외상장 기업들이 다시 중국 시장으로 “유턴”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VIE모델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살

펴보도록 한다.

제2절 현행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

1. 규제의 필요성 

45) 해당 도표의 내용은 苏龙飞 기자가 欧阳瑭珂의 석사논문의 수치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서 VIE기업의 리스트를 비교적 완벽하게 정리한 자  

 료이다.

    https://www.weibo.com/1323930931/yFjSW1X6U?type=comment#_rnd1555599975478 
46) 중국개념주란 외국자본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보아 역외에 상장한 중국주  

 식을 일컫는 말이다. (王跃龙, 唐豪臻, 陶紫薇. 中国概念股去红筹架构相关法律问题研  
 究[J]. 长江论坛, 2012(04), 제46면.)

제지 및 포장업 东方纸业 ONP 미국 AMEX 2009-12-17*

제조업 万桥兴业 BWOW 미국 NASDAQ 2010-05-05*

조선업 熔盛重工 1101 홍콩 HKEX 2010-11-19 

준설업 翔宇疏浚 871 홍콩 HKEX 2011-06-20 

설명:

1. 위의 도표중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데이터는 석사논문(欧阳瑭珂, “中国企业境
外间接上市中的合同控制模式研究——法律和财务的双重视角”)의 통계수치를 인용한 

것이나 해당 데이터에 대하여 일일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는 이전상장한 일자를 가리킨다.

3. 侨兴资源은 2009년부터 VIE모델을 활용하였다.

4. 熔盛重工, 博士蛙国际, 海王星辰은 부분적으로 VIE모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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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모델은 외상투자제한을 우회하는 투자방법으로 VIE모델을 통하여 

외국자본이 중국 정부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은 대부분 국가의 경제안정, 국방 

안전 등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업종으로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핵심산

업, 민감산업에 투자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안정이 위

협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업종의 경쟁을 배제·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 규제방식 및 관련 법령   

  VIE모델에 관한 규정은 단행 법률에 집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규정에 분산되어 있다. 2015년 “외국투자법(초안 의견

수렴안)(이하 ‘외국투자법 초안’)”47)이 공개됨에 따라 VIE모델의 입법

화가 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두 차례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VIE모델의 입법화는 또다시 무산되었다. 2019년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 공포됨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외상투자 

영역의 핵심역할을 하였던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외상독자기업법(外资企
业法)”을 포함한 외자3법(外资三法)48)이 폐지되고 동법은 2020년부터 시

행단계에 진입한다. 따라서 향후 세부규정의 제정과 함께 VIE모델 관련 

규제는 “외상투자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IE모델과 관련된 현행규정은 주로 외국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규제

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국투자자의 M&A 관련 10호 문건, 외

환 관리규정, 국가안전심사규정, 기업결합신고 규정 등이 있다. 아래에서

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47) 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
48) 일반적으로 외상투자와 관련된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  

 법”,“외자기업법”을 “외자3법”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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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의 외상투자규정

2.1.1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제도

(1)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 및 변화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외상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중국기업이 

VIE모델을 고안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다. 중국은 1995년 6월 처음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한 이후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

차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1995년 공개된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은 장려류, 허용류, 제한류, 금지류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동 목록 

중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허용류에 해당하였

다. 시기별 외상투자목록의 변화는 특정 시기의 중국 정부가 외상투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보여주며 부동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절차, 

세금혜택, 정부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상투자 가이드라인

의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거쳐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다.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다.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

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시행하였다. 이후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서비스 협정

(2015년)49)과 투자협정(2017년)50)에서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

입하였다.51) 과거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크게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의 형식으로 나누어졌으나 2017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적 범위

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지도목록”을 수정하여 3가지 항목

49) 内地与港澳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50) 内地与港澳CEPA投资协议.
51)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 (2018).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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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장려 산업과 네거티브 리스트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2017년 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하여 통일

적으로 지분 및 임원에 대한 요구 등을 명시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중

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2017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를 폐지하고 장려류 항목

은 계속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조치의 하나로 외상투자 분야를 진일보 개방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2)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특징52)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21개 금지 항목, 27개 제한 항목을 포함

하여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정부와 관련 부서는 네거티

브 리스트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내외자 일치의 원칙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축소하였다. 중국 정부는 

1995년 처음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공포한 이후 2007년을 제외하고 점

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2018년 판 네거티

브 리스트 중 금지 항목은 2017년의 28개로부터 27개로, 제한 항목은 

2017년의 35개로부터 21개로 감소하여 총 15개 항목이 폐지되었다. 또

한, 자유무역구 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190개 항목으로부터 

2014년 139개 항목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시범지역을 상하이, 광

동, 천진, 복건 네 개의 자유무역시험구 확대되어 122개 항목으로 줄어

들었다. 2017년 6월 국무원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상투자 진입 특

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를 발표하여 100

여 개 항목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여러 분야에 거쳐 외상투자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1, 2, 3차 산업에 

52) 2018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将重点放开22个领域, 2018.06.29.

    http://finance.sina.com.cn/china/gncj/2018-06-29/doc-iheqpwqy495615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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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금융, 교통 운송,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문화, 유통서비스 등 국

가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였다. 구체적으로 은

행업, 송전망 건설, 철도 여객운송회사, 주유소 등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을 폐지하였다. 셋째,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동차, 금융 분야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개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금융 업종의 경우 증권

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금융업의 외자지분 제한을 폐지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

업의 경우 단계별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상용차 제조업의 외자지분 제한

은 2020년 폐지하고 승용차 제조업의 외자지분 및 외국인 투자자의 완성

차 생산 회사의 설립 수량 제한은 2022년 폐지할 것을 밝혔다. 넷째, 문

화, 출판, 인터넷서비스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종은 여전히 금지 항목

으로 되어 있다. 2018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규제 항목을 

대폭 줄였으나 민감업종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표3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시기별 변화54)

(3) 시사점

  중국의 외상투자정책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점차 줄이고 외자지분 및 임원에 

53) 장려목록 중 지분 요구가 있는 19개 목록은 제외함.
54) 부동한 시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외상투자목록 제한 항목 금지 항목

1995년 113 30

2002년 74 33

2004년 78 36

2007년 87 40

2011년 79 38

2015년  3853) 36

2017년 35 28

2018년 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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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외국인투자 제한으로 

VIE모델로 역외상장한 기업들이 우회적인 투자방법을 거치지 않고 JV 

설립, 지분양도 등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VIE모델을 주로 활용하는 TMT55)업종은 

여전히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VIE모델은 계속하여 활용가치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1.2 기타 규정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정은 국무원 산하의 

부서에서 공포한 아래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9월 중국의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 및 음란물·불법 출판물 단속 판공실에서 연

합하여 공포한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13호 통지56) 에서는 “외국투자자

는 기타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계약 체결 혹은 기술지원 등 간접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온라인게임운영업무를 실제 지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유저등록, 계좌관리, 포인트 카드 소비 등 직접 외국투자자가 

실제 지배하거나 소유권을 보유한 게임네트워크, 대전플랫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통제하거나 온라인 게임 운영업무부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여 핵심사업은 반드시 내자기업이 수행하도록 요구한

다.57) 그러나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판권국은 외상투자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도 해당 문건에 대한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공포로 인하여 VIE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

고 특정 산업에 대하여 영향을 줄 뿐 보편적 의미에서의 VIE모델에 대

한 금지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58) 

55) TMT(Technology，Media，Telecom)업종이란 통신, 미디어, 기술업종을 가리킨다.
56)新闻出版总署, 国家版权局, 全国“扫黄打非”工作小组办公室关于贯彻落实国务院《“三

定”规定》和中央编办有关解释，进一步加强网络游戏前置审批和进口网络游戏审批管理
的通知(新出联[2009]13号).

57)김건식,정영진. 중국회사법(2018년). 박영사. 제314-315면
58)徐天. VIE架构的法律风险及其监管研究[D]. 华东政法大学, 2016年硕士论文,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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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인투자자의 M&A 관련 규정

2.2.1 국가안전심사규정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이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

는 거래에 대하여 경제안정 위기의식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다. 국가안전심사에 관한 규제는 독립적인 단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독점법(反垄断法)”, 국무원과 상무부에서 공포한 규정

에 분산되어 있다. 국가안전심사와 관련된 원칙적인 규정은 “반독점

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자본이 역내기업을 인수·합병 

또는 기타 형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여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 기업

결합신고와 국가안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1년 2월 3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

한 통지(이하 ‘6호 통지’)”59)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상무부는 

“외국 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이하 ‘53호 규정’)”60)을 발표하였다. 동 통지는 안전심사 대상과 그 

범위, 심사내용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통지

의 내용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무부의 안

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내자 기업을 인수·합병하

거나 VIE기업이 역내 사업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거래는 국가안전심사

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안전심사 범위 및 대상 

  국무원의 6호 통지 제1조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국방 안전과 관련된 

기업 또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예컨대 중요 

59) 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 
60)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商务部公告2011年第5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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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요한 에너지 및 자원,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수 서비스, 핵

심기술, 중대한 설비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해당 

기업의 실제 지배권61)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안전심사 범위에 포

함된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실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가안

전심사절차가 발동된다. 실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외국 투자자가 인수·합병 거래를 통하여 단

독 또는 합계 대상기업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② 인수·

합병 거래를 통하여 대상기업의 50%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역내기업의 의사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 지배권을 외국 투자자에

게 이전하는 경우. 안전심사의 대상은 외국 투자자가 직접 내자 기업 또

는 외상투자기업의 중국인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역내기업을 인수 또는 직접 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수회사(외

상투자기업)를 설립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VIE기업이 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업종을 영위

하는 기업의 실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안전심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62) 그러나 안전심사 규정은 심사대상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서“중요”, “핵심”, “중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

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부 국가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인터넷,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대상은 안전심사범위에 빠져 있

다. 

(2) 국가안전심사기관 및 심사내용

  안전심사는 외국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61) 국무원의 6호 통지 제1조 제3항. 외국 투자자가 실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란 외  

 국 투자자가 인수·합병 거래를 통하여 역내기업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62) 앞의 통지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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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담당한다. 대상기업이 종사하는 업종과 

관련 감독, 관리기관이 다름에 따라 안전심사 과정에 상무부 이외의 관

련 부서가 실질적인 심사기관으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전

심사의 내용은 주로 당해 거래가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

이다. 국무원 판공청의 6호 통지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국가안전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에 필요한 국내

제품의 생산능력, 국내 서비스의 제공 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에 대한 영

향 등 국방 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 경제의 안

정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 ③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 기본생활 질서

에 미치는 영향. ④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

술의 연구개발능력에 미치는 영향63). 6호 통지에서는 국가안전심사의 기

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

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나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

정만을 두고 있어 사실상 심사기관의 재량권에 따라 인수·합병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

(3) 심사절차 

  국가안전심사절차는 일반심사절차와 특별심사절차로 나눈다. 일반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무부는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인수·합병 거래

의 경우 연석회의에 심사신청을 한다. 연석회의는 상무부의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에서 만장일치로 해

당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

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상무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

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을 받으면 연석

회의의 특별심사절차가 발동되는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거나 

의견상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국무원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한

63) 앞의 6호 통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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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4) 심사과정에 안전심사 신청인은 거래방안을 수정하거나 거래를 취

소할 수도 있다.65)

(4) VIE기업에 대한 영향

  외국 투자자는 지분 대리보유, 신탁, 다층적인 재투자, 임대, 자금대여, 

계약통제(VIE), 역외거래 등 형식으로 안전심사를 회피할 수 없다. 외국 

투자자가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실질 내용과 실

제 영향에 따라 안전심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66) 중국의 

다수의 인터넷 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VIE모델을 통하여 외상투자가 제

한 또는 금지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역내기업을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 상무부의 규정에 따라 계약통제 즉 VIE모델로 국가안전심

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 중 

중국의 관련 부문에서 “계약통제”를 이유로 대규모적인 조사, 처벌한 

전례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VIE모델에 대한 실

제 처벌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통제”방식으로 국가안전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외국 투자자가 인수·합병거

래를 통하여 국방 또는 국가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자 하는 경우 VIE모델의 활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다. 국가안전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VIE모델을 통하여 외국 투자자가 역

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여전히 국가안전심사가 발동될 여지가 있

기 때문이다. 

2.2.2 기업결합신고규정

64) 앞의 6호 통지 제4조.
65) 상무부의 53호 규정 제8조.

66) 앞의 규정 제9조.
67) 外资并购安全审查制度简介, 2016.12.29.

    https://www.vantageasia.com/zh-hans/外资并购安全审查制度简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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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 시행을 계기로 주관부처인 상무

부에 반독점국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대한 반독점심사를 대폭 강화하였다.68) 반독점법

은 다국적기업이 인수·합병거래를 통하여 중국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면

서 중국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배제할 가능

성을 우려하여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 내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업결합 신고범위

  반독점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정의

하고 있다. ① 경영자 합병의 경우. ② 경영자가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

하는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③ 경영자가 계

약 등의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69) 기업결합신고의무는 중국기업

과 외국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 의무자는 결합유형이 합병방

식이면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가, 기타 방식이면 지배권을 취득하

거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자가 신고하되 다른 경영자는 협

조할 의무가 있다.70) 그러나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기타 각 경

영자의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지분 또는 자산이 기업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한 경영자의 소유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71)

68) 박제현.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동향 및 시사점. 신한은행 FSB연구소 Future Strategy  

 &Business Development. 제14면.
69) 반독점법 제20조.

70) 박제현 전게논문 제14면.
71) 반독점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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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

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에서의 매

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최소 2개 이상의 경

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동된다. 중국기업의 경우 기업결합에 참여

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합계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동시에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

여야 한다.72) 매출액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특수업종, 분야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산정한다.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

도 상무부는 동 부서에서 수집한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그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갖추거나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73)

(3) 기업결합 심사기준

중국의 반독점법상 심사기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그 시장

에 대한 지배력. ②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③ 기업결합이 시장 진입

이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④ 기업결합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경영

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⑤ 기업결합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⑥ 기타 상무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

소.74) 반독점법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기

72) 국무원의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中华  
 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9号) 제3조.    

73) 앞의 규정 제4조.
74) 반독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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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결합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요소들

을 제시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경쟁 제한

성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장의 확정에 관한 가이드라

인(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 “기업결합 심사방법(经营者集中审查办
法)” 및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관한 잠정규정(关
于评估经营者集中竞争影响的暂行规定)”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75)

(4) 기업결합 신고절차

  기업결합 신고 의무자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기업결합실시예정날짜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의무자의 관

련 증빙서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

명문, 기업결합합의 및 관련 서류,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상무부에 자체신고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고할 수 있다.76) 상무부는 경영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2차 심사 여부를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차 심사가 개시된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

야 하고 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77)     

(5) VIE기업에 대한 영향

  현재까지 VIE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기업결합신고 이슈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월마

트의 1호점 지분인수 건과 중국판 카카오택시인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

의 합병 건78)이다. 아래에서는 월마트의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75) 최원표. (2014).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연구: 한국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64-65면.

76) 상무부의 기업결합신고방법 제10조.
77) 반독점법 제25-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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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마트의 1호점 지분인수 사건 개요

  중국의 온라인마트업체인 1호점(이하오디엔)은 VIE모델을 통하여 역외

에 NIUHAI 지주회사를 두고 홍콩의 WFOE와 역내사업회사(NiuHai상하이

와 YiShiDuo)를 통하여 1호점 업무를 운영했다. 2011년 월마트는 1호점

의 지분 17.7%를 인수한데 이어 NiuHai지주회사의 지분 33.6%를 추가 인

수하기로 하였다. 1호점은 자체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

으로 B2C 업무도 수행하였다. 당시 관련 규정에 의하면 B2C 업무는 부

가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외자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기업

결합신고 신청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였다. 상무부는 월마트의 성숙한 저장, 배송시스템과 브랜드 

인지도, 거래처 등 경쟁우세가 1호점으로 확산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의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

다. 상무부의 승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NiuHai상하이는 직접적인 제품 

판매의 목적으로만 자체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서비스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NiuHai상하이는 자체 플랫폼을 통하여 

기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월마트

는 VIE 모델을 통하여 YiShiDuo가 운영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79) 2015년 중국의 공업과 정보화부는 “온라인데이터처리와 

거래처리업무(경영유형 전자상거래) 외자지분 제한 개방에 대한 통

지”80)를 발표하여 부가통신서비스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분야의 외자 진

78) 2015년 텐센트의 디디다처와 알리바바의 디디다처가 전격 합병한 이후 회사명을 디

디추싱으로 변경하였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는 중국 내 모

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중국에서 각 80%, 1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2016년 8월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와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점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이슈가 큰 화

제가 되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滴滴和优步合并两周年, 2016.08.02. 

http://special.caixin.com/event_0801_2/)

79)关于解除沃尔玛收购纽海控股33.6%股权经营者集中限制性条件的公告(商务部公告2016年
第23号). 

80)关于放开在线数据处理与交易处理业务(经营类电子商务)外资股比限制的通告(工信部通

http://special.caixin.com/event_080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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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따라서 2016년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분야

의 외자 진입이 허용되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더욱 많은 경쟁자가 들

어올 것이고 조건부 승인의 제한성 조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

나 배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이유로 제한을 해제하였다. 

나. 시사점 

  1호점의 지분인수 건은 상무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VIE모델에 대

한 태도를 밝힌 것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VIE모델의 적법성

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결정은 상무부의 공고문은 

VIE기업의 인수·합병거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2016

년 우버차이나와 디디추싱의 합병 건에서도 상무부는 명확히 기업결합심

사 의지를 밝혔다. VIE기업의 인수·합병거래가 기업결합의 유형에 해당

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동되는데 1호점의 인수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VIE 델을 통하여 외자 진입규제를 우회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건부 승인의 형식으로 제한성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우

버차이나와 디디추싱의 합병 건에 대한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는 2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심사 중이다.

  그러나 1호점 지분인수 건에서 주목할 점은 경영자 합병의 경우가 아

니기에 기업결합신고의무자는 매수인 즉 월마트이다. 1호점은 VIE모델로 

역외시장에 상장하였지만, 월마트는 VIE모델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1

호점 지분인수 건과 달리 디디추싱의 합병 건에서 VIE구조를 갖고 있는 

디디추싱이 매수인으로서 기업결합 신고를 하면 당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배제 가능성을 떠나서 VIE모델로 인하여 인

수·합병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VIE기업의 인

수·합병거래가 기업결합에 해당하면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동되고 심사

과정에 VIE모델로 인하여 제한성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2015]19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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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입법 동향

  개혁개방 이후 “외자3법”을 핵심으로 하는 외상투자 법률체계를 구

축하였다. 2015년 1월 19일 상무부는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입

법계획(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과 “국무원의 2014년 입법사업

계획(国务院2014年立法工作计划)”에 따라 기존의 외자3법을 중심으로 

하는 외상투자 법제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

개하여 동 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작업을 시작하였다. 외국투자

법 초안 의견수렴의 출범은 체제개혁의 하나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

상투자를 촉진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이다. 동 초안이 공개된 이후 중국 정부는 3년여 시간에 거쳐 전 사회

적인 의견수렴을 하였고 2018년 12월 23일 개정된 “외국투자법(초안)”

(이하 “2018년 초안”)을 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

의에 상정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식 사

이트에 2018년 초안을 공포하고 2019년 2월 24일까지 또다시 전 사회적

인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2019년 3월 15일 동 초안은 중국의 전국인민

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공개된 “외국투자법” 초안에는 VIE모델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

정이 대거 포함되어 VIE모델의 입법화가 예견되었으나 두 차례 의견수

렴을 거쳐 최종 공개된 “외상투자법”에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

었다. 아래에서는 “외상투자법”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 향후 VIE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1.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81)

81) 아래 외상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  

위원장 왕천이 2019년 3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에 대한 설명문(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草案）》的说明)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는 외상투자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으로 동법의 입법 취

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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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법은 총칙, 투자촉진, 투자 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부칙을 

포함하여 총 6장, 41조로 구성되어 있고 외상투자법률 제도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

존의 외자3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상투자 법률제도를 제정한 것이다.

1.1 외상투자의 정의

  외상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조직(이하 “외국투자자”)

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역내에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동법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에 해당한다. ① 외국 투

자자가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역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②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

는 이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 ③ 외국 투자자가 단독 또는 다

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역내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법

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정한 기타 형태의 투자 활동. 여기에서 말

하는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투자하고 중국 법

률에 따라 중국 역내에 등기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82) 또한, 

외상투자법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 관련 업종의 외상투자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법 제40조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 외환시

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1.2 투자촉진

  동법 제2장에서는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국

82) 동법 제2조.



- 39 -

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외국 투자자가 법에 따라 중국 역

내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편리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외상투자촉진에 관한 메커

니즘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상할 수 있고 공평 경쟁이 가능

한 시장 환경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83) 외상투자촉진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1 외상투자정책 투명화 

  

  정부가 기업발전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은 외상투자기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된다.84) 또한, 동법에서는 외상투자기업과 관련된 법률, 법규, 규정

을 제정하면서 외상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외상투자와 관련

된 규범성 문건, 판결문 등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85) 이러한 규정은 외상투자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고 외상

투자기업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

1.2.2 외상투자서비스 개선

  동법은 외상투자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외상투자서비스 개선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국가가 외상

투자 서비스시스템을 수립, 완벽화하고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법

률법규, 정책 조치, 투자프로젝트 정보 등 방면의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2.3 내외자일치 요구

83) 동법 제3조.

84) 동법 제9조.
85) 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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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의 내외자일치의 정책을 반영하고 외상투자기

업이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제정 업무에 

참여하고 표준제정에서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하며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상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한다.86) 외상투자기업은 법

에 따라 주식, 회사채 등 증권 기타 방식을 통하여 융자를 할 수 있

다.87) 또한, 외상투자기업은 평등하게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조달도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생산한 제품, 제공

하는 서비스에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88)

1.2.4 진입전 국민대우 실시   

  국가는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

도를 시행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입 전 국민대우란 투자 진입단계에 

있어서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 활동에 대하여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보

다 낮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란 국가가 규정

한 특정 영역에서 외상투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말한

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정하거나 비준하여 공포하고 중화인민

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외국 투자자의 대우에 관

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89)

1.3 투자 보호

1.3.1 외상투자기업의 재산권 보호 강화

  

86) 동법 제15조.
87) 동법 제17조.

88) 동법 제16조.
89) 동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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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은 외상투자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은 국가의 외상투자에 대한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의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법적 절차에 외국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수

용을 하면 이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외국 투자자의 중국 역내 출자, 이윤, 자본수익 등은 법에 따라 인민

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 

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의사와 상업규칙

에 근거한 기술합작을 진행한다. 기술합작의 조건은 투자의 각 당사자가 

협상하여 확정하고 행정수단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

다.90)

   

1.3.2 외상투자 관련 규범성 문건 제정에 대한 감독 강화

  동법은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관련 부문이 외상투자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법규에 부합되어야 하고 외상투자기업의 합

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 및 시장 진입 및 퇴출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되며 외상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91)

1.3.3 지방정부의 약속 및 확약 이행 강화 

   

  동법은 지방정부가 약속 및 확약 이행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제정한 정책상의 확약과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이익, 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하여 정부 승낙과 계약을 변경해야 할 경우 

90) 동법 제20-22조.
91) 동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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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92)

1.3.4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동법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외상투자기업의 민원 해결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업무 시스템을 구

축하고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기타 투자자가 

행정기관과 그 행정인원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

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

정소송, 행정심의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93)

1.4 외상투자관리

1.4.1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조치

  동법 제4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상투자에 대하여 진입 전 국민대

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한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외상투자가 금지된 업종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되고 제한된 업종

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투자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

를 진행한다.94)

 

1.4.2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92) 동법 제25조.

93) 동법 제26조.
94) 동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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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등록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

행하고, 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 또는 영역에 외국 투자자

가 투자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관련 부문에서는 내자 기업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5)

  

1.4.3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태

  기존의 외자3법에서는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

기업에 따라 회사의 조직형태 및 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함께 외자3법은 폐지되고 외상투자

기업의 조직형태, 기관의 구성 및 의사규칙은 중국의 “회사법”, “조

합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면 된다.96) 또한, 외상투자기업

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엄격

히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세무,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97)

1.4.4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 구축

  외국기업이 중국 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국가안전심사가 발동된다. 동법은 국가가 외상투자 안전

심사제도를 건립하여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 외상투자 활동에 대하여 안전심사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심사기관의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행정심의나 행정소

95) 동법 제29조.

96) 동법 제31조.
97) 동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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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98)  

1.4.5 외상투자정보 보고제도 건립

  외상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 신용정보 공

시 시스템을 통하여 상무 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송부하고 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필요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부서별 정보공유로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에 대해 중복 전송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99) 

1.5 법률책임

    

  외국 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하는 업종에 투자한 경우 관

련 부문은 투자 활동 정지, 기한 내 지분, 자산처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투자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제한업종에 투자한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진입 특별관리조치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금지업종에서 규정한 내용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

는 업종에 투자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100)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외상투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상

투자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송부하지 않으면 관련 부문

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50만 이하의 벌금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투자

자, 외국투자기업의 위법행위는 국가의 기업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98) 동법 제35조.

99) 동법 제34조.
100) 동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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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관련 부문의 업무수행자가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와 관리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가 있거나 직무

수행과정에 획득한 상업 비밀을 유출, 불법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

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101) 

2. 외국투자법 초안과의 비교

2.1 내용변화

  외상투자법은 2015년 처음 공개되었던 외국투자법 초안과 여러 차이점

이 있다. 외국투자법 초안은 모두 11장 170조로 구성되었고 총칙,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 진입관리, 국가안전심사, 정보보고, 투자촉진, 투자 

보호, 민원처리, 감독검사, 법률책임,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공개된 

외상투자법에는 외국투자법 초안의 내용이 대폭 축소되어 모두 6장 42조

로 구성되었다. 외국투자법 초안의 내용은 국가안전심사, 정보보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으나 외상투자법은 대부분 원칙적인 규정만

을 두고 있어 향후 동법의 시행과정에 그 입법 취지를 실현하려면 하위 

규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정보보고 부담 경감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정보보고 부담을 

경감시켰다. 외국투자법 초안은 정보보고제도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열거하였다. 외국 투자자의 실제 지배인, 조직형태, 주 업무, 외국투자의 

투자 출처, 투자방식, 출자비율과 방식, 외국투자기업의 지분구조, 실제 

지배인 등 사항은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된다. VIE모델과 같이 일부 복잡

101) 동법 제37-39조.



- 46 -

한 해외구조를 가진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실제 지배인, 자금출처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고요구는 외국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 활

동을 진행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에는 정보보고의 보고사

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정보보고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확정할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외상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2.3 VIE 관련 조항 삭제

  외국투자법 초안이 처음 공개될 당시 계약통제에 관한 내용이 대거 포

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시행예정인 외상투자법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되

었다. 비록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이런 조항의 도입은 중국 정부가 

VIE모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의

미가 있다. ① 실제 통제” 개념. 동 초안에서는 “실제 통제”의 개념

을 도입하여 외국투자자와 중국 투자자를 판단하고 “통제”의 정의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규정을 두었다. 동 초안에서 말하는 외국 투자자란 

중국 역내에 투자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인, 기타 국가 또

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또는 

산하 부문 또는 기관, 국제조직을 가리키며 전술한 투자 주체의 통제를 

받는 역내기업 또한 외국 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는 우선 외국투자법상의 

관리 시스템 하에서 외상 투자자의 조직형식이 아닌 외국투자자 “국

적”에 따라 외국투자법 적용 여부가 판단됨을 의미한다.102) 따라서 중

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그 통제를 받는 역내기업은 외국 투자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② “통제”의 정의. 외국투자법 초안 제18조에서 열거

한 “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해당 기업의 50% 이상의 주식, 지분, 재산,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보유하는 경우. 둘째,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해당 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 기관의 과반수 

102) LiHua. (2015).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에 대한 고찰. 법과기업연구. 5(1). 제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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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관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셋째, 계약 또는 

신탁 등의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또는 기술 등에 결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103) VIE모델은 계약을 통하여 역내 

사업회사를 통제하는데 동 초안에서 규정한 “통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VIE모델도 “통제”의 경우에 해당되어 외국투자의 합법적인 형식

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실제 통제인”의 정의. 동 초안에서 말하는 

실제 통제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을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상술한 내용에 근거하면 

VIE구조에서 중국 역내기업을 실제 통제하는 자가 중국인 또는 중국기

업의 경우 외국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실제 통제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 동 초안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국가안

전심사, 정보보고의무가 발동된다. ④ “계약통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상무부는 초안 공개 당시 VIE기업에 대한 3가지 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신고제도이다. 즉 VIE구조를 갖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국무원 산하의 외국투자주관부문에 중국 투자자에 의한 실제 통제와 관

련한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하여 VIE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영활동을 이어

갈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청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먼저 국무원 산

하의 외국투자주관부문에 중국 투자자에 의한 실제 통제와 관련한 사실

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부문의 허가 여부에 따라 VIE구

조 및 관련 회사의 경영활동의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세 번째 방법은 

진입허가제도이다. 즉 국무원 산하의 외국투자주관부문에 진입허가를 신

청하여 해당 부문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실제 통제인 등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진입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104) 따라서 VIE기업은 먼저 주

관부문에 진입허가를 신청하고 주관부문에서 해당 외자기업의 실제 통제

103) 외국투자법 초안 제18조.
104) 외국투자법 초안에 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的说   

  明)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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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영의 범위 및 관련 업종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

종적으로 VIE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상무부가 제시한 방법의 VIE구조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국무원 산하

의 부서에 재량권을 준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VIE모델의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외상투자법에는 과도시기의 VIE구조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포괄적 조항을 두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국무원에서 정한 방식으로 외국 투자자의 투

자 활동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VIE모델의 적법

성 문제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투자법 초안 중 VIE모델

과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VIE모델을 입

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관련 입법을 통한 규제

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3. 시사점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상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 의

도를 보여준다. 외상투자법의 시행은 VIE기업에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

다고 생각된다. ① 외상투자법은 직접 VIE모델을 외상투자의 범위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 조항을 두어 향후 일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VIE모델을 허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현재로서 중국

에서 VIE모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② 외상투자법의 내용은 

외상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 정부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외상투

자법은 투자촉진과 투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외국 투자자의 외상투자에 

대하여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하여 네거티브 리스

트 이외의 분야는 외상투자기업에 내자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 권한을 제한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하

는 것을 금지하고 외상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여 이런 조치는 사실상 외상투자기업에 “초 국민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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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상투자법의 시행 및 네거티브 리스트의 축소 

등으로 중국 내 외상투자가 활성화되고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이 취소된

다면 역외상장한 VIE기업들이 다시 본토시장으로 돌아오는데 유리할 것

으로 생각된다. ③ 외상투자법 시행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시사한 바가 적지 않다. 외상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한국의 일부 대

기업이 VIE모델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영역에 진출한 

사례가 있었다. 외상투자법에서는 VIE모델을 통한 외상투자를 엄격히 금

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중국진출

을 시도해볼 수 있다. 가령 VIE모델이 입법화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 제

정 후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조조정을 진행하

거나 다른 형태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회사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미국, 홍콩 증시에서의 논의

  중국 정부는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안전심사 등 방식으로 

VIE모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해외 증시에서는 정보공시 및 

투자자 보호문제에 중점을 두어 VIE모델이 존재와 그 법적위험을 제시

하고 있다. 105)

미국 SEC는 VIE모델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VIE기업이 VIE모델과 그 법적위험에 대한 중

국변호사의 의견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6)

홍콩거래소는 정보공시를 통하여 VIE기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홍콩거래소는 “2005년 상장결정”을 발표하여 상장신청 서류에 

계약통제 및 관련 법적 위험에 대하여 공시하고 중국의 법률고문을 통하

105) 李霄琳. 论协议控制的风险因素及完善建议[D].华东政法大学,2014年硕士论文, 제35면.
106) Li Guo, CHINESE STYLE VIES: CONTINUING TO SNEAK UNDER SMOG?,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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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통제의 합법성과 상장신청 회사가 계약통제모델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장에 제약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알리페이 사태 이후 개정된 “2011년 상장결정”에서는 VIE모델을 선택

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계약통제에 대한 상장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2012년 중국 내 VIE계약의 효력과 관

련된 사건에서 중재기관의 무효판정이 공개된 이후 홍콩 거래소는 이러

한 사태를 의식하여 2013년 개정작업을 거쳐 VIE모델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였다. 2013년 도입된 16A 조항에서는 VIE모델은 외자 지분에 대한 

제한을 해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하였고, 18A 조항

에서는 법률 또는 규정에서 외국투자자가 계약 또는 계약통제의 형식으

로 지배 또는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업종의 경우 중국 변호사가 제출

한 법률의견서 또는 업무보고서에서 정면으로 관련 계약이 당해 법률 및 

규칙에 위배되지 않거나 해당 계약이 당해 법률 및 규칙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가

능하다면 중국 변호사의 법률의견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관의 보증 증빙서

류를 제출하는 것을 통하여 계약통제모델의 합법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하였다. 2015년 8월 개정된 “상장결책”에서는 상장신청 회사가 VIE모

델을 채택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해당 모델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통제의 형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홍콩에서는 정보공시를 통하여 VIE모

델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VIE모델에 대한 특별한 규

정 또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투자설명서에 VIE모델의 존재와 

그 법적위험을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홍

콩의 경우 VIE 모델의 채택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VIE 기업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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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VIE 설립에 관한 쟁점: VIE계약의 유효성

제1절 문제의 소재

 VIE모델은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지배관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VIE모델의 적법성과 그 개별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각 계약이 중국의 현행 법률, 법규 및 관련 정

책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될 경우 전체 VIE모델의 완전성, 유효성에 영향

을 미칠지 여부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07) 중국 내 

VIE모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VIE계약의 효력에 관

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VIE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VIE계약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계약으로 나누어 볼 것

인지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자금대여계약, 의결

권위임계약 등 VIE 관련 모든 계약을 하나로 보아 이러한 계약의 형식

과 그 실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반면 전체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개별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일

일이 분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108) 개별 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VIE모델은 하나의 계약으로는 계약에 의한 지배 관계를 

구축할 수 없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하여 

외상투자제한을 우회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VIE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VIE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중국 법에 따른 법리검토를 하도

록 한다.

  

제2절 유효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

107) 章兰兰. 协议控制合法性问题研究[D]. 浙江大学，2013年硕士论文, 제120면.
108) 개별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석은 최갑룡 박사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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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철학 관점에서의 분석

  법의 가치추구이론은 법학의 핵심이고 공평, 정의, 자유, 질서, 효율 

등은 모두 법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이다.109) 법이 사회생활에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과정은 자유, 정의, 질서를 보호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창조적이고 복잡한 특성이 있으므로 사회생활 가운데

서 발생한 법적 관계에 대하여 단일한 법의 가치로써 판단하기는 어렵

다. 또한, 일부 법적 관계는 부동한 가치 사이의 충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의 가치에 대하여 평정(評定)할 필요가 있다.110) 

  첫째,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국기업은 VIE모델을 통하여 상장에 필요한 

심사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여 짧은 시간 내에 역외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에 성공하였다. 또한, 역외상장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적인 기술, 관리 경

험을 받아들이고 기업의 세계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VIE모델의 

효율 가치를 보여준다. 

  둘째, 자유의 관점에서 VIE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역외 상장회사, 역

내 사업회사, WFOE 및 그 주주들은 일련의 VIE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의사자치의 표현이다. 또한, VIE모델을 선택하여 역외상장을 시도한 것

은 기업의 자주적 경영행위로서 시장 주체가 자유 가치를 추구하는 표현

이다.111) 법은 시장 주체의 자유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규범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질서의 관점에서 VIE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VIE모델이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 관련 규제의 적

용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결국 외상투자 관련 규제질서에 어긋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VIE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109) 叶存金. VIE结构的合法性探讨[J]. 公民与法(法学版), 2012(05), 제10면.

110) 邢坤. 协议控制(VIE结构)法律效力研究——以小米集团上市为例[J]. 现代管理科学, 

     2019(02), 제116면.
111) 邢坤, 전게논문, 제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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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효율, 자유, 질서의 가치를 평정(評定)하여야 한다. VIE모델은 외상

투자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중국기업 및 중국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단순히 외상투자 관련 규제질서에 어긋난 

것을 이유로 전부 무효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

장에서 이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2. 계약법 관점에서의 분석

2.1 계약의 성립 및 발효요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 의사 합치에 따라 성립된다. VIE계약은 VIE 관련 

당사자 사이의 의사 자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의 성립요건에 

부합된다. 계약이 성립된 후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계약만이 법

적 효력을 갖는다. 중국 “계약법(合同法)” 및 “민법총칙(民法总则)”

의 규정에 의하면 유효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당사자 적격. ② 진실한 의사 표시. ③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

고 법률,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의 형식은 당

사자 사이 약정 또는 법에서 정한 형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VIE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사행위 능력과 민사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사기, 협박

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의사 표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되고 지분 질권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련 등기절차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므로 법에서 정한 계약의 

형식에 부합된다. VIE계약의 유·무효를 다툼에 있어서 핵심은 VIE계약

의 내용이 법률,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VIE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성립조건, 계약 무효 사유 해당 여부 등을 

분석하여 그 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판단한다. 중국의 “계약법” 제

52조에서 규정한 무효 사유는 ① 일방이 사기, 강박의 수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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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악의로 통정하여 국

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③ 합법적 형식으로 불

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④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⑤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VIE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

의는 주로 ③과 ⑤의 경우에 해당여부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아래에서

는 VIE계약이 “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

토하도록 하도록 한다.

2.2 계약 무효 사유 해당 여부

2.2.1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위반 해당 여부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국의 “민법총칙” 제

153조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

나 해당 강행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

을 때는 유효하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112)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

기에 앞서 상술한 조항에서 언급한 법률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넓은 의미에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포함한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민족 자치 

법규, 부문 규정,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들을 모두 포함한

다. 그러나 법률의 범위에 대하여 확대해석을 하면 계약이 무효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범

위에 대하여 제한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113) 1999년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1)(이

112) 중국은 기나긴 준비시간을 거쳐 기존의 민법통칙을 기반으로 한 민법전 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민법통칙 역시 현재 시행 중이고 민법통칙 제58조에서도 법률  

  을 위반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반하거나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목적을 은폐하는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였다. 
113) 王利明. 合同效力问题研究[J]. 法律与适用, 2015, 제4면.



- 55 -

하 ‘계약법 해석(1)’)”114)의 제4조에서는 계약법이 시행된 후 인민법

원은 계약의 무효를 판단하면서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지방성 

법규, 행정 규정을 근거로 들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국 인민

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만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중국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

는 제한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업종에 해당할 경우 외

국인투자가 불가하고 제한업종은 JV 설립 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

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역내기업의 자산 또는 지

분을 인수할 경우 10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 등 관련 기관의 인허

가가 필요 된다. 그러나 VIE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분 또는 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10호 문건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VIE계약이 10호 문건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VIE계약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방식

이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동 규정은 국무원 산하의 부문에서 공포한 부문 규정으로 계약법 해석에

서 언급한 사법해석의 적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115) 따라서 법률, 행

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2.2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해당 여부

  “계약법” 제52조의 제3항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주로 합법적 형식으

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의 본질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114)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一)(法释[1999]19号).
115) 张哲畅. 协议控制模式中控制协议的效力性分析[J]. 惠州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8(38),

    제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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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계약의 실질은 관련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간접적인 상장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종의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

다. 먼저 탈법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탈법행위란 우회

적인 수단으로 강행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강

행규정이란 금지규정, 조세법 법규 등을 말한다. 당사자가 우회적인 수

단을 이용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용한 것이고 그 목적은 법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116) 즉, 각 당사자는 진실한 의사 

표시에 근거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련의 VIE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자본의 진입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회피하여 자본조달과 상장의 목

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탈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거

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취할 바가 못 된다. 탈법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면

서 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강행법규의 목적에 따라 

구별하여 해당 법규의 유일한 목적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라면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경제적 안

전이 주된 목적인 법규일 경우 위반행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이다.117) 따라서 탈법행위에 대하여 모두 무효로 보는 것

이 아니라 “불법목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제한해석을 하고 그 효력

을 판단하면서 전체 행위의 사실관계와 배경을 참고하여 전면적으로 해

당 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1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탈법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강행법규의 목적이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효한 것으로 볼 가능성은 적다. VIE계약과 관

련된 것은 주요하게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안전과 관련된 규정

이다. 따라서 VIE계약의 목적이 외국인투자 제한을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기

116) 王泽鉴著.《民法总则》(增订版)[M].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年版，제284면.

117) 史尚宽.《民法总论》[M].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1年版，제333면.
118) 赵馨, 程璇. VIE模式的法律效力分析―基于合同法第52条[J]. 中共青岛市委党校(青岛行  

  政学院学报), 2015(01).，제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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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3. 회사법 관점에서의 분석

  일부 학자들은 회사법의 관점에서 VIE계약 중의 일부 내용은 하자가 

있으나 전체 계약을 무효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VIE계

약에서 의결권위임계약은 주주가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된다. 의결권위임은 회사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만, 사익추구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

우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독점구매권 

계약 하에서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 제한이 취소되면 역내 사업회사는 

WFOE의 자산 또는 지분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WFOE의 기존 주주의 우선 구매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위

임계약 또는 독점구매권 계약은 계약을 통하여 역내 사업회사가 역외 상

장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성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

를 근거로 전체 VIE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19) 

4. 계약 무효의 효과

  VIE계약의 무효로 인정될 경우 무효로 확인된 민사행위로 인하여 상

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 

반환하여야 하는데120), VIE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상 투자자가 내자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단순하게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호 

교부한 재산이나 이익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121) VIE계

약 관련 당사자들이 수가 많고 법인, 자연인을 포함하고 이해관계가 얽

119) 邢坤, 전게논문 제117면. 저자는 샤오미의 상장사례를 들어 VIE계약의 효력을 회사  

  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120) 江平.《民法学》[M].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年版, 제221, 730면.
121) 최갑룡 전게논문 제325면. 



- 58 -

혀있기에 단순히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무효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VIE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VIE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

고자 한다.

제3절 법원의 판단

1. 화마오금융서비스회사(华懋金融服务有限公司)와 중국 중소기업 투자 유

한회사(中国中小企业投资有限公司) 사이 민생은행 지분 관련 분쟁122)

1.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2001년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제소된 이래 10여 년에 거쳐 

2012년 최고인민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본 사건 분쟁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민생은행은 설립 준비단계에 있었고 중국 

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상투자는 정책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

어 있었다. 화마오회사 (이하 “A회사”)는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중국의 내자 기업인 중국 중소기업 투자 유한회사(이하 “B회사”)를 통

하여 지분을 대리하여 보유(股权代持)하는 투자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A회사는 B회사에 선후하여 총 1,094만 달러를 지

급하고 B회사는 민생은행의 2대 주주가 되어 민생은행의 이사회에서 이

사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A회사와 B회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B회

사가 민생은행의 책임이사가 되어 A회사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하고 자료제공, 배당금 전달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A

회사와 B회사는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는 A회사의 사전 동의를 거

122)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事判决书(2002)民四终字第30号. 华懋金融服务有限公司与  
  中国中小企业投资有限公司股权纠纷上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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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민생은행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이에 대하여 저당권

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1997년부터 A회사는 지속해서 B회사

에 자료제공과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면서 민생은행의 지분에 대한 소유

권을 주장하였으나 B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B회사가 민생은

행의 주주이며 A회사는 민생은행으로부터 탈퇴(exit)할 것을 주장할 권리

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쌍방은 이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2001년 합의

하였으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1년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자 사이는 차입계약의 관계이고 관련 차입계약 및 보

충차입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B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양자 사이는 차입 관계가 아니라 위탁투자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양자 사

이 위탁 관계를 해제하고 B회사가 A회사에 위임한 민생은행의 지분 및 

배당금을 전부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우선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에 대하여 비록 차입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쌍방이 체결한 위임계약서 및 보충위임계약서 및 실제 

이행 정도, 왕래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임사항에 대하여 쌍방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위임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라고 인정하

면서 양자 사이의 관계는 차입의 형태를 빌어 위탁 투자 관계를 형성한 

것이므로 위임관계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현행 금융법규 규정에 의하면 

A회사는 외자기업에 해당하여 역내 금융기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정부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A회사의 행위는 

차입의 명목으로 고의로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을 B회사

에 위탁하여 민생은행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므로 쌍방의 행위는 금융법

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 관련 지분 및 재산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본 사건 관련 지분

은 계약 무효의 법리에 따라 B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민생은행에 투자한 

원금 및 배당금을 A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민생은행의 

지분 반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무효한 계약에 따라 민생은행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등기를 거쳐 취득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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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분의 양도 및 주주변경은 민생은행 및 기타 주주의 이익과 관련

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해당 주장을 기각하였

다.

  이에 불복하여 A회사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고 최고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본 사건 위탁 관계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쌍방이 체결한 계약과 계약의 이행 정

도에 비추어 쌍방의 진실한 의사는 B회사가 민생은행에 출자하여 A회사

가 B회사를 대신하여 민생은행의 명의 주주가 되고 B회사가 A회사의 위

임을 통하여 민생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면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또한, 쌍방의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각 당사자는 법률, 법규의 강행

규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법률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투자”의 방식을 취하여 A회사의 투자행위를 표면상 합법적인 형

태로 구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쌍방의 행위는 “민법통칙”과 “계

약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양자 사이에 체결한 일련의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인정하였다. 

② 계약 무효의 효과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계약법” 제58조123)의 

규정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법원은 양자 사이 위탁 관계는 무효로 인정되더라 B회사가 민생은행

의 지분을 인수하여 기타 주주와 공동으로 민생은행을 발기 설립한 행위

는 기타 주주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았고, 

B회사는 주주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합법적인 등기

절차를 거쳤으며 민생은행의 주주로서 해당 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해왔음으로써 민생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하는 과정에 관련 법률규

123) 계약법 제58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반  

  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  

  과실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쌍방이 모두  

  과실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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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반하는 등 당해 행위가 무효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B 

회사는 합법적으로 민생은행의 지분을 보유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투자원금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반환이 불필

요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본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실제 손실을 보지 않았으나 A회사가 B회사에 투자금(지분인수 대금)을 

제공하고 B회사가 민생은행의 주주로 된 이후 주식가치 상승, 배당주, 

배당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과 

“계약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B회사가 적법하게 민생은행의 지분을 보

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B회사는 A회사에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B회사가 보유한 본 사건 지분의 시가와 그 

배당금의 40%를 보상금으로 확정하였다. 

1.2 시사점

  본 사건은 VIE계약의 유효성과 직접 연관되는 판례는 아니나 VIE계약

에서 의결권위임계약과 자금대여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통하여 외

국인투자 제한을 우회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처음으

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판례를 살펴볼 의미가 있다. 

  본 사건에서 A회사는 내자 기업에 위임하여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투자방식으로 중국의 금융 관련 법규의 규정을 회피하였다. 이런 위탁투

자의 방법은 VIE모델을 활용한 우회적인 투자방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

으나 계약을 통하여 외자 진입에 대한 제한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다. 본 사건에서는 위임계약과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출자자가 

출자하고 명의 대여자가 대상회사의 명의 주주가 되어 실제 출자자의 의

사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분에 따른 수익

을 실제 출자자에게 반환하는 형식의 지분 대리보유 관계를 구성하여 특

정 업종에 대한 중국의 외자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외상투자의 

목적을 실현하였다. VIE계약에서도 본 사건에서 언급한 위임계약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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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결권위임계약이 있고 차입계약과 유사한 자금대여계약이 있다. 그

러나 VIE계약에서 의결권위임계약은 역내 사업회사 주주의 의결권을 

WFOE에 위임하는 것이고 본 사건과 관련된 위임계약은 A회사가 B회사

에 투자금을 제공하여 B회사가 민생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한 것이다. 또한, 차입계약에서 이자에 관한 약정은 일반적인 VIE모델

에서 독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원, 자문, 특허사용료 등 명목으

로 역내 사업회사의 이윤을 역외 상장회사로 이전하는 것과 구별된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VIE계약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간접 투자의 형

식으로 외자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 계약을 통하여 투자하

는 것이므로 특정 업종에 대한 외자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간접 투자의 

방식은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즉 특정 업종의 외자 진입에 

대한 강행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탁투자 또는 VIE계약의 형태를 취

하는 경우 본 사건 판결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124) 또한, 관련 계약이 무

효로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법원이 

재량권으로 객관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민생은행 지분분쟁 판결은 VIE계약의 효력 및 그 효과에 대한 사법

기관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아흥회사(亚兴公司)와 Ambow Education(安博教育)사이 합작계약 관련 

분쟁125)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의 1심을 거쳐 최고인민법원의 2심에서 

124) 王伟. 并购交易风险防范系列”之浅谈委托投资以及VIE结构―以民生银行股权案为视角,

     律商网, 2013.6.20.
125)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2014)民一终字第24号. 北京师大安博教育科技有限责任公  

  司与长沙亚兴置业发展有限公司二审民事裁定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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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후난 장사 동승호 실험학

교와 후난 장사 동승호 유치원(이하 “대상학교”)은 후난성 교육위원회

와 장사시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이고 최초의 설립자는 아흥회

사(이하 “X회사”)이다. Ambow Education Holding (安博教育控股, 이하 

“Ambow지주회사”)는 2007년 6월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

게 설립된 세무 면제형 유한책임회사이고 북경 Ambow online software

회사(北京安博在线软件公司, 이하 “Ambow online 회사”)는 Ambow지주

회사가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된 외상독자기

업(WFOE)으로 Ambow지주회사가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주요회사이다. 

2009년 7월 28일, X회사와 북경사범대학Ambow Education과기유한책임

회사(이하 “Ambow회사”)126)는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대상학교의 

학교설립권, 경영수익권, 경영처분권, 무형자산 및 계약 체결일 기준 대

상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학 설비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강의

실의 부동산을 양도권익(이하 “대상권익”)으로 하여 양도권익의 70%와 

X회사의 관계회사BVI-B의 모든 권익을 Ambow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

하였다. 각 당사자는 대상학교의 70% 양도권익의 가치를 인민폐 16,779

만 위안으로 평가하고 Ambow회사가 X회사에 인민폐 8,391만 위안을 현

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Ambow회사의 역외 관계회사인 Ambow 지주회

사가 X회사의 역외 관계회사인 BVI-A에 인민폐 8,388만 위안에 상당하

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합

작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로 “권익양도계약”, “주택 및 부지 사

용계약”, “수익배분 및 자산보증에 관한 보충계약”을 체결하였고 쌍

방의 관계회사는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술한 계약을 체결한 

126) Ambow회사는 2004년 11월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설립등기를 신청한 회사이다.  

 자본금은 인민폐 300만 위안이고 회사 설립 시 해학군, 설건국, 펑효강, Ambow과기  

 유한회사, 북경사범대학 과기원발전유한회사가 주주로 있었고 법정 대표자는 황진이  

 였다. 2005년 9월, Ambow회사의 법정 대표자를 해학군으로 변경하고 해학군, 설건  

 국, 북경사대과기원발전유한회사를 주주로 변경하여 각 인민폐 225만 위안, 30만 위  

 안, 45만 위안을 출자하였다. 2008년 12월, Ambow회사의 주주는 해학군, 설건국으로  

 변경되고 북경사대과기원발전유한회사는 회사에서 퇴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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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9년 8월 4일부터 시작하여 Ambow회사는 선후로 X회사에 양도대

금 84,378,609.46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인민폐 8,388만 위안에 상당

하는 주식을 X회사에 발행하였다. 2009년 9월 28일, 장사시 교육국은 X

회사와 Ambow회사의 신청에 따라 대상학교의 설립자를 Ambow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Ambow회사에 대상학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판학교판학허가증”을 발급하였으며 유효기간은 2009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이다. 2009년 10월 12일, 장사시 민정국은 대상학교

의 법정 대표자인 왕충을 손배문으로 변경하고 “민판비기업단위등기증

서”도 발급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Ambow지주회사가 X회사에 발행한 

ADR을 ADS로 전환하는 과정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X회

사가 Ambow 회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하게 된 것이다. 

X회사에 발행한 주식은 2010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Ambow

지주회사의 일반주식 즉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인데 X 회사

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려면 먼저 일부 주식을 2:1의 비율로 상당한 수량

의 ADS(American depositary Shares)주식으로 전환하고 증권사를 통하여 

증권거래시장에서 공개거래를 하여야 한다. 2012년 3월부터 X회사는 계

속하여 Ambow회사에서 ADR을 ADS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전환을 못 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Ambow지주회사의 주가는 계속하여 하락하였고 2013년 3월에는 주식 거

래가 중단되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본안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

다.

  1심에서 원고 X회사는 “합작계약”의 실질은 Ambow회사와 Ambow 

online 회사가 VIE모델을 이용하여 내자 기업이 합법적으로 대상학교를 

인수하는 외관을 취하여 악의적으로 법률과 산업정책에서 의무교육 영역

의 외자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회피하여 역외상장의 목적을 실현한 것

이므로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려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

장하면서 당해 계약의 무효 확인과 관련 권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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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피고 Ambow회사는 “합작계약”과 기타 관련 계약은 내자 

기업 사이에 학교 설립권을 양도할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진실한 의사 

표시이고 현행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고 행정 주관부문의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이미 이행 완료되었으므로 합법적이

고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작계약”은 두 내자 기업 사이에 

학교 설립권에 관한 계약이고 외상투자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외상투

자 관련 법률,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X회사가 Ambow 

online회사가 Ambow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X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업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X

회사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1심법원은 “합작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계약의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X회

사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2 시사점

 

  본 사건의 쟁점은 VIE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합작계약”의 유효성이

다. 본 사건이 VIE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기관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것은 X회사가 본사건 관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상대방인 Ambow회사의 VIE모델은 관련 법률, 정책의 규정을 우회하려

는 위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일부 VIE와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Ambow회사의 VIE구조는 다음과 같

다. Ambow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Ambow online 회사와 Ambow회사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Ambow online과 Ambow 회사의 주주 

해학군과 설건국 사이에 의결권위임계약, 지분 질권계약, 독점합작계약 

기술서비스, 자문계약 등 일련의 VIE계약을 통하여 Ambow회사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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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Ambow online 회사로 이전하였다.

  1심법원은 먼저 Ambow회사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서 설립 초기부터 

시작하여 Ambow회사의 주주는 모두 내자 법인이거나 중국 국적의 자연

인이므로 외자기업으로 볼 수 없고 경영판단에 따라 계약의 형식으로 투

표권과 이윤을 외상투자기업에 이전한 것을 내자 기업과 외자기업을 구

별하는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VIE계약의 적

법성에 대하여 Ambow회사와 Ambow online 회사의 계약은 중국 교육산

업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

다. 법원은 양자 사이 VIE계약은 대상학교의 경영수익을 이전시키는 것

이 목적이고 Ambow online 회사가 실제로 지배한 것은 대상학교의 경영

수익이지 강의개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상학교를 인수한 후 Ambow 

online 회사의 실제적 지배로 인하여 대상학교의 강의개설에 부당한 영

향을 끼친 정황이 없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현재 제공한 증거로 

Ambow회사가 Ambow oline회사에 이윤을 이전하여 대상회사의 강의개

설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어 중국 교육산업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

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자 사이 이윤 이전 계약은 중국의 의무교육영

역에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

실상 1심법원은 VIE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VIE계약을 통한 실제적인 지배가 대상

학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당국의 외국인투자를 금지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면 합법적인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하는 것

으로 보아 이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반면 2심법원(최고인민법원)은 VIE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본 사건의 쟁점은 합작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

한 문제이지 Ambow회사와 Ambow opine 회사가 체결한 독점합작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본 사건의 심

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VIE모델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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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민판학교의 설립에 참여하거나 설립하는 것은 교육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문제는 교육행정 주관

부문의 직책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회적으

로 의무교육영역에 진입하여 학교 설립자를 지배하여 학교 관리에 개입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범화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심법원은 중국 교육부에 사법 건의를 제기하여 교육부

에서 행정 심사 및 행정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법에 따라 규범화

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교육안전을 수호할 것을 건의하였다. 2심법원은 

사실상 VIE모델의 적법성에 대하여 명확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

다. 다만 VIE구조에서 내자 기업이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 것이고 VIE계약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 심판기관으로서 본 사건 판결은 현행 제

도 하에서 VIE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사법기관의 태도를 예측하면

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사건 판결에서부터 알 수 있는바 사실상 법

원은 VIE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였다. 다만 VIE계약의 이행 

또는 VIE모델이 공공이익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에 넘기

고 이런 형태의 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

라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은 판

례법 국가가 아니므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하여만 구

속력을 갖고 있고 하급법원에 대하여 참고적 가치 또는 시범적 효과만 

있다. VIE계약의 효력 내지 VIE모델의 적법성에 대하여 개별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 및 하급법원은 본 사건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3. 소결  

  

  민생은행 지분분쟁과 Ambow회사 사건은 VIE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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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판례이다. 두 사건의 판결은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 아래에서 VIE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VIE모델이 실질적으로 관련 산

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됨

을 의미한다. 두 판결은 VIE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직접 “계약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판단하면서 

참고기준을 제시하였다. 

제4절 중재기관의 판단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VIE계약에서도 분쟁 해결의 방식을 소송

이 아닌 중재로 합의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상해 국제중재 경제 무역 중재위원회(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SHIAC”) 에서는 

VIE계약과 관련된 두 사건에 대하여 중재를 한 바가 있다. 두 사건의 핵

심은 모두 VIE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것이고 중재위원회는 해당 VIE계

약은 “합법적인 형식으로 위법한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에 해당이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근거를 들면서 VIE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 VIE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중재 사건

1.1 사실관계 및 중재판정

  C회사는 VIE모델을 통하여 중국 역내에 WFOE를 설립하였고 온라인

게임 운영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온라인게임 운영

에 필요한 ICP 허가증을 비롯한 관련 인허가를 이미 취득한 내자 기업

(이하 “D회사”)과 일련의 지배권계약, 이윤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운

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C회사와 D회사의 창업자 사이 지배권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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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발생하였고 쌍방은 VIE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아 지배권을 장악하

려고 하였다. SHIAC는 계약법 제52조에서 정한 계약 무효의 사유를 들면

서 WFOE는 D회사 및 그 창업자와 이윤 이전, 지배권과 관련된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D회사의 의사결정과 수익 등에 대한 지배권

을 장악하였는바 이런 VIE 계약의 핵심은 온라인게임 운영자격이 없는 

WFOE가 중국의 온라인게임 운영에 참여하여 상응한 이익을 얻는 것으

로 현행법상 “외국 투자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지원을 제공

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내기업의 온라인게임 운영을 실제 지배하

여 이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 및 “계약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

으로 보아 해당 VIE 계약은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

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사건과 관련된 VIE계약

은 무효라고 판정하였다.127)

2. 시사점

   

  본 사건은 VIE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첫 번째 중재판정이다. 중재 기관

은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것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불법적인 목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법률행위의 성

질에 대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갖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중

재인이 재량권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중재 기관은 본 사건 VIE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앞서 언급한 민생은행 지분 분쟁 사건의 1심

판결의 결과를 의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중재 

기관이 무효로 인정한 구체적인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

나 실무에서 VIE계약의 효력문제를 판단하면서 “계약법” 제52조 제3

항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127) 孔焕志, 隋雪芹. 贸仲上海第一起VIE仲裁案[J]. 商法月刊，2012(12)/2013(01)，제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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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부기관의 판단

Buddha Steel은 중국의 민영 철강회사이고 그 창업자가 외국인 투자자

와 협력하는 과정에 역외상장을 위하여 VIE모델을 활용하게 되었다.128)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Buddha Steel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Gold Promise

라는 홍콩회사를 인수하였고, Gold Promise는 HAIC라는 자회사(WFOE)를 

갖고 있었다. 2010년 9월 17일 Buddha Steel은 미국 SEC에 상장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허베이성 정부 기관에 의해 상장이 무산되었고 결국 SEC

로부터 상장 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허베이성 정부는 Buddha 

Steel 회사와 기타 관계회사 간 체결한 VIE계약이 중국의 외상투자 관련 

정책과 국가 공공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VIE계약을 모두 종

료시킬 것을 명령하였다.129)

  Buddha Steel 회사의 사건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VIE 모

델에 대하여 부정한 사례이다. 그러나 철강회사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외

계에서는 해당 사건을 특정 업종의 투자제한에 대한 개별 사건으로 보고 

VIE모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130) 시

나모델이 성공한 이후 중국 정부는 VIE모델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

히지 않아 VIE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Buddha Steel 사건은 VIE계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국무원에서 직접 입장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기에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사는 철강 산업에 종사

하는 회사이고 철강 산업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초산업으로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경

제 또는 국가안전과 같은 민감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

128) 孙希. VIE结构的风险与法律监管[D]. 吉林大学, 2017年硕士论文, 제16면.

129) 许建添, 协议控制与股权控制的风险对比, 2017. 08. 25, 

     http://www.sunjunlaw.com/sdian_mb.php?article=800
130) 何杰, 李欣. VIE架构的未来焦点[J]. 首席财务官, 2012(03), 제92면.



- 71 -

되었다면 VIE모델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가 제한될 수 있고 관련 VIE계

약은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6절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VIE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는 획일적으로 판단하

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VIE계약과 관련된 상술한 사건에서 사법기관, 

중재기관, 정부기관이 VIE 계약에 대한 판단이나 그 근거를 참고하여 

VIE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종합해볼 수 있다. 

첫째, VIE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은 VIE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

을 줄 수 있다. Buddha Steel 회사 사건과 같이 중국의 경제안정, 국방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우 VIE모델을 이용하기에 앞

서 관련 부문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객관 상 외상투자 제한을 우회하더라도 VIE계약의 이행으로 해

당 업종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영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권에 달

려있으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셋째, 역내 사업회사의 성질에 따라 VIE계약의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역내 사업회사의 주주 및 실제 지배인이 중국 국적 또는 내자 기

업일 경우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VIE계약이 유효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VIE모델을 이용한 대부분 중국기

업은 BAT와 같은 대기업이고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에 단순히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무효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따

라서 VIE계약의 효력은 법률 차원에서 단순히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 판

단하기에는 어렵고 기업의 법적 성질, 경영범위, VIE계약의 이행에 따른 

영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VIE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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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기준을 제시하

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판단에 영

향 주는 요소를 종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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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VIE 운용에 관한 쟁점

제1절 계약구조의 불안전성  

  첫째, VIE모델은 일련의 VIE계약을 통하여 역외상장회사와 역내사업회

사의 지배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과정에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문제가 존

재한다. 예컨대 정책변화,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지배구조 유지가 어렵게 

되거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역내사업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

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역내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창업자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문제로 

인하여 VIE계약을 이행하는데 제약을 받았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VIE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Tudou회사가 VIE모델로 상

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최대주주인 창업자가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VIE 

모델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해당 소송을 마무리

하였다.

  두 번째는 계약파기 위험에 따른 불안정성 문제이다. VIE모델은 개별 

계약을 통하여 해외 지주회사가 역내 사업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직접 

역내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지배권을 행사하

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파기할 경우 VIE모델의 안정성에 대한 타격은 

아주 크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1년 알리페이 사건131)이 발발하면서 

VIE모델을 가진 기업에서 지배구조의 불안정 문제가 한층 고조되었다. 

사건 당시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 야후가 39%, 일

본의 소프트뱅크가 29.3%, 마윈을 포함한 경영진이 31.7%를 보유하고 외

국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태였다. 중국 인민은행의 제3자 결제업

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로 인하여 관련 

131) 支付宝事件, 2019.06.10. 

https://baike.baidu.com/item/%E6%94%AF%E4%BB%98%E5%AE%9D%E4%BA%8B%E4%B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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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이선스 취득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마윈은 선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알리페이 업무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내자 기업인 절강알

리바바전자상무회사로 양도하고, 이사회 승인절차가 없이 2011년 5월 일

방적으로 VIE 계약을 파기하였다. 마윈이 알리페이 업무를 독립시킨 것

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은 2010년 중국 인민은

행에서 “비금융기업결제서비스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을 출범하여 제3자 지급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를 역내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 유한회사로 한

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업은 국무원에 별도로 허가를 받도

록 한 것이다. 마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경영진을 설득하여 

WFOE와의 계약을 파기한 다음 야후와 소프트뱅크 측에 이 사실을 통보

하였다. 알리페이 사태로 인하여 야후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미국 내에서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알리바바와 미국 야후,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최종 협상을 거쳐 알리페이가 상장 시 알리바바가 현금으

로 공모금액의 37.5%를 지급하고 그 한도를 20억 달러 이상 60억 달러 

미만으로 하고, 상장 전까지 알리페이는 매년 세전이윤의 49.9%를 알리

바바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132) 알리페이 사태는 계약을 통한 효과

적인 지배가 결코 쉽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파기 행위는 사실상 VIE모델

의 취약성을 폭로한 것이다. 

  세 번째는 모랄해자드 위험으로 인한 불안전성 문제이다. 알리페이 사

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파기 행위로서 계약 정신에 반하

는 것이며 마윈의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VIE모

델은 계약을 통하여 역내 사업회사를 지배하므로 전통적인 회사법에서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문제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역내 사업회사에서

의 창업자와 기타 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창업자가 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 자산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핵심

부서를 독립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WFOE와 역내 사업회사 사이 

132) 刘纪鹏, 林蔚然. VIE模式双重道德风险及监管建议[J]. 证券市场导报, 2015(1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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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의결권을 위임받은 WFOE가 역내 

사업회사의 경영진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여러 명목으로 역내 사

업회사의 이윤을 역외로 이전시키는 등 역내 사업회사의 운영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133) 알리페이 사건과 함께 모랄해저드 위험으로 인한 불

안전성 문제를 고조시킨 것은 2007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ChinaCast 

Education사태이다. 2012년 ChinaCast Education의 CEO 진자앙은 지배주

주와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하고 회사의 지배권은 미국 투

자자에게로 넘어갔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하여 전 CEO 진자앙은 

법인계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1억 위안을 빼돌리고 회사의 영

업집조, 재무장부, 인감 등을 가져가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 결국 

2012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134) 두 사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VIE모델에서 모랄해저드 위험으로 인한 불안전성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장 또한 어렵게 된다.   

제2절 세무상 쟁점

1. 국제공조에 따른 세무조정위험

  VIE모델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대부분 케이만,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와 같은 지역에 역외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나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국

제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VIE기업은 세무조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상장법인의 등록지의 법 개정 또는 국가 간 또는 다자간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 역

외 상장법인에 추가적인 세금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VIE기업은 

대부분이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133) 刘纪鹏,林蔚然 전게논문 제4-12면 참고.
134) 马晓倩, 双威教育:控制权争夺引发VIE资产转移及退市, 2013.3.27

     http://learning.sohu.com/20130327/n37061054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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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제 혜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실현한다. 조세회피 지역

의 법인세율은 중국의 명목 법인세율인 25%에 비하여 낮고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에 회사

의 실제 영업행위와 매출은 중국 역내 사업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

내 사업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WFOE를 통하여 조세회피 지역으

로 이전시킨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9

년 3월 케이만 군도 정부는 케이만 군도의 주요 무역파트너를 포함한 20

여 개 국가를 위하여 전면적인 조세 정보 공조를 제공할 것을 선포하였

다.135) 케이만 군도, 버뮤다 지역은 2017년 EU에서 선정한 조세회피 지

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여 그레이리스트에 올랐다.136) 케이만 군도, BVI군도 정부는 EU 

이사회의 “Code of Conduct (Business Taxation) - Scoping paper on 

criterion 2.2 of the EU listing exercise” 문건에서 요구한 “경제 실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선후하여 “2018년 국제 세무

협력법(경제 실질법)”과 “2018년경제실질법(회사와 유한조합법)”을 공

포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돌입하였다. EU 이사회의 문건

에서 요구한 경제 실질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핵심절차는 ① 관할구

역의 관련활동(Relevant Activities) 범위 확정. ② 경제 실질을 실시할 데 

관한 요구 제기. ③ 시행제도 마련 등 절차이다.137) “BVI경제실질법”과 

“케이만경제실질법”의 규정에 의하면 BVI, 케이만에서 등록되어 있고,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실체”는 경제 실질에 관한 요구를 충

족시켜야 한다.138) 케이만 “경제 실질법”에 의하면 동 법안의 규제대

135) 吕颖菲. VIE交易结构下税务风险分析[J]. 财会学习, 2016(09)，제177면.
136)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확정, 매일경제, 2017.1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12/806886/

137) 关注:离岸地出台经济实质法案 离岸公司要注意的事, 2019.1.16

     http://www.sohu.com/a/289359358_611506
138) 开曼BVI架构面临多重挑战，海外经济实质法案来袭,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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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케이만 군도의 모든 납세자이고 케이만 군도에서 경제활동에 종사

하고 이를 관리, 지배하는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케이만 군

도의 회사와 “2017년 유한책임조합법”에 따라 등록한 유한책임조합회

사 및 케이만 군도 역외에 설립되었으나 케이만 군도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139) 상술한 두 경제 실질법안에서 규제하

는 업무 내용은 은행 업무, 보험업무, 펀드관리업무, 융자 및 임대업무, 

본사 업무, 운송업무, 지주회사 업무, 지식재산권 업무, 대리판매서비스 

업무 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는 규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동 법안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에 직원을 배치하고 이에 따

른 비용지출이 있어야 하며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거 

VIE모델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BVI, 케이만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경영활동은 중국 역내 사업회사를 통하여 운영되

어온 점을 고려하면 동 법안이 실시됨에 따라 세금설계와 거래구조에 대

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 법안에 따른 세금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에 의하여 벌금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회사를 말소하는 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동 법안의 시행에 

따라 과거 조세회피 지역의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정

보 파악이 어려운 국면을 개선하고 조세 정보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것

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역외탈세 문제를 차단하고자 2010년 선후하여 BVI, 

버뮤다 정부와 조세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이듬해 9월 케이만 군도와 

조세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VIE모델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역외 

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탈세, 루세 문제가 존재하

는 경우 중국 세무당국과 조세회피 지역 정부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

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역외 상장회사에 대한 추징 위험이 따를 수 있

    http://www.cqlsw.net/news/overseas/2019030631736.html
139) 开曼经济实质法生效，跨国企业如何应对新法案要求?, 2019.4.15.

    https://www.sohu.com/a/308181998_100020532?sec=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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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세무조정 위험

VIE모델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하여 역외 상장회사의 자금을 중국 역

내 사업회사에 제공하는 한편 용역, 자문, 기술, 특허사용 등 명목으로 

해당 사업회사의 이윤을 역외 상장회사로 이전시킨다. 이 과정에 다수의 

관계회사 간 거래에 의존하게 되는데 기업은 중국의 역내와 역외의 세제 

차이와 중국 역내의 지역 사이 부동한 조세우대 혜택 등을 이용하여 이

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작하여 세금부담을 낮추거나 탈세할 인센티

브가 있다.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의 인터넷 기업 NETEASE

는 정상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지세 약 26만 위안을 탈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체납금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NETEASE

가 자회사와의 특수관계거래를 통하여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납부한 소

득세 차액은 인민폐 4.63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40)

중국은 과거 외국의 선진적인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국내 경제발전

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자 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하여 분리과세제도141)를 

실시하여 외자기업에 많은 조세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외자기업의 손금산

입범위를 넓게 규정하였다.142) VIE기업은 SPE를 통하여 중국 역내에 

WFOE를 설립하여 외자기업의 세금감면 등 조세혜택을 누렸었다. 그러

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세율, 조세우대사항 등 차이로 인한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이 제기되었고 분리과세제도를 이용한 조세유실과 국부 

유출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1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였다. 동법은 외자기

140) VIE架构给企业带来的风险. 

     http://www.gongsizhuce168.com/lafw/vie/9621.html

141) 중국은 과거 외자기업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내자 기업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행 조례”를 시행하였다.
142) 劉虎林,(2007).중국 신(新)기업소득세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조세연구(7), 제4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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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조세감면규정을 폐지하고 특수 관계자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가격,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합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조세피난처 등 조세

회피에 관한 특별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 또는 그

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이전가격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그 

거래에 있어서 공정가격(Arm’s length price)에 부합되지 않고 과세수입 

또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를 명문화하여 특수관계거래에 있어서 세무당국과 협

상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한 특수관계거래 신고를 의무화하여 기업소득세신고시 특수관계거래보고

서를 첨부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받게 된다. 같은 시기 시행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143)은 특별세무

조정 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였다.

  2015년 3월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대가 또는 무형

자산의 사용료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여 과세소득을 감소하여 조세

유실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OECD “세원잠

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권고안을 토대

로“기업의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비용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

한 공고(이하 ‘16호 문건’)”144)을 발표하였다. 16호 문건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강화조치로서 해당 문건에 의하면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활동도 수행하지 않는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하

는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145)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만 보유

하고 가치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146) 기업이 융자, 상장을 목적으로 국

143) 关于印发《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09〕2号.

144) 关于企业向境外关联方支付费用有关企业所得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
     16号).
145) 동 문건 제3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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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지주회사 또는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융자, 상장으로 발생한 부수적 

수익의 대가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역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147) 상술한 내용은 대부분 VIE기업이 이

윤 이전 방식으로 이용하는 수단이기에 16호 문건의 발표는 VIE모델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동 문건의 내용에 의하면 VIE 기업

은 2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WFOE를 포함한 역외 회

사에 이자, 임대료, 특허사용료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10%148)

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017년 4월 국가세무총국은 “특별세무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

방법”149)을 공포하여 특수 관계자 거래의 이익수준과 특별세무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전가격세제와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

점적으로 진행하여 조세회피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VIE기업의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것이고 이러한 환경

에서 역내 사업회사의 이윤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

이며 해당 기업은 조세회피 의혹으로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세금 이슈로 인하여 VIE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

로 하락하는 위험이 잇따를 수 있다. 

3.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정 위험

  VIE모델에서 중국 내 사업회사의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고 해외 상장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창업자가 국내 사업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중국의 개인소득세

146) 동 문건 제5항의 내용.
147) 동 문건 제6항의 내용.

148)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149) 关于发布《特别纳税调查调整及相互协商程序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7

     年第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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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조세회피지역에 설립

한 해외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인소득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기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

나 창업자가 보유한 역외 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역외 상장회사

의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역외원천 소득에 해

당되어 원천징수는 불가하나 납세자는 자진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역외 

상장법인의 개인투자자가 중국인인 경우에도 자진신고의무는 동일하다. 

창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관계자의 제보 또는 과세당국

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 사실이 발견되면 체납금을 포함한 벌금을 납

부해야 할 위험이 있다. 또한 중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

여 강화하고 있어 VIE모델 하의 관련기업의 지분거래에 있어서 과세관

청의 관리, 감독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거 자진신고를 하

지 않거나 허위기재 등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개인소득세법”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국

외 원천소득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와 유사한 반 탈세조항을 도입하였다. CFC 제도는 저

세율 국가나 조세회피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

하는 사례에 대응하는 조세회피방지제도이다.150) 2019년 1일 1일부터 시

행된 “개인소득세법” 제8조는 아래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기

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인과 그 특수관계자 사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본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의 납세액을 감소시키는 거래

를 하는 경우. 둘째, 거주민 개인이 지배하거나 거주민 개인과 거주민 

기업이 공동으로 지배하면서 실제 세무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지역)에 

기업을 설립하여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없이 거주민 개인의 이윤을 분배

150) 특정 외국 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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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는 경우. 셋째, 개인이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갖

고 있지 않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세금이익을 취한 경우. 상술한 경우

의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기관은 전술한 조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통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동 조항의 

도입은 유보소득에 대한 세무기관의 세무조정 권리를 위하여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 조항의 개정은 중국 정부가 OECD에서 제기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세무정보를 파악하고 탈세방지와 국부유출을 막으려는 조

치이다. 개정 전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회피 지역의 회

사에 투자한 중국 거주민은 이익배당을 받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개정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기관이 과세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반 탈세조항의 도입은 역외 원천소득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제3절 외환거래 쟁점

VIE모델을 통하여 역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 내 사업회사의 이

윤을 다시 역외로 이전시키는 과정에 외환거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

국은 자본 유출입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외환거래가 불가피한 

VIE모델은 외환규제에 따른 문제가 존재한다.

  외환거래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외환 등기 취득이 불투명한 것이

다. 2005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중국 역내 거주민이 역외특

수목적회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거나 역투자 시 외환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75호 문건’)”151)에 의하면 역내 거주민이 그가 보유

한 역내기업의 자산 또는 지분을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거나 특수목적회

151)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居民通过境外特殊目的公司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有关问题
     的通知(汇发[2005]7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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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자산 또는 지분을 출자하여 역외 자금조달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민이 보유한 특수목적회사의 순 자산 권익 및 그 변동상황에 대하여 

역외투자 외환 등기,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152) 또한, 75호 문건의 시

행 전 역내주민이 이미 역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하여 역

투자를 완성한 경우 외환 등기를 보정하여야 한다.153) 이후 2011년 3월 

외환관리국 종합사는 외환업무 관련 업무지침154)을 발표하여 역내기관과 

개인이 특수목적회사의 외환 등기 신청의 통로를 마련하여 주었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신청인은 역내기업이 특수목적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지배하고 있다는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특수목적회사가 이미 설립되고 

실질적인 자본 또는 지분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 처벌, 후보정 

등기를 거쳐야 한다.155) 그러나 2011년 중국 최대결혼정보회사인 스지쟈

위안(世纪佳缘)은 75호 문건의 통지에 따른 외환 등기, 변경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하여 외환 등기증 취득에 실패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스지쟈위안은 자금을 역내 사업회사로 이전

하는 데 실패하였고 역내 사업회사는 규정한 시간 내에 주주의 출자비례

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영업집조를 말소 당하였다. 결국, 스

지쟈위안은 상장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

행하였다.156) 2014년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 국내 거주민이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투자, 자금조달 및 역투자 시 외환 관리 관련 문

제에 대한 통지(이하 ‘37호 문건’)”157)을 발표하고 기존의 75호 문건

을 폐지하였다. 해당 규정은 VIE 모델을 대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다만 VIE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

152) 동 통지의 제3조.

153) 동 통지의 제8조.

154) 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下发国家外汇管理局关于加强外汇业务管理有关问题的通
     知》所涉资本项目业务操作指引的通知(汇综发[2011]29号).
155) 위의 업무지침의 제3조.

156) 黄婧娴. VIE结构的风险与应对初探[D]. 华东政法大学, 2015年硕士论文, 제22면.
157)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居民通过特殊目的公司境外投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有关问
     题的通知(汇发[2014]37号).



- 84 -

서 제기되고 있어 이론상 외환 등기 시 거부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4 75호 문건과 37호 문건의 내용 비교159)

외환거래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외화자본금 결제에 대한 중국 정부

의 규제이다. 2015년 4월 8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

화자본금 결제 관리방식에 관한 통지(이하 ‘19호 문건’)”160)를 발표하

158)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의 약자로 주식 인센티브제도를 의미한다.

159) 두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60) 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的通知(汇发[2015]19号).

문건

내용 75호 문건(2005) 37호 문건(2014)

특수목적회사의 

범위

역내 자산 또는 권익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만 한정

역내·외 자산 또는 권익을 

통한 자금조달과 해외투자의 

경우 모두 가능

ESOP 규정158) 관련 규정 없음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사원이 권리행사 전 외환 등

기

변경등기
변경등기사항 및 변경등기 기

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

변경등기사항을 일부 조정하

고 변경등기 기한을 취소함

출자 가능성 출자 불가능

① 역내·외 합법적인 자산 

또는 권익으로 출자 가능

② 역내 거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역내기

업의 자금대여를 조건부 허

용

③ 특수목적회사 설립, 주식

매수, 상장폐지 등 경우의 외

환구매를 조건부 허용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구체적인 규정 없음

허위공시, 허위거래 등 구체

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명

확한 근거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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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화자본금의 자율환전제도를 시행하였다. 19호 문건의 내용에 의하

면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외화자본금의 인민폐 환전 또는 시기를 결정 

할 수 있으나 자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자본금의 한도는 잠정적으

로 100%로 하되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61) 또한, 외화자본금의 사용은 기업의 경영범위로 제한하여 ①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경영범위 이외 또는 국가 법률, 법규에서 금지

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②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증권투자에 사용 또는 ③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안화 위탁 대출(경영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제외), 기업 간 대출상

환 및 제3자에게 재대출 된 은행의 위안화 대출상환의 목적으로 사용 또

는 ④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62) 실무 중 WFOE가 VIE모

델 하의 역내 사업회사의 주주 개인에게 대출을 제공하여 해당 자금으로 

다시 역내 사업회사에 증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자금의 출처가 대출

금이면 외환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그 원인은 대출자금을 미사용 

또는 자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범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결제 후 자금

을 자체의 은행대출 또는 위탁 대출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외환 관

리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전자는 불법결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결제자

금 용도를 무단변경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63) 따라서 VIE기업은 

관련 규제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특수관계회사와 큰 액수의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를 

완료한 후 계약을 취소하여 상대방의 위안화로 계약대금을 반환할 경우 

해당 위안화 자금은 WFOE의 유동자금으로 외환관리국의 감독을 피할 

수 있게 된다.164)

161) 중국 외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율전환제도 전면 시행, 중국 전문가포럼, 2015.11.25

     https://csf.kiep.go.kr/consultingInfo/M005000000/view.do?articleId=16019
162) 동 문건 제3조의 내용.

163) VIE，资金调入的难题, 2015.12.17

     https://birdbrokers.com/2015/12/vie-the-problem-of-funds-transferred.html
164) 陈淑怡. 试论协议控制模式的法律风险及监管制度的完善[D]. 华东政法大学, 2014年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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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VIE 해체에 관한 쟁점

제1절 VIE모델의 해체 배경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VIE모델은 중국 TMT기업들의 선호하는 

우회적인 투자방법으로 활용되었으나 VIE 관련 여러 사건과 운용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VIE기업들이 중국 본토시장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VIE모델의 해체과정을 일각에서는 “중국개념주의 회

귀”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현재 중국 본토시장으로 복귀한 VIE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개념주가운데 38개 회사가 사유화

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165) 해당 기업 중 일부는 사유화 거래

가 종료되었고 일부는 진행단계에 있다. 아래에서는 VIE모델의 해체배경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위에서 VIE모델의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와 같이 VIE모

델은 적법성 논란, 계약구조의 불안정성, 세금, 외환거래 등 문제가 존재

한다. 이런 문제는 VIE기업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

국 정부가 VIE모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VIE모델의 편익이 감

소하여 중국기업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 확실하고 합법

적인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士论文, 제27면.
165) VIE公司回归的几道坎, 2015.4.27.

     https://m.sohu.com/n/446563929/



- 87 -

2. 공매도 공격

  VIE모델을 통하여 역외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은 대부분 BAT와 같

은 중국 내 입지가 탄탄한 기업들이다. 그러나 우량기업과 반대로 일부 

중국기업들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문제가 폭로되면서 공매도 투자자

의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홍콩 등 역외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의 회계장부를 뒷조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머디워터스리서치(Muddy 

Waters Research)는 그동안 Orient Paper, New Oriental Education을 비

롯한 다수의 중국기업을 겨냥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기업에 치명적

인 타격을 주었다. 머디워터스리서치가 처음으로 겨냥한 것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의 제지회사 Orient Paper이다. 머디워터스는 2010

년 6월부터 7월 사이 총 6건의 보고서를 통하여 Orient Paper회사가 기

업의 자산 가치와 매출을 부풀리는 등 사기행위가 존재한다고 공개하였

고 결국 해당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6월 머디워

터스는 캐나다 본토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의 목재회사인 Sino-Forest

의 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 매도 의견을 발표하였다. 2011년 8월 

Sino-Forest는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결국 이듬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166) 공매도 공격을 받은 일부 기업은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안심시켰으나 일부 기

업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가 폭락하고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파산, 상장폐지 순서를 밟게 되었다. 글로벌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은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증식하고 중

국기업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인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공매도의 공

격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회사의 이

미지, 매출에도 타격을 주어 외국 투자자는 물론 중국 내 소비자들로부

166) '증시 저승사자' 머디워터스, 중국 기업 또 공격, 2017.12.2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71222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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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외면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은 막대한 공시비용을 부담

하면서 이런 위험을 안고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된다.

3.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VIE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자본시장이 성

숙되어있지  않았다. 당시 중국의 메인보드 시장의 상장요건은 엄격하였

고 자금조달 채널도 다양화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시기 역외시장에 상

장한 중국기업들은 대부분 본토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이 조금 더 낮은 홍콩거래소, 

미국 나스닥 등 역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후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대외개방 확대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다층적인 자

본시장구축에 힘을 써왔다. 2006년 중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 

주식시장인 신삼판 시장을 설립하여 기업공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중

소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삼판 시장은 원래는 베이징 중관촌 단지의 비상장 첨단기술 기업을 시점

으로 운영되다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중국 정부는 전국중

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 이

하 “NEEQ”)을 출범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금융 수요를 해

결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선전증권거래소에 중국판 나스닥 시장인 창

업판 시장을 개설하여 고성장형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였

다. 이후 2018년 11월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해증권

거래소에 커촹판167)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운행 의사를 공식 선언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커촹판 주식발행 등록 관리방법”168)을 시행하였으

167)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과는 별도로 상하이의 첨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판 나스닥 시장”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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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20여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였다. 현재 중국의 장내 주식시장

인 메인보드, 중소기업판, 창업판 시장이 모두 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제의 시행은 상장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등록제는 심사제에 비교하여 실질심사보

다는 형식적인 심사에 비중이 실리게 되므로 허위기재나 서류상 오류 등

이 없는 한 창업판 상장이 가능하다. 또한, 2018년 6월 6일 중국 증감위

는 “예탁증서 발행과 거래 관리 방법(시범 시행)”169)을 발표하여 역외

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이 중국 내 IPO 또는 CDR(Chineses Depository 

Receipt 이하 “CDR”) 발행을 통하여 중국의 메인보드 시장에 복귀하

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었다. 다층적인 자본시장의 구축은 VIE기업

이 본토시장으로 “유턴”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주가수익률

VIE모델을 해체하는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A주 시장의 높은 주가

수익률(Price earnings ratio, PER)이다. 해외 증시와 중국의 A주 시장의 

상장사 주식의 주가수익율은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 차이가 

난다. 2019년 2월 18일 기준 선전증권거래소의 공식 사이트에서 공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인터넷 업종의 주식시장별 기업의 평균 PER은 메인보

드 시장 26.23, 중소기업판 시장 29.99, 창업판 시장 36.78로 평균 32.93

으로 나타났다.170) VIE모델을 포기하고 2015년 3월 24일 창업판 시장에 

상장한 폭풍과기는 상장 후 연속 29일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발행가격은 

주당 7위안으로부터 20몇 배로 급등하였으며 2015년 5월 14일 종가를 기

준으로 계산하면 폭풍과기의 기업공개 PER은 600배를 초과하였다. 따라

서 일부 중국기업은 해외 증시에서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조

168)  科创板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试行).

169) 存托凭证发行与交易管理办法(试行)证监会令[第143号].
170) 선전증권거래소 공식 사이트, 2019.2.18

     http://www.szse.cn/market/stock/earn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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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 증시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제2절 VIE모델의 해체방법

  VIE모델을 해체하는 과정은 사유화(Going Private), VIE모델 해체, 중국

내 상장신청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VIE모델을 해체하는 

방법은 VIE기업의 운영상황과 경영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과

정에 VIE모델을 전부 해체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 아

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VIE 모델의 해체방법에 대하여 분석하

도록 한다.  

1. 사유화 절차 

1.1 사유화의 정의

  사유화의 개념은 미국 SEC의 Rule 13E-3171)에서 유래된 것이고 미국

과 같은 성숙된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

이다. 위 규칙에 의하면, 강제매수를 시도하는 지배주주는 강제매수의 

목적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며 투자은행의 공정가

격 의견을 요약해서 공개해야 하고 최근과 과거의 주가를 포함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소수 주주가 현금합병거래를 승인할 것

인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172) 해당 조문은 상장폐지 과정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상

장폐지 과정의 절차와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사유화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사유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

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부 학자는 사유화란 상장회사의 상장회사 자

171) SEC Going private Rules and Schedule 13E-3.
172) 김화진. (2009).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서울대학교 법학50(1). 제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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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취소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을 종료시켜 그 지배주주

(또는 중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기타 상장회사의 관계자들

이 공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삭감시키는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한

다.173) 일부 학자는 사유화란 대상기업의 상장거래 지위를 박탈할 목적

으로 상장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사유화 제안을 먼저 제시하여 일련

의 거래를 통하여 기타 주주가 보유한 유통주식을 사들이고, 그 결과 해

당 기업의 지분구조가 고도로 집중되어 더 이상 상장조건에 부합되지 않

아 최종적으로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특정한 시장거래행위를 뜻한다고 

주장한다.174) 다시 말해서 사유화란 대상기업의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사

유화를 추진하는 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거래행위로 이해

할 수 있다.

1.2 사유화의 원인 

1.2.1 공시비용 부담

  상장회사는 공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

다. 공시내용은 정확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지므로 상장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 또

한, 허위공시, 부실공시 정황이 포착된 경우 거래소 규칙에 따라 처벌받

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거래정지 또는 상장회사의 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공시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 필요한 공시비

용 부담은 상장회사가 사유화를 시도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173) 李明阳. 中概股回归动因以及其私有化退市后在A股上市的路径分析[J]. 时代金融, 

     2018(35), 제167면.
174) 邓红军. 中国概念股私有化退市问题研究[D]. 暨南大学, 2014年硕士论文,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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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른 판단

  상장회사의 주식은 유통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모두 

해당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구조가 분산된 기업의 경우 소

액주주의 간섭을 피하고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유화를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사유화는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2.3 기업가치의 저평가 문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

렵고 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

하여 자금조달을 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된다.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시

점에는 비교적 낮은 매수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고 사유화

를 통하여 적대적 M&A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1.3 사유화 유형

  사유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은 공개매수(tender offer)이다. 미국 “증권거래법”에는 공개매수에 대

한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개매수는 신문 등을 통해서 대상기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일정한 매수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응하여 매도 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

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75) 미국 “증권거래법” Rule 14 1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개매수를 통하여 대상

회사의 90%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수 주주의 동의

를 거치지 않고 간이합병(short form merger)의 방식으로 소수 주주를 

175) 유도석. (2003). 공개매수제도. 상장2003(12). 제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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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squeeze out)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합병이다. 즉 법에서 정한 

합병절차에 따라 합병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동

의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역 주식분할(reverse stock split)이다. 

역 주식분할은 주식분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

여 종전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회사의 법률행위를 말한다.176) 회

사는 등기 주주의 수량을 줄이기 위하여 10:1 또는 100:1의 비율로 병합

하여 단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이유에 의해 주식을 병

합하게 되면 1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새기게 되고 그 주주들

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 주주는 강제로 회사에서 축출된다.177) 사유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므로 막대한 자금

이 필요 된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대부분 PE, VC, 은행 등으로부터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다. 중국기업이 VIE모

델을 해체하는 과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합병 또는 공개매수 방법이

다. 

1.4 사유화 절차

  

  상장회사의 사유화 과정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① 인수인이 매수제안을 제시한다. ② 대상회사가 공개매수 제안을 

받았거나 받아들일 것을 공고한다. ③ 대상회사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

여 거래가격과 조건을 협상한다. ④ 대상회사와 합병 자회사 사이에 합

병계약을 체결하고 SEC에 rule 13e-3에 따른 공시서류를 제출한다. 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안을 통과시킨다. ⑥ 사유화 거래

가 종료되고 대상회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된다.178)

176) 김재호. (2012). 주식분할과 병합의 절차 해설. 상장2012(12). 제98면.

177) 김화진 전게논문 제326면.
178) 美富律师事务所，“美国上市公司私有化指南”，2012.12.31

     http://www.mofo.com.cn/resources/newsViews.js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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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E기업의 복귀방법

  VIE기업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우선 VIE모델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

로 해체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외국인투자

자를 역외 상장회사로부터 퇴출시키고 VIE계약을 종료한 후 VIE 관련 

주체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VIE모델을 전부 해체하면 회사

의 지분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감위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부분적으로 해체하면 회사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나 분할

을 통하여 영업을 분리할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고 증감위의 상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내 상장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VIE기업이 주로 사용

하는 것은 중국 내 IPO, 신삼판 상장 또는 우회상장 방법이 있다. 아래

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과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2.1 폭풍과기의 IPO 사례

  중국의 장내주식시장은 메인보드, 창업판, 중소기업판 세 가지 시장으

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 주체에 따라 위안화로 거래되는 내국

인 전용(적격투자자 포함) A주 시장과 홍콩달러나 달러로 거래되는 외국

인 전용 B주 시장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부동한 시장의 상장요건이 다

르므로 IPO를 통하여 중국 증시로 복귀하려는 기업은 영업이익, 자산규

모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하고자 하는 시장을 선택하게 된

다. A주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건전한 재무 상태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이익창출능력이 있어야만 상장에 성

공할 수 있다. 중국의 “증권법(证券法)”, “주식발행과 거래 관리 잠행 

조례(股票发行与交易管理暂行条例)” 및 “최초 공개발행 및 상장관리 

방법(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주 시

장의 상장요건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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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장내 주식시장의 상장요건 비교179)

  위의 표에서부터 알 수 있는바 창업판의 상장요건은 메인보드 시장

에 비교하여 다소 완화되어 있다. IPO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복귀한 VIE

기업은 폭풍과기, XUNYOU닷컴, KEDI DAIRY회사가 대표적이다. 폭풍과

기와 XUNYOU닷컴은 모두 선전거래소 창업판 시장에 상장하였고 KEDI 

DAIRY는 선전거래소 중소기업판 상장에 성공하였다. 그 중 폭풍과기는 

VIE 모델을 해체하여 처음으로 A주 시장 상장에 성공한 인터넷 기업이

다. 아래에서는 폭풍과기의 해체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2.1.1 VIE모델 해체배경

  폭풍과기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 중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관련 서비

179)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주식시장 메인보드/중소기업판 창업판

매출요구

최근 3년 연속 흑자, 동 기간 

누적 순이익 3천만 위안 이상

① 최근 2년 연속 흑자, 동 기간 

누적 순이익 1천만 위안 이상

② 또는 최근 1년간 순이익 500만 

위안 이상, 매출 5천만 위안 이상,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 30% 이상

시가총액 유통주식 시가총액 5천만 위안 유통주식 시가총액 3천만 위안

지배구조

최근 3년간 이사, 경영진, 실

제 지배인의 중대한 인사변동 

없음

최근 2년간 이사, 경영진, 실제 지

배인의 중대한 인사변동 없음

경영 기간 3년 이상 3년 이상

현금흐름

최근 3년간 현금흐름 총액이 5

천만 위안 이상 또는 누적매출

액이 3억 위안 이상

없음

순 자산 
무형자산 대비 순 자산 비중이 

20% 미만

무형자산이 2천만 위안 이상, 미보

전 결손금이 부존재
주식보유총액 5천만 위안 이상 3천만 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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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VIE모델을 구축하였으나 

이후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VIE모델을 해체하고 선전거래소 창업판 시

장에 상장하였다. 그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변화. 당시 

온라인 미디어업계의 판도 변화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중국 내 Youku, Tudou와 같은 동영상 

웹사이트의 흥행과 함께 웹사이트 사이 저작권 분쟁과 판권 확보 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이런 배경 하에서 온라인 미디어 시장을 선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투명하였다. 둘째, 메인유저 문제. 폭풍과기의 메인 유

저는 중국 유저이고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중국 시장보다 현저히 떨어져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경영진이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화이브라더스 등 기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중국

내 상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중국의 나

스닥 시장으로 불리는 창업판 시장이 출범하여 중국 대표적인 엔터사인 

화이브라더스와 같은 기업이 창업판 시장 상장에 성공하였고 창업판 상

장조건과 역량을 갖춘 폭풍과기는 창업판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시도

할 인센티브가 있다.

2.1.2 VIE모델 구축 및 해체과정

일정 구분 내용

2005.08.05 내자법인 Kure(酷热科技) 설립

펑신을 대표로 하는 창업멤버들은 

desktop video 프로그램 개발을 목

표로 내자법인을 설립한 후 2006년 

Kure codec 프로그램을 출시. 

2006.05.15
Kure의 주주가 역외에 Kuree 

설립

창업멤버들은 외국투자자를 유치하

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IT업계

의 관행에 따라 역외에 Kuree를 설

립.

2006.07.03 Kuree의 자회사인 Huruan(互软 Huruan을 VIE구조에서의 역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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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 즉 WFOE) 설립 폼으로 활용.

2006.08.11
Kuree의 주식분할 및 시리즈 

A1 투자진행

① Kuree, Huruan과 Kure 및 그 주

주사이 VIE계약 체결. ② 주식분할 

후 IDG에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발행.   

2006.09.01

Longlink Capital Ltd.로부터 

Storm Codec 관련 지식재산권 

구매하여 Kure가 사용하도록 

함

① Storm Codec 관련 지식재산권은 

Zhou Shengjun(周胜军)의 개인소유

로 되어 있었고 당시 desktop video

시장을 선점한 상황.② Kure Codec

는 개발, 운영, 프로모션을 통하여 

일정한 기술과 유저를 보유한 상황

ㅇ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시장점

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Storm Codec 

관련 지식재산권을 구입하여 Kure가 

관련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함.

2007.01.18
내자법인 BaoFengWangJi(暴风
网际) 설립

Kure의 기술과 Storm Codec의 브랜

드를 결합시켜 BaoFengWangJi를 운

영주체로 하여 Storm Codec 프로그

램의 사업화 단계에 진입 

2007.07.26 Kuree의 시리즈 B+ 투자 진행

① Kuree, Huruan과 BaoFengWangJi 

및 그 주주사이 VIE계약 체결. ② 

Kuree, IDG에 제3자 배정을 통하여 

신주발행

......

해당 기간 동안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와 이직에 따른 Trippo(Esop 

플랫폼)의 지분인수와 Kuree의 신주발행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짐.

2010.12.02 Kure지분 양도

① VIE해체 준비 및 Kure의 지분구

조 조정. ② Kure의 주주는 펑신, 

채문승으로 변경.

2010.12.15

Kuree, Huruan, 

BaoFengWangJi, Kure 및 그 주

주, IDG, Matrix와 Goldstone, 

Harmonious Growth 등 새로운 

투자자와 구조조정 합의서 체

결 후 2011년 8월 31일 관련 

구조조정합의서의 주요내용: 

① Goldstone, Harmonious Growth 

등 새로운 투자자가 Kuree로부터 

Huruan의 전부 지분을 인수. ② 각 

당사자는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

한 확인 및 변제. ③ IDG 및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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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폭풍과기의 VIE 모델 구축 및 해체과정180) 

폭풍과기는 VIE모델을 통하여 역외 상장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시장

변화 등 원인으로 역외상장을 포기하고 중국내 시장으로 상장하였기 때

문에 사유화 절차가 필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폭풍과기는 위와 같은 절

차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자를 역외 상장회사로부터 퇴출시키고 WFOE의 

지분을 역내 투자자가 인수하여 내자법인으로 전환한 후 VIE 관련 회사

들을 말소하여 최종적으로 VIE모델을 완전히 해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12년 3월 폭풍과기는 창업판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중국 증감위가 IPO

를 잠정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상장이 연기되면서 매각위기에 놓이게 되

었다. 이후 2014년 증감위의 신규 IPO 심사가 재개됨에 따라 상장절차를 

계속하여 추진하여 결국 3년에 거쳐 2015년 3월 창업판에 상장하였고 상

장 후 29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180) 폭풍과기의 투자설명서 참고.

보충계약 체결
의 지분을 Kuree가 인수. ④ VIE계

약 종료

2010.12.15 종료계약서 체결

Kuree, Huruan과 BaoFengWangJi, 

Kure 및 그 주주의 모든 VIE계약을 

종료.

2011.01.17
Huruan지분 양도 후 내자법인

으로 전환

Kuree는 Huruan의 전부 지분을 

Goldstone, Harmonious Growth에 양

도한 후 Huruan으로부터 퇴출.

2011.07.14
Kuree는 IDG, Matrix의 전부 지

분을 인수

IDG, Matrix의 전부 지분을 Kuree가 

인수하여 외국인투자자를 Kuree로

부터  퇴출.

2012.05.10 VIE 관련 회사를 말소
Kure, Huruan, Kuree를 전부 말소하

여 VIE모델을 완전히 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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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폭풍과기의 VIE 해체 거래구조182)

181) Trippo는 ESOP 플랫폼이다.
182) 폭풍과기 투자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5%

2.5%

92.5%

BaoFengWangJi

FengXin 

IDG Matrix

HuRuanKeJi(WFOE)

Kuree International Ltd .(Cayman)

韦婵媛 FengXin 酷热科技

Keli(BVI) Baolink(BVI) Trippo(BVI)181)

王宝珊 

------------------------------ -------------------------------
역외

역내

Gold stone

Harmonious Growt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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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후360 우회상장 사례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결합을 통하여 상장심사 등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금융

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중국 A주 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기업은 우회상장을 통하여 중국 시장으로 복귀한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의 디지털 광고회사인 포커스 미디어와 인터넷 보

안 회사인 치후360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의 온라인 게임개발

회사인 Giant Network 등 기업들은 모두 우회상장을 통하여 A주 시장 

상장에 성공하였다. 아래에서는 치후360의 해체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2.2.1 치후360의 우회상장 배경

  치후 360은 2005년 9월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보안프로그램 회사

이다. 치후 360이 우회상장을 결정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치의 저평가문제. 2011년 3월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후 치후360은 지속적

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5월 말 기준 시가총액 규모가 과거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치후360은 광고와 유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수익

을 기반으로 무료 백신을 내세워 쾌속 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 내에

서 인지도를 쌓았으나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같은 시기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인터넷 

보안회사의 PER에 비교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저우훙웨이(周鸿祎, 

현 치후360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치후360의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

가되어 실제 기업가치가 시가총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

여 나스닥 대신 중국의 A주 시장을 선택하였다. 둘째, 중국내 주식시장

의 변화. 2010년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격으로 인하여 중국개념주들이 크

나큰 손실을 보았고 외국 투자자들의 VIE모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

어 Giant Network 등을 비롯한 중국계 회사들의 복귀 열풍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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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판, 창업판 및 신삼판 개설 등과 같은 다층

적인 자본시장 구축에 공을 들여 중국기업들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

시키고 이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마련하였다. 셋째, 국가 안보문제. 치후

360의 주된 사업은 인터넷 보안인데 정보보안 문제는 국가 이익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치후360의 메인 유저가 여전히 중국에 있고, 보안프로

그램은 개인, 기업, 정부 기관까지 보급되어 정보유출 등 사태가 발생하

면 국가정보 안전에도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국 본토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치후360은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표8 치후360의 주가변동 차트183)

2.2.2 치후360 우회상장과정

183) 新浪财经, 2019.06.05., https://stock.finance.sina.com.cn/usstock/quotes/QIH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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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분 내용

2015.06.17 인수제안 사실 공시

치후360은 저우훙웨이 회장을 선두로 하

는 투자자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제안을 

받았음을 공시함.

2015.12.18 사유화 합의서 체결

① CITIC Guoan, SEQUOIA Capital, 

Golden Brick Capital 등 투자자들이 매

수단을 구성. ②치후360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무고문과 법률고문을 선입하

여 거래가격을 협상함. ③ 치후360은 매

수단과 사유화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수

단이 치후360의 미보유 보통주를 주당 

51.33달러의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함(사

유화 거래 규모는 93억 달러에 달함).

2016.03.30 임시주주총회 승인 발표
임시주주총회로부터 사유화 방안에 대한 

승인을 받음.

2016.04.26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역

외투자 심사 통과

중국 측 투자자의 투자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역외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서 관리하는 기업 및 지방기업의 3억 달

러 이상의 역외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

전개혁위원회에 비안등기를 하여야 

함.184) 

2016.07.15 사유화 거래 종료
치후360은 사유화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공시함.

2016.07.18 상장폐지
치후360은 정식으로 뉴욕거래소에서 상

장폐지됨.

2017.11.03
우회상장 관련 사항 공시

(쟝난자제)

쟝난자제는 치후360의 우회상장안과 관

련하여 중대한 자산양도 및 자산치환, 

주식발행을 통한 자산인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함. ① 2017

년 3월 31일 이전 쟝난자제의 자회사인 

자제기전의 100% 지분을 제외한 모든 

자산, 부채, 영업, 종업원, 계약 및 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제기전에 양도. 

② 쟝난자제는 쟈제기전의 90.29%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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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치후360의 우회상장 과정185)

 

표10 치후360의 사유화 거래구조186)

184) 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2014.05.08.부터 시행, 현재는 폐지됨) 

185) 미국 SEC 및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을 참고.
186) 陈劲松, 三六零私有化退市及VIE架构拆除与重组上市方案总结(一), 2018.09.06

     http://tisize.com/shuo/one/191.html

분에 대한 대가로 Jin zhifeng, Jin 

zuming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 현

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71%의 지분은 

치후360의 주식과 교환. ③ 치후360의 

주주가 보유한 쟈제기전의 9.71%의 지분

을 Jin zhifeng, Jin zuming 또는 그가 지

정한 제3자에 양도. ④차액부분은 비공

개 주식발행의 방식으로 치후360의 주주

에게 쟝난자제의 주식을 발행.

2017.12.29 증감위 심사 통과
우회상장안에 대하여 증감위가 조건부 

허용함.

2018.01.02 쟝난자제 주식 거래 재개 쟝난자제 주식 거래 재개.

2018.02.22
치후360 전부 지분 양도 

완료

치후360의 전부 지분을 쟝난자제에 양도

하고 관련 공상변경등기 절차를 완료함.

2018.02.28

회사명을 쟝난자제로부터 

360으로 변경 및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쟝난자제를 360으로 변경하고 상해 거래

소 상장에 성공.

주: (i)표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구조조정후 360회사의 재무제표 연결범위

에 속하지 않는 회사이다. (ii)기타 주주란 Qi xiangdong, TianJinJuxin, TianJinTianXin을 

가리킨다. (iii)TianJinZhongXin의 조합원은 TianJinZhongXinGuQuanTouZiGuanLi유한회

사이고 그 지배주주는 저우훙웨이로 당해 회사의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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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치후360 우회상장 구조187)

2.3 스지쟈위안 신삼판 상장 사례

2.3.1 신삼판 시장 개요

  중국 정부는 다층적인 자본시장 구축 수요에 따라 2006년 첨단기술 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북경의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내에 신삼판 시장을 

시범 운영하였다. 이후 시범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중소·

벤처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NEEQ를 개설하였다. NEEQ는 중국판 코넥스 

시장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A주 시장보다 

상장이 쉬우며 향후 메인보드 또는 창업판으로 전환 상장(Switch Stock 

187) 邱珮. 中概股私有化退市后回归A股的成功因素分析―以奇虎360为例[D]. 南昌大学, 

     2018年硕士论文, 제33면.

金祖铭 金志峰 其他股东

江南嘉捷电梯股份有限公司

치환자산

1.82억 위안

매각자산

16.9억 위안
360회사

360주주

주식발행

100%

쟝난자제

실제통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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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우점으로 인하여 IPO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A주 시장의 대안으로 NEEQ 시장을 고려하고 있

다. VIE모델을 해체하여 신삼판 시장으로 복귀한 기업은 CAXA(832617), 

ZhongSou Network(430339), Baihe닷컴(834214), Baixing닷컴(83601)등 기

업들이 대표적이다. 신삼판 시장의 상장요건은 메인보드, 창업판, 중소기

업판 시장보다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고 자산에 대한 요구도 

없다. 다만, 신삼판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이익창출능력을 요구가 있을 뿐이다. 신삼판 시장에 상장한 후 일정

한 시간을 거쳐 IPO 요건에 부합되면 A주 시장에 상장 신청을 할 수 있

다. 현재까지 중국 내 전환상장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규정은 따로 마

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전환상장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열러 있다. 

아래에서는 스지쟈위안(世紀佳緣)의 신삼판 상장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

도록 한다.

              

표12 신삼판 시장의 상장요건188)

 

2.3.2 스지쟈위안의 신삼판 상장과정189)

188) 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股票挂牌条件适用基本标准指引(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  

  템 주식상장조건 적용기본기준 지침)등 규정의 내용을 참고.
189) 미국 SEC 및 중국 NEEQ의 공시서류를 참고.

상장요건 내용
회사형태 비상장 주식회사

존속기간 2년 이상(회사형태를 변경한 경우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 

매출요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창출능력을 보유

(최근 2년 회계연도의 영업매출이 1000만 위안 이상)

자산요구 없음
경영능력 업무가 명확하고 지속 경영능력을 갖춰야 함

지배구조 관리시스템이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야 함

일정 구분 내용
2011.05.

11
나스닥 상장(스지쟈위안) 

스지쟈위안 회사가 미국 나스

닥 상장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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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03
스지쟈위안 인수제안 사실 공시

① 스지쟈위안은 Vast Profit 

Holdings로부터 인수제안을 받

았음을 공개함. ② 스지쟈위안 

CEO는 대표이사직 및 이사회의 

공동의장직을 사임할 것을 발

표함.

2015.06.

05
인수제안 수정

Vast Profit Holdings은 인수가

격을 ADS 주당 5.37달러에서 

7.2달러로, 보통주 주당 3.58달

러에서 4.8달러로 수정하여 스

지쟈위안 이사회에 제출
2015.11.

20
NEEQ 상장 후 거래정지 (바이허닷컴)

상장당일 중대자산 구조조정으

로 인하여 거래가 정지됨.

2015.12.

6.
바이허닷컴 이사회 소집

바이허닷컴은 이사회를 소집하

여 중대자산 구조조정 에비안

과 Jiayuan. com International 

Ltd.와 체결예정인 “합병계약 

및 계획”을 통과시킴.

2015.12.

7
중대자산 구조조정 관련 공고 발표

LoveWorld Inc.와 FutureWorld 

Inc. 및 Jiayuan. com 

International Ltd.사이 합병계약 

및 계획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바이닷컴은 톈진시자유무역

시험구에 자회사인 바이허

ShiDaiZiChan을 설립. ② 바이

허ShiDaiZiChan은 케이만에 

SPE인 LoveWorld를  설립. ③

LoveWorld은 케이만에 자회사

인 FutureWorld를 설립. ④ 

LoveWorld는 ADS 주당 7.56달

러 또는 보통주 주당 5.04달러

의 가격으로 스지쟈위안의 기

발행 ADS와 보통주를 전부 인

수하기로 함. ⑤ 스지쟈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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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3 스지쟈위안의 신삼판 상장과정

FutureWorld를 흡수합병하기로 

함.

2015.12.

29
스지쟈위안 특별주주총회 소집

스지쟈위안은 특별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바이허닷컴과의 합병

안을 통과시킴.

2016.03.

09
구조조정안 변경

① TianJinXingFuShidai(바이허

닷컴은 해당 회사의 28% 지분

을 보유함)와 지분양도계약 및 

관련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바

이허닷컴 자회사인 

TianJinBaiHeShiDaiZiChan의 전

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함. ②

T i a n J i n X i n g F u S h i D a i 는 

LoveWorld와 FutureWorld Inc. 

지주회사로서 스지쟈위안과의 

합병거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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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스지쟈위안의 VIE구조

Jiayuan.com International Ltd 

.(Cayman)

Harper Capital Inc. (BVI)

Jiayuan Hong Kong Corpotration 

Limited

香港觅缘有限公
司

北京觅缘

北京爱真心 

北京花千树 

世纪喜鹊 

上海花千树 

 北京友约互动 

武汉滴滴网络

100%

100%

100%

上海觅缘

100% 100%

 上海世纪佳缘  

北京财源来

上海藤蔓 

20%

85%

85%

-------------------------------------------------------

境外

境内

주: 날카로운 화살표로 된 부분은 계약통

제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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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스지쟈위안과 바이허 닷컴의 합병 거래구조

2.4 부동한 방법의 차이점

복귀방법 장점 단점

IPO

① 대기업에 적합함. 

②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

고 기업의 공신력과 시장 점유율

을 제고하는데 유리함.

① IPO 심사시간이 길고 상장요

건이 엄격함. 

②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 비용

부담이 큼.

우회상장 ① 중소형기업에 적합함. ① 우량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100%

百合时代资产

LoveWorld

FutureWorld

百合时代资产

Jiayuan.com International Ltd 

.(Cayman)

Jiayuan.com International Ltd 

.(Cayman)

LoveWorld

------------------------------------------------------------

역내

역외

------------------------------------------------------------
역내

역외

합병 전

합병 후

ADS와 보통주 전부 인수

100%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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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복귀방법의 비교

 

제3절 CDR 제도의 도입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해외 시장에 상장한 중국의 우량기업들을 

본토시장으로 불러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 6월 6일 중국 증

감위는“예탁증서 발행과 거래 관리 방법(시범 시행)”을 발표하여 차등

의결권 구조와 VIE모델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과 유니콘 

기업190)을 위하여 CDR 제도를 도입하였다. CDR 제도가 발표는 VIE기업

의 자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길목이 한층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1. CDR 제도의 기본내용

1.1 정의   

190) 유니콘(unicorn)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8B%88%EC%BD%98_%EA%B8%B0%EC%97%85, 2019.06.07

② IPO에 비하여 심사요건이 다

소 완화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됨. 

③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의 성장

을 유인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

확실성이 큼. 

② 상장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③ 내부자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투자

자 보호가 문제됨. 

신삼판 

상장

① 매출에 대한 요구가 없고 진

입장벽이 낮기에 복귀시간이 단

축됨. 

② A주 시장 전환상장이 용이함

① 자금조달규모가 제한됨.

② 주식의 유통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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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R이란 Chineses Depository Receipt의 약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

고 중국 역외의 상장 증권을 기초로 중국 역내에 발행하여 중국 역외 기

초증권 권익을 대표하는 양도 가능한 증권이다.191) CDR은 미국의 주식

예탁증서 ADR(Ameican Depository Receipt)과 유사하게 홍콩을 포함한 

역외에 상장한 기업의 주식을 중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중

국의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1.2 대상기업

  2018년 3월 22일 국무원은 21호 통지192)를 발표하여 해외 증시에 상장

한 중국기업 또는 미상장 중국 혁신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중국의 

메인보드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CD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공개하

였다. 시범적으로 CDR 발행을 허용하는 대상기업들은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첨단장비 제조, 바이

오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전략 육성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한정된

다. 또한, 대상기업의 규모는 시가총액 2천억 위안 이상인 해외 증시에 

상장된 대형 홍주모델 기업193)과 해외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직전년도 

매출이 30억 위안 이상이고 기업가치가 2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미상장 기업들 가운데서 수익성, R&D 능력, 선진적인 기술, 경쟁

우세를 가진 기업들도 CDR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CDR 발행은 

주로 첨단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증감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리바바, JD.com, 바이두, 넷이즈,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텐센트 등 7개 회사가 CDR 발행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194) 알리바바, 바이두, 넷이즈, 텐센트, JD.com 모두 VIE모델

191) 何海锋, 杨文尧天. 创新企业境内发行存托凭证制度:框架,突破与留白[J]. 财会月刊,

     2018(22), 제125면.
192) 国务院办公厅转发证监会关于开展创新企业境内发行股票或存托凭证试点若干意见的通
     知(国办发[2018]21号). 

193) 앞의 통지 제3조. 
194) 알리바바 등 中 IT 거물, '본토 증시' 상장 길 열렸다,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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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해외에 상장한 기업들이다. 2018년 6월 11일 중국 증감위는 

중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샤오미의 CDR 신청자료를 공시하였다. 

샤오미는 첫 번째로 CDR 발행을 신청한 기업으로 홍콩과 역내에 상장하

려고 계획하였으나 6월 18일 경영판단에 따라 CDR 발행 신청을 연기할 

것을 증감위에 신청하였다. 현재까지 CDR 발행이 허용된 사례를 찾아보

기는 힘드나 향후 관련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CDR 발행을 통한 해외상

장 중국기업들의 “2차 상장”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1.3 발행요건

  CDR 발행의 기본요건은 먼저 “증권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195)

에서 정한 공개발행에 관한 기본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발

행회사는 지속적인 운영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양호한 신용을 갖춘 회

사여야 하고 발행회사의 자산 또는 주주의 지분에 권리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19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111153869247

195) 증권법 제13조 신주발행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건전하고 운영  

  이 양호한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2) 지속적인 이익 창출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  

  무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최근 3년간 재무회계 문서에 허위기재 및 기타 중대  

  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196) 예탁증서 발행과 거래 관리 방법(시범 시행) 제5조 주식을 기초증권으로 하는 예탁  

  증서를 공개발행할 경우 역외 기초증권 발행인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증권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 공개발행의 기본요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2) 법에 따라 설립되고 3년 이상 지속해서 운영된 회사이고 회사     

  의 중대한 자산에 중대한 권리분쟁이 없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 실제 지배인     

  의 변경되지 않고 지배주주와 피지배 주주, 실제 지배인이 지배하는 주주가 보유한  

  역외 기초증권 발행인 지분에 중대한 권리분쟁이 없어야 한다 (4) 역외 기초증권   

  발행인과 그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이 최근 3년간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  

  공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5) 회계기초 업무 규범, 내부지  

  배제도가 건전하여야 한다 (5) 이사, 감사, 고급 관리 인원은 신용이 양호하여야 하  

  고 회사 등록지의 법률규정에 따른 임용요구에 부합되고 최근 이래 중대한 위법한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7) 증감위가 규정한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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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행절차

  CDR 발행 전 발행회사는 상업은행, 증권사 등과 같은 예탁기관과 예

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기관이 CDR의 발행, 배당 등 업무를 담당한다. 

예탁기관은 역외 보관기관과 보관계약을 체결한다. 발행회사의 증권은 

역외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중국 역내 예탁기관이 보유한다. 또한, 발행

회사는 주간사 자격을 갖춘 주간사를 선임하여 CDR 공개발행 및 상장 

신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증권사를 선임하여 CDR 매매업무를 담당

하도록 한다. CDR 발행은 증감위가 원칙적으로 주식발행 허가요건에 따

라 심사하고 발행심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시범 레드칩 기업의 CDR 발행 

신청을 심사한다. 중감위가 CDR 발행을 승인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고 증권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적으로 CDR을 발행

하고 메인보드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2. 시사점

CDR 제도가 도입된 이후 CDR 발행에 성공한 기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CDR 발행은 기존의 VIE모델을 해체하여 중국의 메인보

드 시장 또는 신삼판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우

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CDR 제도는 상장

폐지, VIE모델의 해체,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

요가 없고 비용부담이 적고 소요시간이 적은 우세가 있다. 두 번째로 기

업의 인지도를 높여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할 수 있다. CDR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외와 본토 두 

시장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CDR 발행 자체만으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

다. 따라서 IPO나 우회상장, 신삼판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은 본토시장의 

복귀방법의 대안으로 CDR 발행을 통한 “2차 상장”을 고려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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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절 VIE모델 해체의 법적문제

1. 세무위험

  VIE모델을 해체하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없

게 되어 VIE기업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VIE기업은 세제 차이 및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홍콩의 SPE와 WFOE를 역

내 사업회사의 이윤을 역외 상장법인으로 이전시키는 통로로 이용하여 

서비스, 특허사용료 등 명목으로 역내 사업회사의 이윤을 역외로 이전시

키는데 이 과정에 세수 비용은 10%의 원천징수세율(홍콩의 경우 7%), 

5.6% 좌우의 유통세 및 25% 이하의 기업소득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이 

과정에 역내의 세금혜택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이윤을 세율이 높은 기

업으로부터 세율이 낮은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197) 따라서 VIE계약을 

종료하면 세금혜택을 누리기 힘들어지므로 VIE기업의 세금부담이 증가

하게 된다. 한편으로 WFOE의 실제 경영기한이 10년이 되지 않거나 기

업의 경영성질 또는 경영기한의 변화로 인하여 구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 

감면정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과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

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세무기관이 이전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세금을 추

징할 수 있다.198)

2. 재무적 위험

197) 张连起. VIE结构拆除的中概股回归之路[J]. 中国注册会计师, 2016(04), 제110면.
198) 张静. 浅析中概股回归国内资本市场面临的问题[J]. 时代金融, 2016(12), 제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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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기업은 사유화 과정에 지분인수대금, 실사 및 컨설팅 비용을 포함

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VIE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

단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자금제공과 동시에 VIE기업과 

위험성이 높은 베팅계약(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VAM)을 체결

한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VIE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진은 기업

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거나 자유 자본으로 채무문제를 해결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VAM조항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이익창출 및 경영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분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실제로 Focus Media의 사유화 과정에 창업자 Jiang Nanchun은 일

련의 베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서는 Focus Media가 미국 증

시에서 상장폐지 후 4년 동안 새로운 자본시장 상장에 성공하지 못한 경

우 인수회사인 GHH는 Focus Media의 약 80%의 이윤을 이에 대한 보상

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다.199) 따라서 VIE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중국 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면 고액의 이자 부담과 함께 계약위반에 따른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유화 과정에 외

국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예컨대 JMEI은 사유화 가격을 ADS/7달러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IPO 가격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이에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주가 조작혐의로 기소위기에 처하였다.200) 실제로 VIE모델을 

해체하여 중국 A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치후360은 현재 사유화거

래 과정에 가격문제로 인하여 주주들로부터 기소되었다. 소장에는 치후

360의 주주가 오해로 인하여 공정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 사유화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한 기소 사유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대리문건과 연도보고서의 내용에 회사의 

주주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

199) 陈芮. VIE模式企业回归A股的风险分析及应对策略[J]. 国际商务财会, 2018(07), 제48면.
200) 彭涛. 中概股回归国内资本市场问题研究[J]. 国际经济合作, 2016(10), 제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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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되었다. ② 위임장과 연도보고서의 진술과 상반된 

정황이 존재한다. 즉 당해 회사가 합병 완료 및 뉴욕거래소에 상장폐지 

전 이미 중국에 재상장하려는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 ③ 따라서 치

후360의 그 업무, 운영과 전망에 대한 성명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

다.201) 치후360의 집단소송 사실은 2019년 1월 공개되었고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는 치후360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기소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VIE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사유화 

거래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중요한 위험요소이다.

3. 정책위험

  VIE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서 VIE모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중국 

시장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의 복귀과정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해 증권거래소의 전략 신흥

판 도입을 예고하였으나 13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

었다.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략 신흥판 개설이 무

산된 후 중국 정부는 커촹판을 새로이 개설하여 현재 100여개 기업에 대

한 상장심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20여개 기업이 커촹판 상장에 성공

하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커촹판 개설, 

CDR 제도 도입 등 여러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 시범단계에 있

기에 향후 관련 규정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VIE기업이 중국 복귀가 

순리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16년 5월 6일 증감위는 VIE

기업이 역내 자본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인지에 대

201) 奇虎360:私有化交易在美遭遇集体诉讼, 2019.1.25

     http://www.sohu.com/a/291414088_66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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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에 대하여 일부 중국기업이 이익을 편취하고 우회상장 이슈를 통

하여 주가조작을 하는 불량현상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기업

이 역내 자본시장으로 복귀하는 가능성, 방식 및 그 위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위의 입장발표 후 사유화를 선언한 VIE기

업의 주가는 하락하였고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은 MoMo와, 

HuanJuShidai이다.202) 또한, 폭풍과기의 사례에서도 증감위의 IPO 심사가 

잠정중단 됨에 따라 중국 시장 복귀 일정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VIE기업

이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정책변화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202) 陈芮 전게논문 제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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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제1절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

1. VIE모델의 입법화

VIE모델의 법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VIE모델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VIE기업들의 본토 시장으로 복귀하는 반면 외

상투자가 제한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VIE모델을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

로 VIE모델을 전면적으로 부정 또는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과거 “외국투자법(초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과도기

를 설정하여 VIE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계약통제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VIE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하려면 먼저 VIE모델을 외상투자의 범

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

로 하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계약통제의 방식도 외상투자의 한 가지 

방식으로 규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통제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역내기업이 VIE모델을 통하여 역내자산을 역외 특수목적회

사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둘째, VIE기업에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먼저 VIE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관리, 감독기관을 선정하거나 부문을 신설하여 VIE기업의 등

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VIE기업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VIE기업이 스스로 기존의 VIE모델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VIE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VIE모델로 역외에 상장

한 기업은 그 기업의 경영, 지배구조 등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203) VIE기업의 외환, 세금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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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하려면 역외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역내 

사업회사와 이윤이전 통로로 활용된 WFOE의 거래내역, 자본유출입, 세

금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허위공시 또는 부실공시 등 정황이 포착된 

경우 이에 상응한 처벌조치를 마련하여 VIE기업의 공시책임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VIE 관련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계약의 주체는 

단일한 국가의 법인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또는 국가에 분포되어 있어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판정결과가 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홍콩거래소의 “2011년 상장결

책” 18C 조항204)의 규정을 참고하여 VIE 관련 분쟁해결의 방식을 중재

로 규정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사법상의 보장조치를 마련하여 효

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 제도 개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의 자금조달과 우량기업의 복귀를 위하여 CDR제

도를 도입하고 커촹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VIE모델이 중국기업에 의해 많이 활용된 가장 큰 원인은 외상투자에 대

한 중국 정부의 제한이다. 따라서 국가안전과 경제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민감업종을 제외하고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하여 외상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중국 기업과 중국 경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VIE기업은 특수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상장심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달리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VIE기업은 증감위가 규정한 매

출조건 또는 경영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장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VIE기업의 매출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매출을 합산하거

203) 程珊. 协议控制（VIE）模式运营监管法律问题研究[D]. 西南政法大学, 2017年硕士论文,  

  제33면.
204) 본 조항에서는 VIE계약에서 분쟁해결조항에 중재조항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홍  

  콩법원이 중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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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기한을 VIE 모델의 존속기간으로 대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상

장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205) 따라서 VIE기업을 포함한 역외상장기

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판”을 개설하여 복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

정을 마련하고 상위 시장으로 전환상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여야 한다.

  

3.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한편으로 중국 내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신분 또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어 맹목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

다. 중국의 개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투자수

익은 높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는 상장회사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복잡한 주식모집설명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게 된다.206) 또한 중

국의 개인투자자는 보편적으로 투기성 목적이 강하므로 VIE 기업에 대

한 정확한 인식과 이성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를 인

도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VIE기업이 내부자거래 등을 이익을 편취하는 문

제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VIE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역외시장에 상장한 기간이 1

년 이하인 기업의 경우 A주 시장 복귀를 제한하거나 사유화 절차를 통

하여 A주 시장에 복귀한 기업의 경우 기존의 주주 또는 사유화 거래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매각 기간 제한 

규정을 두거나 우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둘 수 있다.207)  

205) 陈芮. VIE模式企业回归A股的风险分析及应对策略[J]. 国际商务财会, 2018(07), 제50면.

206) 肖作平. 谨防中概股投机性回归[J].董事会, 2015(10), 제31면.
207) 彭涛 전게논문 제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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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강화

 중국 역내와 역외 상장지 증권시장의 제도는 상이하지만 중국 증감위

와 미국 SEC 등은 모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회원국으로 “투자

자 보호, 시장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시스템 리스크 축소”

를 증권규제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208) VIE모델은 여러 국가(지역)에 관

련 회사를 두고 있으므로 국가(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해당 국가(지역)과 MOU를 체결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

가 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황, 특수 관계회사 간 거래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법공조를 통하여 증거보전 또는 관련 자산에 대

한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고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역

외 상장지 규제기관에서도 VIE모델과 그 법적위험에 대한 충분한 공시

가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을 진

행하여209) VIE구조의 취약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VIE기업에 대한 건의

1. 복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필요

  VIE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는 기회가 위기가 병존한다. 

VIE기업은 본토시장의 재상장을 통하여 자금조달과 기업의 발전을 이룩

할 수 있으나 모든 기업이 폭풍과기 회사와 같이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이성적으로 회사의 매출, 현금흐름, 

장기적인 목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귀시점과 복귀방

208) 唐旗. 论对“协议控制”模式的监管[J]. 证券市场导报, 2012(04), 제22면.
209) Kaitlyn Johnson, VARIABLE INTEREST ENTITIES: ALIBABA'S REGULATORY        

   WORK-AROUND TO CHINA'S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Loyola     

   University Chicago School of Law(2015). 



- 123 -

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내 VIE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적

절한 시기에 복귀를 추진하여야 한다.

2. 투자자 보호 문제를 중시

 

  VIE기업은 사유화 절차를 통하여 VIE모델을 해체하는 과정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주의하여야 한다.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여 사유화 가격을 낮게 책정된 경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경우 VIE 

기업의 중국 내 복귀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막대한 소송비용 및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사유화 과정에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투자자는 중국 시장으로 복귀한 VIE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정보를 이성적으로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투자 열풍에 맹목적으로 가담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 시장으로 복귀한 VIE기업 중 일부는 해외 시장에서 가

치가 저평가되어 재상장을 고려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론의 힘을 빌려 

단순히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토시장 복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일부 투자자는 VIE기업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데 투

자대상회사의 VIE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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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对中国可变利益实体（VIE）模式的
研究

Jin Meiya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tiy

  可变利益实体（VIE）是安然危机爆发后，美国财务会计准则委员会
（FASB）为了强化企业的财务造假的法律责任而在FIN46条款中规定的概念. 

根据该规定，即使对该实体不拥有投票权，只要该实体符合VIE的标准，就
需要合并财务报表. 在中国，VIE作为中国企业绕开外商投资限制或禁止性规
定，以实现企业境外间接上市的法律架构，被众多企业广泛应用.

  中国互联网企业发展初期需要大量的资金，而国内资本市场尚未成熟，融
资渠道不畅通，电信，媒体，互联网行业存在大量禁止或者限制外商投资的
领域，严重阻碍了国内企业的发展. 因此，中国企业采用VIE结构规避监管部
门对外商投资的限制，通过境外上市的方式解决融资问题. 2000年，新浪首
次利用VIE结构在美国纳斯达克上市，之后VIE结构在中国被称之为“新浪模
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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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法律对VIE结构尚无明文规定，协议控制模式在中国仍处于灰色地带. 

2015年，商务部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

引发社会各界热议，该草案中明确了“控制”的概念，引入了“实际控制”

的标准，并将“协议控制”纳入外商投资管理的法律体系. 然而，2019年新
颁布的《外商投资法》删除了此前备受瞩目的有关VIE的条款，仅在列举
“外商投资”的条款中，保留了一条兜底条款.

  过去十余年间，中国企业通过VIE结构解决了融资需求，促进了自身发
展，但在其运行过程中也存在违约，税务，外汇登记等法律风险. 近年来，

一方面中概股频遭做空机构的袭击，导致该企业股价大幅波动，引发集体诉
讼, 另一方面中概股也面临着低估值，融资受阻等问题. 相反, 中国政府通过
开设科创板，引入CDR制度等措施不断完善多层次资本市场体系，拓宽融资
渠道，改善资本市场环境，以此来吸引和鼓励海外优质企业回归国内市场. 

在此背景下，不少中概股企业通过私有化交易完成退市并成功登陆国内主
板，创业板，新三板市场. 本文选择暴风科技，奇虎360，世纪佳缘的案例作
为研究对象，分析中概股私有化退市方式，回归路径以及拆除过程中存在的
法律风险.

  本文通过分析VIE运行以及拆除过程中存在的法律问题，对VIE监管以及中
概股企业，投资者提出相关的建议.

Keywords: 中国, 可变利益实体, VIE, VIE模式, 外商投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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