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과 연락사무소(代表處，事) 설립 등 형태가 있다. 그중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
고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영리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소, 응소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실행해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
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3법)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외상투자법'을 적용하고
있다. '외상투자법' 및 '회사법'에 의하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 법인설립 시 기업의 유형은 한국측(개인 또는 법인)이 100% 출자 하여 투자
하는 기업형태(아래 독자법인이라 함)와 한국측과 중국측(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하는 기업형태(이하 합자법인이라 함
)로 분류 가능하다. 독자법인 및 합자법인의 설립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자법인

독자법인(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영토 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外資企業) 또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른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우
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자본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해야 한다.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 투자이므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 조직을 갖춰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고,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진다.
④ 유한책임회사: 외자기업은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독자법인은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크다.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 되지 않은 기업이 독자법인의 형식
으로 진출할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 경험이 부족해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
로를 겪을 수 있다.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하는 등 유사독자(類似獨資)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인,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업을 설립
한다.

①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②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③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④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⑤ 투자 예비허가 신청(프로젝트 건의서 또는 외자기업 설립 보고서 제출)

⑥ 기업 명칭 등기 신청
⑦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究告) 작성
⑧ 계약 체결 및 정관 제정
⑨ 투자허가 신청
⑩ 기업통계/기업설립 등기 신청

우리기업이 중국에 진출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외상독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 구비서류

1)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서*
3) 신설법인 정관*
4)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 및 인증 3부
6) 투자자의 법인설립 관련 수권대표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공증 및 인증 3부
7)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서(잔고증명) 2부
8) 신설법인의 주소증명(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증명)
9) 신설법인 법정대표인 임직증명서*, 신분증명(여권), 이력서 및 증명사진 3매
10) 이사회 구성원(또는 집행이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11) 감사회 구성원(또는 1인 감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12) 위임장*
13)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임서*
14) 설립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
15) 수출입 상품 목록*
※ 구비서류 관련 주의사항
가. 5)~15) 항의 서류는 한국측에서 준비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위임장,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
나. 위 소요서류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다. 외국어 서류는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중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회사 날인이 필요하다.
라. “*”표기 서류들은 소정양식, 투자자 확인 및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마. 위 서류 외에 투자자가 기업명칭,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주소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바. 수출입 도매업무를 포함하는 판매법인의 경우 14) 및 15항의 서류 제공이 필요하다.

□ 합자법인

외국측과 중국측 개인 또는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하는 기업형태를 합자법인이라 한다.

합자법인 구비서류는 한국 투자자는 신분증명(법인투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공증/인증, 대표자 여권사본 (여권상 본인 sign 요
)에 대한 공증/인증, 한국회사명은 한자 또는 영문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인 경우 여권사본 (여권상 본인 sign 요) 공증/인증, 주소)이
필요하다. 중국 투자자는 영업집조정본, 부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이 필요하며,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무실 방산
증, 사무실 건물주 신분증 또는 영업집조, 회사주소증명, 임대료 영수증, 재무경리 여권(신분증) 사본, 법정대표인 여권(신분증)사본, 동
사장 여권사본과 위임인, 감사 여권사본 및 위임인, 총경리 여권사본, 기업연락인 여권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설립 절차는 상호명 신청, 법률서면 작성, 법인등기 신청, 영업집조 발급, 비치등록, 회사명판 수령, 계좌개설 신청 등 순서로 진행된다.

지사

지사는 본사의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본사의 경영범위 내 커뮤
니케이션, 컨설팅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본사가 그 연대적 책임을 진다. 일부 영리성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지사는 본사 소재 성(省)을
벗어나 지사 설립할 경우, 세금 징수에 민감한 일부 지방정부는 영리성 업무가 없는 지사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외국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업무를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외적 책임은 그 외국법인이 져
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물 몰수, 벌금 부과 및 등록증 철폐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중국에는 대표처(代表處)로 불린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
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
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分公司)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우리기업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사 설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파견대표는 4명까지 가능하다.
3) 본사 업종, 업태에 특수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업종은 금지업
종이다.
4) 대표가 취업증을 만들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중국내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과반수 이상의 중국 경내 주소 보유 때문에 주식회사 설치가 쉽지 않다. 중국 에 따라 주식
회사의 발기인수는 '2인 이상 200명 이하'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중 50% 이상이 '중국 경내에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는 중국의 회사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유한회사의 투자자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지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투자자회를 통해 실현된다. 유한회사의 투자자 총수를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각 투
자자의 출자액이 상당히 크지 않은 한 유한회사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되고 양도가 제한되어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다.

유한회사는 출자금액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모두 출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기관은 주주회(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동사회(이사회) 또는 집행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임의기관)를 둔다. 회사가 소규모
인 경우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법정대표, 이사, 총경리: 1인 3역)를 둔다.

유한회사의 등록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과정을 거친다.
①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사전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기업명칭 사전허가 통지서”를 수령한다.
② 심사기관(상무위원회)에 법인설립 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서,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③ 회사 등기기관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제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영업집조 발급일이 곧 법인 설립일이 된다.
④ 취급업종에 따른 필요 라이선스 신청을 제기한다. 예컨대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식품유통기업은 “식품
경영허가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⑤ 세무등기, 통장개설, 세관등기 등을 진행한 후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부한다.

개인사업자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신영중화회계사사무소(信永中和事所)
전화번호

86-13801224040

주소

北京市城朝北大街8富大厦B座8

홈페이지

https://www.shinewing.com/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cpawichoi@naver.com
있음

ㅇ KCBC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6-135-2230-0534
北京市城朝大街南竹杆胡同2河SOHO中心D座1251226房
sttrace00@naver.com
있음

ㅇ 북경시중륜율사사무소(北京市中律事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86-10-5957-2293
北京市建外大街甲6SK大厦37
http://www.zhonglun.com/en/
lianzhelong@zhonglu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ㅇ 화롄() 로펌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6-10-8441-7811(210)
北京市 朝 三北路丙2 天元港中心 B座 2309室
http://www.hllf.cn/enindex.asp
hanchunning@hllf.cn
있음

ㅇ 안지에 로펌(安杰律事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6-10-8567-5988
北京市朝方路19 亮外交公大D1 座19
https://www.anjielaw.com
lixiuzhe@anjielaw.com
있음

ㅇ 북경국연자순문유한회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6-10-8476-4382
北京市朝陽區望京廣順南大街16號嘉美中心字818室
http://www.glms.co.kr/gnuboard4/sub0205.php
kllaw@naver.com
있음

ㅇ 한국태평양변호사사무소(太平洋律事所)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86-10-5903-3502
北京朝建路79
http://www.bkl.co.kr
있음

ㅇ 한국율촌변호사사무소(律村律事所)
전화번호

86-10-8567-0778

주소
홈페이지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北京朝建外大街6思大厦9
https://www.yulchon.com
있음

ㅇ 쯔퉁회계사사무소(致同事所)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86-13801224040
北京市城朝建外大街22塞特大厦15
wooin.choi@cn.gt.com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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