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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국 법률법규 및 시사점
1. 배경
2019년 12월 무한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 구정연휴를
전후로 중국전역을 강타하면서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전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해 중국 내 약 27개의
지방정부가 최대 2주 이상 조업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기업의 생산 재개가
늦어져 납품, 재고조정 등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게 됨. 특히 관광업, 요식업, 영화관, 호텔, 항공 등 서비스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음.
이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련의 규정 및 조치를 발표하였음. 2월 11일 리커창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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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특히 민간기업과 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영부동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대출 이자율 인하, 대출 만기 연장, 세금 감면 등 임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음.

그

후

2월

18일

국무원은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기업의 주택공적금을 연기 납부하는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 또한 조속히 재정, 세무,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실업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고, 2월 25일 현재 이미 중국 31개 성시의
지방정부가 지원조치를 발표했음.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대출상환 부담완화 등 지원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통제 기간 근로자의 노동 및 업무복귀 관련 규정,
영업개시 및 관련 지침 등이 포함됨.

2. 영업개시 관련 규정
1) 중앙정부
① 상무부
□ 2 월 5 일 발표 ‘상업 소매기업 영업재개에 대한 통지’
(关于组织做好商贸企业复工营业工作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2002/20200202934097.shtml

-

각급 상무주관부서에서 상업 소매기업의 방역, 인력, 상품비축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방역 요건을 갖춘 도매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지역사회 채소가게 등을 포함한 상업 소매기업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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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상품 공급원 확보, 운반, 배송, 상품 보충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상업 소매기업이 순조롭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

-

대형 소매 프랜차이즈 기업의 넓은 영업망과 다양한 상품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공급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월 6 일 ‘코로나 19 방역기간 기업의 보다 편리한 수출입허가증 수령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통지‘
(关于切实做好疫情防控期间进一步便利企业申领进出口许可证件有关工作
的通知)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06/content_5475372.htm

-

수출입허가증의

전자서류화를

장려하고,

수출입허가증의

전자

신청서류를 보다 간소화하고, 전자키 취득 및 업데이트 절차를 개선함
-

방역사태의

영향으로

제때에

수출입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증 관련 부서에 대리신고
및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음
□ 2 월 14 일 ‘산둥성의 외상투자기업 생산재개를 가속화하여 외상투자를
추진하는 약간의 조치를 널리 보급할 것에 대한 상무부 판공청의 서신’
(商务部办公厅关于推广山东省加快外商投资企业复工复产推进外商投资若
干措施的函)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2002/20200202936424.shtml

-

상무부는 산둥성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각 지역에서 해당
조치를

본으로

하여

외상투자유치

강화,

외상투자환경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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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② 국무원
□ 2 월 22 일 ‘국무원의 코로나 19 관련 기업 및 사업체의 영업 및
생산재개 관련 방역조치 지침’
(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 (国发明电〔2020〕4 号）)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2/22/content_5482025.htm

-

종업원의 건강검사를 강화해야 함. 해당 지역의 요구에 근거해 지역
및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건강상황 보고제도를 수립하여
매일 종업원의 건강상황을 해당 지역 방역부서에 보고해야 함

-

작업장 방역 강화 조치로 출입직원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장의
통풍 및 환기 등을 강화해야 함. 작업장 및 생활 구역 내 소독을
강화하고, 종업원들의 집단활동을 감소하고, 식당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종업원의 개인방역 지도를 강화해야 함.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 방역
의식을 강화해야 함

-

상황처리 조치를 강화해야 함. 방역 책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의 주요
책임자가 제 1 방역 책임자임을 규정하고 격리시설 설치, 관련구역
폐쇄, 소독 규정 및 확진자 발생 후의 폐쇄조치 등에 대해 규정

③ 해관총서
□ 2 월 16 일 ‘대외무역기업 생산 및 조업 회복 지원정책 10 조’
(10 条措施支持外贸企业复工复产)
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425/2862795/index.html

-

기업의 수출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해결

-

수입 생산설비 및 원자재 수입검사 절차 가속화

-

농산품 및 식품 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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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

특수의료물자 검사절차 간소화

-

가공무역 연기수속 간소화

-

수출 정산종결(核销) 절차 간소화 및 현장검사 감소

-

행정처벌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

외국의 무역 제한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

인터넷+세관 기능을 충분히 활용. 직접 제출해야 할 자료는 사진,
스캔 등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공 후 서류를 보충하는 방식을 취함

2) 지방정부
① 산둥성
□ 2 월 4 일 ‘경제운영 지도 및 분석 강화를 통한 중점 프로젝트 건설 및
투자진도 가속화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经济运行调度分析加快重点项目建设和投资进度有关工作的通知,
鲁发改办〔2020〕81 号 )
http://fgw.shandong.gov.cn/art/2020/2/10/art_91538_8784269.html

-

기업의 생산회복을 사전에 계획하고 경제운영에 대한 지도와 분석을
강화하며 중점 프로젝트 건설과 투자에 속도를 내도록 함

-

조업, 생산재개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의 조업재개와 생산
회복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 관련 상황에 따라 주간
계획을 작성하고 2 월 전까지 여건을 갖춘 기업이 전부 정상적인
생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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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 11 일 ‘외상투자기업의 업무재개를 가속화하고 외상투자를 추진하는
약간의 조치에 대한 통지’
(山东省人民政府办公厅印发关于加快外商投资企业复工复产推进外商投资
的若干措施的通知（鲁政办字〔2020〕17 号）)
http://www.shandong.gov.cn/art/2020/2/11/art_107861_105543.html

-

총 19 가지 조치로 외상투자기업의 업무재개를 위해 정부부서가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조치를 규정

-

방역물자 구입 협조, 식음료 서비스 협조(식음료 제공조건이 미비한
기업을 위해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을 연결), 종업원의 작업장 복귀를
돕고 기업을 위해 고용 난 해결, 생산물자 운송보장, 신용대출폭 강화,
기업의 물류원가 절감조치(항구 야적비 무료기간 30 일 연기 등), 관련
세금 감면(도시지역 토지사용세, 부동산세 등 감면조치), 세금 납부
연기,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기업의 인원 非 해고정책 지원(해고하지
않거나 적게 해고한 기업에 대해 작년도 실업보험료의 50% 반환),
기업 신용리스크 관리, 무역구제 법률서비스 강화, 온라인상 투자유치
강화, 주요 외자유치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정부와 기업의 1:1
서비스 강화,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 조치 규정.

3. 노동관련 규정
1) 중앙정부
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2 월 7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생산재개를 장려할 것에 대한 의견’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全国总工会 中国企业联合会 中国企业家协会 全国
工商联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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复工复产的意见（人社部发〔2020〕8 号）)
http://www.mohrss.gov.cn/gkml/zcfg/gfxwj/202002/t20200207_358328.html

-

현재 직면한 노동관계 분야의 새로운 도전을 중요시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취업 안정을 도모해야 함.

-

방역기간의 노동문제를 원활히 처리하여 업무 재개 전 근로자와
소통하고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감원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에서 감원 방안을 지도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함.
-

방역기간의

급여대우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협상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단기근무 등의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을 지원.
-

기업의 직원 채용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감원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교육을 제공함.

-

기업의 노동 관련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노동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원하며, 모범을 선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들의 본으로 함

□ 2 월 5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기간 취업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有关就业工作的通知(人社部明电〔2020〕2 号))
http://www.mohrss.gov.cn/gkml/zcfg/gfxwj/202002/t20200205_358137.html

-

중점기업의 근로자 채용과 중소 영세기업의 취업안정을 지원하고
대졸자의 취업을 개선하는 등 조치 제시.

-

중점기업의 고용과 관련하여 신종코로나 방역보장, 공공사업 운영,
대중생활

필요와

관련된

중요기업,

중대

공정에

대해

담당자를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고용정보를 공개하고 인력 과부족 조절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단계적인 인력 수요를 만족.
7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당분간 외지에 갈 수 없고
취업 의향이 있는 농민공은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창업
의향이 있는 경우 현재 창업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지급.

□ 1 월 24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기간 노동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통지’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
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人社厅明电[2020]5 号)）
http://www.mohrss.gov.cn/gkml/zcfg/gfxwj/202002/t20200227_360811.html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의

격리치료 기간, 의학관찰 기간, 정부가 실시한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직원에 대해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이 기간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의 의료기간 만료, 의료관찰 기간
만료, 격리기간 만료 또는 정부가 조치한 긴급조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함.
-

기업이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협상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업무기간 단축 등 방법을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감원을 피해야 함. 기업의 영업정지가 급여지급 주기 이내일 경우
정상급여를

지급하며,

주기를

초과했을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지급 급여는 현지 최저급여 기준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생활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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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① 베이징
□ 1 월 31 일 ‘방역기간 본市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더욱 잘
진행할 것에 대한 통지’
(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期间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相关工作的通知(京
人社办发〔2020〕2 号))
http://www.beijing.gov.cn/zhengce/gfxwj/202001/t20200131_1622074.html

-

방역조치로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정상

노동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관계 해지는 불가.
-

기업이 근로자에게 인터넷, 전화 등 방식으로 자택근무를 요구했을
경우 정상출근으로 간주. 2020 년 1 월 31 일부터 2 월 2 일까지 기간
방역업무를

위해

근무한

근로자는

동등한

기간의

보충휴가를

배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준 급여의 200%를 지급
-

인원 밀집을 피하며 채용박람회 등 활동을 중단. 공개 채용 등 업무는
연기

-

각 부서의 창구는 온라인 업무 위주로 전환.

4. 정부지원 관련 규정
1) 중앙정부
① 재정부, 발개위, 공업과신식화부, 인민은행, 감사국
□ 2 월 7 일 ‘방역전쟁을 이기고 방역 중점 보장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것에 대한 긴급통지’
(关于打赢疫情防控阻击战强化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资金支持的紧急通知,
财金〔2020〕5 号)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07/content_547596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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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관련

업체명부를

관리하며,

일부

지역(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광둥성 등)에서 방역업체 명부를 작성
-

방역업체에 대해 9 개 주요 은행에서 우대금리로 대출 제공

-

상기 지원업체에 대해 중앙재정에서 대출 할인금 지원

② 상무부
□ 2 월 18 일 ‘방역 기간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를 안정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업무를 강화할 것에 대한 통지’
(商务部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商综发
〔2020〕30 号))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19/content_5480753.htm

-

기업의 순차적인 영업재개를 지원. 대외무역, 외자, 상업유통 및
전자상거래업체의
방역물자

수입

영업재개
및

유통업체

활동
등을

관련
우선

심사절차를
보장

빠르게

범위에

함.

포함시켜

관련부서에서 협조함
-

대외무역관리절차 간소화. 수출입 절차의 전자서류화 및 전자허가증
발급 추진

-

국경간 종합시범구에 해외창고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

수출신용 보험지원을 강화하며, 단기 보험료 인하 등 조치를 취하고,
신용보험증서 자본조달 규모를 확대함

-

법률서비스 강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외국의 무역제한조치 적극
대응, FTA 협정 충분 활용, 외자기업 자신감 회복, 투자유치방식 혁신,
해외의 방역상황 대응 시스템 설립, 상업유통기업의 혁신경영방식
지원, 편의점과 야채시장 발전 지원, 재정자금의 역할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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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 5 일 ‘대외무역기업을 도와 코로나 19 상황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손실을 감소하는 통지’
(关于帮助外贸企业应对疫情克服困难减少损失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2002/20200202933976.shtml

-

각 상회에서는 수요가 있는 기업을 협조하여 코로나 19 가 계약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원인임을 밝히는 불가항력증명서를 무상으로
발급해야 함

-

각 상회는 현재 상황 관련하여 국내외 전시기구에 협조하여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을 도와 기 지급 비용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함

③ 국가의보국, 재정부, 세무총국
□ 2 월 21 일 ‘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료 단계적 감면 관련 지도의견’
(国家医保局、财政部、税务总局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
导意见（医保发〔2020〕6 号）)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23/content_5482279.htm

-

2020 년 2 월부터 근로자의 의료보험 회사 납부 부분에 대해 50%
감면조치를 취하며, 기한은 5 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

이미 감면조치를 실시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중복
적용은 불가.

④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부, 세무총국
□ 2 월 20 일 ‘기업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에 대한 통지’
(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 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
的通知，（人社部发﹝2020﹞11 号）)
http://www.mohrss.gov.cn/gkml/zcfg/gfxwj/202002/t20200221_360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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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순차적인

업무재개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해

기업의

기본양로보험금, 실업보험금, 산재보험금(이하 ‘3 金’) 중 회사납부
부분에 대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2 월부터 면제하고 기간은 최장
5 개월로 하며, 대기업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기간은 최장 3 개월임.
-

후베이성 기업의 경우 최장 5 개월 ‘3 金’ 면제,.

-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연장(缓缴)을

신청하도록

하며,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6 개월이며, 납부 연장 기간에는 체납금이 없음
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2 월 22 일 ‘기업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및 기업 업무재개 지원에 대한
통지’
(关于阶段性降低企业用电成本支持企业复工复产的通知,发改价格〔2020〕
258 号)
https://www.ndrc.gov.cn/xwdt/ztzl/fkyqfgwzxdzt/fkgjdt/202002/t20200222_1220993.html

-

2020 년 2 월 1 일부터 6 월 30 일 기간 에너지소비가 높은 업종을
제외한 일반 상업용 및 기타, 공업용 전기요금 등을 적용 받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5% 할인

⑥ 세무총국
□ 2 월 11 일 ‘코로나 19 방역 관련 세수 우대정책 지침’
(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指引)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219/n810724/c5143672/content.html

-

방역 및 구제를 위한 회사의 보조금 및 장려금은 개인소득세 면제

-

방역 지원물자 관련하여 증치세 전액 환급, 방역물자 생산기업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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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에 대해 기업 소득세 세전 공제, 방역물자 수입관세 면제 등
-

공익조직 및 현(縣)급 정부 이상을 통해 지원한 공익 헌금 및 자선
지원물자 관련 기업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 공익지원물자는
수입세금 면제

-

방역 사태로 손해가 심각한 기업의 2020 년도 발생 손실은 최장 8 년
공제 가능.

2) 지방정부
□ 임대료 면제 정책
-

중국의 22 개 성시에서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조치를 제시. 베이징, 상하이,
광둥, 헤이룽장, 랴오닝, 허베이, 저장, 산둥, 산시, 후베이, 후난, 장시,
쓰촨, 충칭, 하이난, 허난, 안휘이, 장시, 장쑤, 윈난, 네이멍구, 신장 등
성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함. 단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차이가 있고, 주로 국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한해 일정 부분 임대료 감면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① 베이징시

□ 2 월 5 일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 코로나 19 영향 대응 관련 중소
영세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影响促进中
小微企业持续健康发展的若干措施, （京政办发〔2020〕7 号）)
http://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002/t20200206_1625493.html

-

영세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수설비 검사비, 오수처리비, 도로
점용비 등 비용을 잠정 면제 및 임대료 감면. 납세를 최장 3 개월
연기해주거나 최대 20 만 위안의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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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국영 대형은행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증가를
20% 이상 늘리며, 대출 조기상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기업의
자본조달 루트를 확대하고 자본조달 담보 업무를 개선.

-

실업보험료 환급, 정부구매 확대 및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
비중

제고.

방역

피해기업의

원격근무,

영상회의,

법률자문,

온라인검사 등 관련 설비 구입비용의 50%까지 지원하며, 최대 20 만
위안을 넘을 수 없음

5. 시사점
현재 중국의 코로나 19 상황은 우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진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2 월 17 일부터 생산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영업개시를 하지 않은 업체 및 서비스 산업도 다수 존재함.
작업재개를 하는 업체의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작업재개 방침을 엄수하여 작업장
및 작업인원의 방역, 등록 및 보고절차를 명확히 하여 작업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또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노동법 관련하여 일련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 기간 감원 등의 경우는 감원인원이 방역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직원 해고의 경우 우선은
사전협상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제안함.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피해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세금감면, 임대료감면,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출범하였는데, 기업은 해당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적시에 지원신청을 해야 함.
특히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서

2011 년에 반포한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속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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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19 의 영향에 따른 정부부서의
지원정책을 제때에 신청 및 적용하여 비상 상황에 대한 극복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함.
또한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CCPIT 및 각급 상회에 관련 영향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불가항력 및
상황변경(情势变迁)에 대한 주장을 진행하거나 해당 상황을 계약상대에 통보하여
협상함으로써 향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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