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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법규의 특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미비된 제도의 법제화 등을 들 수 있음
ㅇ 처음으로 제정된 중국의 ‘민법전’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개정된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올해 6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ㅇ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는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80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되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ㅇ 환경 보호 관련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방식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되며, 친환경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차량 구매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올해에도 지속 시행됨.
ㅇ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은 HS 8단위 기준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7월 1일부터는 176개 IT제품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임.
ㅇ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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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6/75ba6483b8344591abd07917e1d25cc8.shtml
주요내용:
중국 최초의 민법전으로 총칙,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총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되었고, 시행과 함께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됨.
민법전은 기존에 시행된 ‘민법통칙’, ‘민법통칙’의 규정, 민법 관련 특별법 및 사법해석 등 규정들을
기초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편성.
민법전의 새로운 규정 중 회사 경영과 관련되어 유의해야 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총칙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해 규정하여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타인의 정보 획득 시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불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매매,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획득의 경우에 대해서도 획득자에 대해 보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물권편
첨부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가공, 부합(附合), 혼합으로 생성된 화물의 귀속은 약정에 있을 경우
약정에 의거하고, 약정에 없을 경우 법률의 규정의 의거하며,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화물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무과실 당사자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확정. 일방 과실 또는 화물의 귀속
확정으로 인해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또는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
또한 토지경영권을 물권의 유형으로 확정하여 사용권 저당이 가능.
주택 건설용지의 사용권 기한 만료 후 자동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비용의 납부 또는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향후의 법 제정 근거를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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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권법의 동산 및 권리담보에 대한 등록기관 규정을 삭제, 향후 통일된 등록기관을 확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또한 담보계약에 저당계약, 질권계약 이외에 기타 담보기능을 가진 계약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융자리스 계약, 팩토링 계약 등 담보기능을 보유한 계약을 담보계약 범위에 새롭게 포함.
저당재산 양도 시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규정을 취소하고, 저당재산 양도는 저당권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새로 규정하였음. 다만, 저당재산 양도 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하고, 저당권자는 저당재산의 양도가 저당권에 손해를 끼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저당권
설정자에게 사전 채무상환 또는 채무 공탁을 요구할 수 있음.
(3) 계약편
온라인 계약 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계약 형식에서 디지털데이터교환, e-mail 등의
방식으로 포함된 내용을 유형의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수시로 유형의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전문에 대해 서면 형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또한 표준계약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는데,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을 제공한
당사자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약정해야 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조항, 상대방과 중대한 이익관계가 있는 조항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진행해야 하며, 사전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 내용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음. 또한 민사법률
행위 무효상황, 약관 제공자가 불합리하게 자신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주요권리를 배제한 경우 등 무효 양식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특히 상황변경 원칙에 대해 신규 규정하였는데, 계약 성립 후 계약의 기초조건이 계약 체결 시 예측
불가능했고, 상업 리스크에 속하지 않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의 지속이행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할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과 새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상이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계약 변경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법원이나 중재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공정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 및 해지한다고 규정.
또한 기존 담보법의 연대보증 책임 규정을 개정하여 보증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할 것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계약에 연대보증이라고 명확히 규정해야만 연대책임 보증을 인정받을 수 있음.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보류 등록에 대해 신규 규정하였는데, 당사자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약정할
수 있지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보류가 등록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 소유권 보류에 대한 등록은 ‘계약법’ 대비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민법전’ 시행 후
소유권 보류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매도인은 계약에 약정을 진행하는 외에 등록을 진행해야만
소유권 보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또한 642조에 목적물 소유권이 인도되기 전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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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관리 계약에서 전기, 수도 차단 등 방식을 금지하였는데, 건물서비스 계약에 대한 규정을
신규 추가하고, 건물 관리인이 전기, 수도, 열에너지, 가스공급 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독촉하는 것을 금지함.
기타 준계약 부분에서는 사무관리 및 부당이익의 내용에 대해 규정.
(4) 인격편
민법전은 인격편을 단독 편성하여 인격권의 일반규정, 생명권, 신체권과 건강권, 성명권과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과 영예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최초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위약책임을 청구하는 한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5) 권리침해 책임편
자구행위 제도를 도입하여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봉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때 피해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침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다만 즉시 국가 관련 기관에 처리를 요청해야 된다고 조건을 첨부하였음.
또한 피해자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권리침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
특히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제도를 확립하였는데, 손해배상
범위에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숙식 보조비 등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지출한 합리 비용 및
손실된 수입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또한 정신적 피해배상 제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인신과
동일한 의의를 가지는 특정물(반려동물 등)에 대해 손실을 입혀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생산자 리콜 비용 부담, 환경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고층 건물 투척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규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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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2021년 6월 1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20-10/18/content_5552102.htm
주요내용:
중국은 1984년 ‘특허법’을 제정. 그 후 1992년, 2000년, 2008년에 세 차례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2020년 개정은 네 번째 개정임. 이번 개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침해 배상금을 대폭 향상.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실용신안 보호 강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기하고, 실용신안 출원과 관련하여 기존 제품의 완전체에
대해서만 출원이 가능하던 규정을 제품의 부분 실용신안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2) 약품특허 특수보호
신약 출시에 필요한 심사평가 점용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신약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발명
특허에 대해 특허권리 기한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보상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권리
보상기간을 부여 받은 신약특허는 출시 후 유효 특허기간이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3) 특허권리 침해배상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1~5배의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 법정배상액은 기존의 1만 위안~100만 위안에서 3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상향.
입증책임 이전 체계를 규정하여 권리인이 이미 최대한 입증 책임을 다한 전제 하에 권리침해에
관련된 장부, 자료 등이 침해인의 수중에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침해인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권리인이 주장하는 증거에 따라 배상액수를 확정.
4) 행정보호 시스템 개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법 집행권을 부여하여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분쟁의 경우 권리인은 국가지식
재산권국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리 침해 분쟁 처리 시 관련 당사자를
질의할 수 있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와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현장검사 및 관련 제품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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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决定》
2020년 11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 2021년 6월 1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20-11/11/content_5560583.htm
주요내용:
중국 ‘저작권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2001년과 2011년에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은 세 번째
개정이 됨. 이번 개정에서 시대의 발전에 부합되는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정의
작품의 정의에 대해 기존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작품’의 규정을 ‘작품의 특징에
부합되는 기타 지력 성과’로 개정하여 과학기술 및 시대의 발전에 따라 후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신형 작품에 대해 저작권법의 보호 범주에 속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기존의 ‘영화 또는 유사 영화작품’을 ‘시청각 작품’으로 개정하여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작품 등 시청각 속성을 가진 작품을 포함.
(2)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인은 기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권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기술조치를 피해가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규정. 단 기술조치 면제에 대한 법적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
(3)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 강화
권리침해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불법소득의 1~5배로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제도를
확립하였음. 또한 법정 배상금액을 최고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그 외 저작권 주관부서의 법 집행 권한 강화 및 사진 저작권 보호기한 확대 등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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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妆品监督管理条例》
2020년 6월 16일 국무원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9/content_5522593.htm
주요내용:
현행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은 1989년에 출범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1991년에 시행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으로 이미 30년간 시행되었음.
이번 신규 관리조례는 기존의 35개 조항에서 80개 조항으로 변경되어 생산과 판매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규정.
(1) 정의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피부, 모발, 네일,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바르고 청결,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 공업제품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화장품을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했음. 기존에는 육모류, 염모류, 퍼머넌트류, 제모류, 가슴미용류, 바디슬리밍류, 제취류, 기미
제거(미백)류, 자외선 차단류 등 9가지를 특수화장품으로 규정했었으나, 이번에는 염모류, 퍼머넌트류,
기미 제거(미백)류, 자외선 차단류, 탈모 방지류 및 기타 신기능 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을 특수
화장품으로 정했음. 구체적인 화장품의 분류 규정과 분류 목록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화장품의 효능, 작용 부위, 제품 원료 유형, 사용자 그룹 등에 따라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을
제정 및 공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특수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했음.
(2) 관리 및 수입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해 종류별 관리를 실시하며, 특수화장품의 경우 등록관리를 진행하고,
일반화장품의 경우 신고(비안)관리를 실시함.
특히 수입 화장품의 경우 특수 화장품은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등록 후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
화장품의 경우 수입 전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입 화장품의 경우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에 대한 관련 증명자료 및
해당 제품이 생산지(지역)또는 원산지(지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전문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하여 원산지(지역)의 증명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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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 화장품의 경우 해외기업이 화장품의 등록 및 신고주체가 될 수 있지만, 중국내 기업법인을
지정하여 제품 등록 및 신고, 중국내 시장판매, 해외기업을 협조해 화장품의 불량반응을 측정하고
결함에 대한 리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3) 안전
화장품 생산 및 경영 관련 안전제도를 강화하였음. 화장품 생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출고 후의 추적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했음. 화장품 생산기업이 의약품감독부서에서 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고, 공급업자, 원료검수, 생산과정 및 품질관리, 설비관리,
제품검사 및 샘플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리콜 등 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음. 또한 원료 및
화장품을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입고검사 기록제도, 제품판매 기록제도와 제품점검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처벌
관련 처벌 기준 및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음. 원료를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인체 건강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 혹은 첨가한 경우, 기한이 경과되거나 폐기, 회수한 화장품
또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했거나, 포장 기준에 미달인 포장재를 사용했거나, 경영자가
무단으로 조제하거나 화장품을 소분(分装)하는 행위, 리콜 규정 미준수, 화장품 허가증 위조, 변조,
불법 임대하는 등 40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해외 화장품 등록인 및 신고인이 지정한 중국 내 기업법인이 화장품의 불량반응 측정 및 결함에
대한 리콜 업무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대표 및 주요 책임자는
5년간 화장품 생산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며, 해외 화장품 등록인 및 신고인이 해당
조항에 따른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함.

《通用航空经营许可管理规定》
2020년 8월 4일 교통운송부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caac.gov.cn/PHONE/XXGK_17/XXGK/MHGZ/202008/t20200827_204256.html
주요내용:
범용항공(General Aviation) 경영허가 관리규정은 중국 내 경영성 범용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허가 취득 및 감독관리 내용을 규정함.
범용항공 경영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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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성 범용항공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는 기업법인 이어야 하며, 기업 법인대표는 중국 국적
이어야 함
(2) 본 규정에 부합되는 민용 항공기가 있어야 함
(3) 민용 항공기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 상응한 허가증을 취득한 조종사가 있어야 함
(4) 규정에 따라 지상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5)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关于发布《商务领域一次性塑料制品使用、回收报告办法（试行）》的公告》
2020년 11월 27일 상무부 발표, 2020년 12월 27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2/01/content_5566266.htm
주요내용:
본 방법에 따르면 상품 소매 장소 운영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배달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수거 보고 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현(縣)급 상무주관부서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수거 상황을 보고해야 함.
또한 상품 소매 장소 운영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배달업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수거 보고 진행 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허위보고 혹은 중대한 누락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国家卫生健康委员会 国家中医药管理局关于发布《保健食品原料目
录 营养素补充剂（2020年版）》《允许保健食品声称的保健功能目录 营养素补充剂（2020年
版）》的公告》
2020년 11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 발표, 2021년
3월 1일 시행.
http://amr.ah.gov.cn/xwdt/ztzl/ffbjspqzxjxc/gzdt/1454434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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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보건식품 원료목록 및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상기 리스트를 발표함.
기존 원료 목록과 비교하여 2020년 목록은 1가지 영양소(베타카로틴), 8가지 영양소 화합물, 5가지
화합물 관련 표준 근거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제품의 원료 및 원료 공급업체 선정 시 보다 큰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음. 또한 2020년판 기능 목록에 보건기능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여,
기업이 관련 해석에 대응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영양성분 기능을 보건식품에 기재할 수 있어 기업의
제품마케팅에 유리.

《关于发布商用密码进口许可清单、出口管制清单和相关管理措施的公告》
2020년 11월 26일 상무부, 국가암호관리국, 세관총서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2012/20201203019733.shtml
주요내용:
2020년 12월 1일부터 ‘수출관제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관련
규정들을 출범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기 부서들에서 관련 리스트를 제정 및 공고함.
공고는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 수호를 위해 리스트에 포함된 상용암호에 대해 수입허가 및
수출관제를 실시한다고 규정. ‘상용 암호 수입허가 리스트’에 포함된 물품과 기술을 수입할 경우
상무부에 양용물품 및 기술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상용 암호 수출관제 리스트’에 포함된 물품과
기술을 수출할 경우 상무부에 양용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상기 허가증 취득규정을 위반하여 상용 암호를 무단으로 수출입할 경우 상무부 또는 세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中国银保监会信托公司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
2020년 11월 16일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20-11/26/content_55647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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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행정절차 완화 및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행정허가 실시방법을 개정함.
실시방법은 신탁회사의 특정 목적 신탁·수탁 기구 자격 진입조건을 조정하고, 신탁회사의 경영 연한과
평가제도에 대한 요구를 완화했음. 동시에 신탁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여 사외이사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CCO(Chief Compliance Officer)는 4년제 대학 학력, 금융업 종사
경력 6년 이상 및 법률 관련 합법적인 업무 경력 2년 이상 등 자격 조건을 규정.
또한 주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음. 우선, 비금융기업의 신탁회사 주주로서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음. 신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비금융기업에 대해 권익성 투자잔액 비율, 이윤 능력,
순자산 비율 등에서 보다 엄격한 진입기준을 규정했음. 다음으로, 주주의 자본금납입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자기자금으로 출자할 것을 엄격히 요구했음. 또한 신탁회사의 지분 질권 설정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 주주로 하여금 신탁회사 지분의 수익권 등 형식으로 신탁금융상품을 설립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도록 요구했음.
특히 중국의 금융 대외개방 정책 기조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의 신탁회사 출자인 자격에 대해 기존의
“최근 1년간 회계연도말 총자산이 10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신탁회사 투자에 유리하도록 개정했음.

《保险代理人监管规定》
2020년 11월 12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1/24/content_5563685.htm
주요내용:
관리규정은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 전문 대리기관, 보험 겸업 대리기관 및 개인보험 대리인을
동일 규범에 귀속시켜 관리감독을 진행. 각 분야 보험대리인의 경영규칙, 시장 퇴출과 법률 책임 등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통일된 기본 감독관리 표준과 규칙을 정함으로써 적용 규칙을 단일화했음.
또한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선조후증(先照后证)”(영업허가증 先취득, 허가증 後취득)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 관리를 완성.
관리규정은 ‘보험중개인 감독관리 규정’(2018년 5월 1일 시행), ‘보험손해사정사 감독관리 규정’
(2018년 5월 1일 시행)과 함께 보험중개 제도의 기본 틀을 구성.

13

《国际航空运输价格管理规定》
2020년 9월 24일 교통운송부 공고,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0/26/content_5554308.htm
주요내용:
2018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항공법’ 규정에 따라 정부의 서비스 기능 및 비즈니스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항공운송산업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시장환경을 제공하고,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가격관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가격 관리에 대해 사전관리에서
사중·사후관리로 전환함.
관리방식을 명확히 하여 국제항공운송가격은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가 체결한 항공운송 협정 및 협의에
따라 심사승인 또는 신고관리를 진행. 협정이나 협의에서 심사승인이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이를 위해 민항국은 정기적으로 심사승인 및 신고
(비안)관리가 필요한 목록을 업데이트하도록 함.
관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승인 및 비안(신고) 시 제출해야 할 관련 자료 및 민항국의 행정 절차
기한을 규정.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공공항공 운송회사, 판매 대행회사 등이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1) 심사승인이 필요한 국제항공운송가격을 승인 절차 없이 실행
(2) 심사승인 효력 발생일 이전에 국제항공운송가격을 적용
(3) 신고가 필요한 국제항공운송가격에 대해 미신고
(4) 이미 심사승인 되었거나 신고한 가격 미준수
(5) 감독관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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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21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
2020년 12월 23일 국무원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12/t20201223_3636573.htm
주요내용: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1년부터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등을 조정한다고 통지.
이번 통지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883개 제품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됨.
항암제(2차 리스트), 희귀질환 약품 원료, 특수 환자가 필요한 음식의 수입 관세 등은 제로관세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인공심장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기와 유청단백질가루, 영유아용 분유 원료 등의
수입 관세도 인하되었음. 중국 국내 생산에 필요한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첨단기술이 사용된 설비와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하되었으며, 항공기 엔진용 연료펌프 등 항공 설비의 수입관세도
인하되었음.
2020년 9월 1일부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이 실행됨에 따라 금속 스크랩 등 고체 폐기물에
적용돼 왔던 잠정 수입세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최혜국세율 수준으로 회복(상향조정)되었음.
2021년 1월 1월부터 중국-모리셔스 FTA가 정식 발효되면서 관련 세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스위스, 파키스탄, 칠레, 조지아 등 국가와의 FTA협정세율도 추가로 인하
예정임.
2015년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은 6단계로 2021년 7월 1일부터
176개 품목의 IT제품들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인하하게 됨.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2020년 8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2021년 9월 11일 시행.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8/bd0401b6f5a84ac5a7dc83f9f9d96bd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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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국은 1997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취득세 잠정조례’를 제정하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징수.
해당 잠정조례는 2019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음. 이번 부동산 취득세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시킴으로써 세금법정주의를 확립시키고 부동산 취득세의 관리를 강화함.
우선, 세율을 3%~5%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잠정조례의 세율규정과 동일함. 2016년 재정부 등
부서에서 반포한 ‘부동산 거래과정 취득세 및 영업세 우대세율 정책 통지’에서 개인의 1주택 및 90 m²
이하 부동산 취득세는 1%, 90m² 이상의 부동산 취득세는 1.5%, 두 번째 주택의 경우 90m² 이하의
부동산 취득세는 1%, 90m² 이상의 부동산 취득세는 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통지는 취소되지 않았음. 따라서 내년 부동산 취득세법 실시 후의 정책변화 확인이 필요 함.
또한, 면제 대상과 관련하여 기존 잠정규정의 “도시노동자들이 규정에 따라 첫 주택으로 공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비영리성 학교, 의료기구, 사회복지기구에서 토지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무용, 교학시설, 의료, 과학연구, 양로, 구제용도로 사용”, “황야, 황지, 황량한 갯벌 등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농업, 임업, 어업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했음.
한편,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부간 토지 및 부동산권리 변경 및 법적 상속인의 부동산 상속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기와 관련하여 부동산권리 변경등록 수속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
권리변경 등록 전 관련 계약이 무효 되었거나 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또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세무기관 및 그 업무인원은
비밀유지를 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법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2020년 8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2021년 9월 1일 시행.
http://www.npc.gov.cn/npc/c30834/202008/9591538ccd764bb787e01e729fe0cbbb.shtml
주요내용:
중국은 1985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건설세 잠정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유지건설세를 징수.
해당 잠정조례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현행 2011년 수정본을 적용하고 있음. 이번
도시유지건설세법은 기존의 ‘잠정조례’를 ‘법률’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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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유지건설세는 현행 잠정규정의 주요내용과 징수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일부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고 분명히 함.
도시유지건설세법은 도세유지건설세의 납세의무의 발생시간을 증치세 및 소비세와 일치시키고,
증치세 및 소비세와 동시에 납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납세의무인을 증치세 및 소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업체나 개인으로 확정.
도시유지건설세는 납세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증치세 및 소비세의 세액을 근거로 과세하며,
과세인이 도시에 위치할 경우 7%, 현(縣) 혹은 진(鎭)에 위치할 경우 5%, 그 이외 지역은 1%를 적용.
특히 기존 관련 정책 유지를 위해 증치세의 특수처리 등 상황에 대해 별도로 규정. 수입화물 또는
해외 업체나 개인이 중국 내에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할 경우 납부한 증치세 및 소비세에 대해
도시유지건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简便优化部分纳税人个人所得税预扣预缴方法的公告》
2020년 12월 4일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5159450/content.html
주요내용:
개인소득세 세제 개편 후 세전 공제 규정에 따라 개인은 일정 비용의 세전 공제가 가능. 반면 연
수입 6만 위안 이하이나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 등의 세전 공제 정책이 불명확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편리화 정책을 제정.
상기 공고에 따라 전년 납세연도 내 매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급여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연간 급여
수입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거주민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인은 급여 원천징수 시 누적
공제비용에 대해 1월부터 직접 연 6만 위안으로 계산하여 공제. 즉 납세인의 누계 수익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달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잠시 공제하지 않으며, 6만 위안을 초과하는 해당 월 및
연말 다음달에 개인소득세를 공제함.
원천징수 의무인은 규정에 따라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전액 공제신고를 하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표’ 관련 납세인 비고란에 “전년 매월 신고 및 연수입 6만 위안 미만”이라고 기재함.
한편 누계 원천징수 공제방식으로 노무보수 소득을 공제하는 거주민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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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有关政策的公告》
2020년 4월 16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신식화부 공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4/22/content_5505188.htm
주요내용: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차량 구입 시 차량
구매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 실행할 것을 규정.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순수 전기자동차, PHEV, 연료전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를 면제함.
상기 차량구입세 면제 신생에너지 자동차리스트는 공업과 신식화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차량구입세
면제 신생에너지 차량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며, 리스트 발표일부터 면세하고 그 날짜는 차량구입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关于延续西部大开发企业所得税政策的公告》
2020년 4월 23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55/c5149164/content.html
주요내용:
서부대개발 추진 정책기조 지속을 위해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에 대한 우대정책을 10년간 연기함.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서부지역에 투자한 ‘서부지역 장려산업 목록’에
포함되는 산업항목이 주요 업무이고 그 주요 업무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
해당 공고의 서부지역에는 네이멍구자치구, 광시자치구,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벳자치구, 산시(陝西)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등이 포함. 후난성 샹시
투자족먀오족자치주, 후베이성 언스 투자족먀오족자치주,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시성 간저우시는
서부지역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준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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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政部关于水土保持补偿费等四项非税收入划转税务部门征收的通知》
2020년 12월 4일 재정부 발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szs.mof.gov.cn/zt/mlqd_8464/zcgd/202012/t20201209_3633552.htm
주요내용:
중국정부는 정부의 비과세 수입 징수 및 관리를 명확히 하고 투명화하기 위해 징수와 관리를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 그의 일환으로 수토 유지 보상비 등 비과세 수입 징수 업무를 세무부서에 이관.
징수기간은 2021년이며, 관련 비용은 2020년도 상기 항목의 수입으로 징수 및 결산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담당.
또한 상기 업무 이관 후 기존 연도 미납수입에 대해 세무기관이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함.
상기 수입의 징수범위, 대상, 기준, 배분, 사용 등 정책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각 급
재정부서에는 더 이상 원천징수, 대리징수 및 위탁징수 비용 등을 배정하지 않음.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2020년 10월 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위원회 통과, 2021년 4월 15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20-10/18/content_5552108.htm
주요내용:
현재 생물안전 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물안전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면서, 중국도 ‘생물안전법’의 제정을 통해
생물안전을 법률차원에서 보호 및 관리하도록 했음.
기존 중국의 생물안전 관련 법규들은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었음. ‘환경보호법’, ‘농업법’,
‘야생동물보호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및 법규를 통해
여러 관리부서에서 분산관리를 하게 되면서 감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중국정부는 생물안전법의 입법에 착수하여 두 차례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18일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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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법의 적용범위는 (1)중대한 신종 돌발 전염병, 동식물 질병 예방통제, (2)생물기술 연구, 개발
및 응용, (2)병원체(病原)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관리, (4)인류 유전자원과 생물자원 안전관리, (5) 외래
생물종의 침입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호, (6)미생물 내성약(耐药) 대응, (7)생물테러 공격 방지와
생물무기 위협방어, (8)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된 활동
정부는 생물안전업무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국무원 위생건강, 농업농촌, 과학기술, 외교 등 주관부서와
군사기관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생물안전 전략연구, 정책제정 및 실시를
위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도록 함.
대외적으로는, 생물안전법의 규정을 위배하여 중국의 인류 유전자원을 채집, 보관하거나 중국 인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국제과학연구 협력을 진행한 경우 국무원 과학기술주관부서에서 불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 불법 채집 및 보관 인류 유전자원 등을 몰수하며, 50만 위안 이상~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담당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의거해 처벌하며, 5년 이내에 관련 산업 종사를 금지함.
또한 법 규정을 위배하여 해외 조직, 개인 및 그가 설립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구가
중국에서 중국의 인류 유전자 자원을 불법 채집 및 보관하거나, 해외에 중국 인류 유전자 자원을
제공했을 경우 국무원 주관부서에서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채집 및 보관한
인류 유전자 자원을 몰수하며, 100만 위안 이상~1,0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10배 이상~2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본 규정을 위배하여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무단 반입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 해당 무단
반입 생물종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2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승인없이 외래 생물종을
무단으로 방출하거나 버린 경우 기한 내 포획 또는 회수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위험 생물 인자를 운송, 우송,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생물안전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생물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는 후속 법률법규에 대한 제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며, 주로 생물안전
범죄에 대한 형법 개정, 생물안전을 국가안전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국가안전법 개정,
데이터안전법 개정 등 법률·법규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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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危险废物名录》
2020년 11월 25일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교통운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2/202011/t20201127_810202.html
주요내용:
중국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1995년에 제정했으며, 2020년 9월 1일에 개정했음.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위험폐기물 목록’을 작성하여 적용.
해당 폐기물 목록에 포함되는 가정용 폐기물 등 위험폐기물 중 면제 절차에 포함되고, 면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면제 내용의 규정에 따라 면제 관리를 실시함.

《关于全面禁止进口固体废物有关事项的公告》
2020년 11월 25일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1/t20201125_809835.html
주요내용: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개정판)의 고체폐기물 수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공고를 제정.
이번 공고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방식의 고체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되며, 중국 본토 내에서
고체폐기물 반입 후 버리거나 적치 혹은 처리를 하는 것을 금지.
한편, 2020년에 이미 발급된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증서에 기재된 2020년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
또한, 세관 특수감독관리지역과 보세장소 내 업체에서 생산된 재수출하지 않는 고체폐기물은 국내
고체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감독 지역을 벗어나 저장, 이용 혹은 처분해야 할 경우 소재지
세관의 특수감독관리지역과 보세구 감독관리장소의 지방정부 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하며, 세관은 더 이상 관련 허가서류를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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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发布《矿产资源开发利用辐射环境监督管理名录》的公告》
2020년 11월 25일 생태환경부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1/t20201127_810163.html?tdsourcet
ag=s_pcqq_aiomsg
주요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 방지법’(2003년 10월 1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2008년 12월 개정), ‘건설항목 환경보호 관리조례’(2017년 7월 개정’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었던 목록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生态环境部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表）审批程序规定》
2020년 11월 23일 생태환경부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2/202011/t20201125_809643.html
주요내용: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2008년 12월 개정), ‘건설항목 환경보호 관리조례’(2017년 7월
개정’ 및 해양환경보호, 방사성환경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수자원오염방지 등 생태환경 법률의 개정,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표)의 제작감독 관리방법’ 등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상기 심사비준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개선된 심사비준 절차를 규정.
우선, 기존의 6장을 5장으로 변경하고 기술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표)의 실시 범위는 생태환경부에서 심사비준을 책임진 일반건설 항목, 해양공정
항목, 핵 및 방사성 항목으로 국한.
또한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보고서(표)의 접수요건을 간소화하고,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항목 심사의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음. 또한 심사기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의 심사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보고 도표에 대한 심사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관련 청문회, 전문가 평가 및 심사, 기술 평가 등 소요기한은 상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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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2021年版）》
2020년 11월 30일 생태환경부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2/202012/t20201202_811053.html
주요내용:
중국은 1999년부터 건설항목 환경평가 분류관리 목록을 제정하여 관리했음. ‘환경영향평가법’
(2018년 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목록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
해당 목록에 따라 건설업체는 엄격히 목록에 규정된 건설항목 환경영향 분류를 확정해야 하며,
무단으로 환경영향 평가분류를 바꿀 수 없음. 만일 건설 내용이 목록 중 2개 이상의 항목 분류에
속하는 경우 환경영향 평가분류는 해당 항목 중 제일 높은 등급에 따라 확정. 건설항목이 주요 공정의
개량, 확장 항목이 아닐 경우 해당 환경영향 평가분류는 공정의 개량 및 확장 내용에 따라 정함.

《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办法》
2020년 4월 29일 생태환경부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2/202005/t20200507_777913.html
주요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내에서 신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과 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환경관리
등록을 해야 하며, 수입 후 세관특별감독관리구역에 보관하여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고 전량
수출하는 신화학물질은 제외함.
또한 의약, 농약, 동물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 사료첨가제, 비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상기 물품을 기타 공업 용도로 변환하거나, 상기 제품의 원료 또는 중간체로
사용하는 신화학물질에는 동 등록 방법을 적용함. 이외 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
상기 등록 방법에서 언급한 신화학물질은 ‘중국 현행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다만 상기 목록의 규정에 따라 신규 용도의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은 해당 허가 용도
이외의 기타 공업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화확물질로 취급.
‘중국 현행 화학물질 목록’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서 제정 및 조정하며,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내에서 생산, 판매, 가공 및 사용하거나 수입한 화학물질과, 2003년 10월
15일 이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추가한 화학물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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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는 상기 화학물질 목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충 목록을 작성하여 공포하며, 최근 공포한
보충 목록은 2020년 10월 14일에 ‘중국 현행 화학물질 목록 증가보충에 대한 공고’를 통해 공포.
또한 등록관리방법 이행을 위해 생태환경부는 2020년 11월 16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지침’을 제정 및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法律职业资格管理办法》
2020년 12월 1일 사법부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chinalaw.gov.cn/Department/content/2020-12/01/614_3260827.html
주요내용:
2002년에 사법부에서 ‘법률 직업 자격증서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법률자격증서의 수령, 발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 이번 법률 직업자격 관리방법은 기존의 증서 뿐만 아니라 법률 직업 자격의 신청 및
수령, 심사 확인, 심사 인정, 증서 발급, 서비스 및 관리 등 전반에 대해 규정.

《司法部关于修改《公证程序规则》的决定（2020）》
2020년 10월 20일 사법부 발표,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moj.gov.cn/government_public/content/2020-10/27/fggz_3258707.html
http://www.hanapno.com.cn/athorshow.aspx?id=3
주요내용: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2017년 개정)에 따라 사법부에서 감독 관리하는 공증기관에서 공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공증 절차를 규범화하고 공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 ‘공증절차
규칙’을 제정하였고 2020년에 개정했음.
이번 공증 절차 규칙은 공증기관에서 공증 신청을 접수 후 전국공증관리시스템에 공증 취급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공증 취급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당사자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음.
24

또한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의 공증에 대해 그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급부의 내용으로 된 채권문서
(2)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채권인과 채무인이 채권문서의 급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어야 함
(3) 채무 이행방식, 내용, 기한이 명확해야 함(신규 추가)
(4) 채권문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접수하는 승낙 내용 포함
(5)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기관의 채무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절차에 동의(신규추가)
(6) ‘공증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채무인이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증기관은 채무이행 상황에 대해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또한 유서 공증의 경우 2인의 공증인이 공동 취급하며, 유서 작성인의 작성 과정에 대해 전반 과정을
녹음·녹화해야 함. 유서공증을 진행할 경우 공증기관은 전국공증관리시스템에 조회를 해야 하며,
공증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 당일 관련 시스템에 공증정보를 입력해야 함.
또한 공증기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공증 업무를 취급할 경우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공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食品安全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一）》
2020년 12월 8일 최고인민법원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278191.html
주요내용: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안전 민사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사법해석을 출범.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소비자가 식품안전 기준에 불합격하는 식품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경영자
및 생산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이번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나 경영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할 경우 이를 기각한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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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불합격 식품임을 인지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식품 대금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우의 ‘인지’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식품에 명시한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한 경우
(2) 판매식품의 합법적인 매입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3)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고했을 경우
(4) 법에 따라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허위로 표시를 기재하거나 식품 생산일자, 제품번호를 무단 변경한 경우
(6) 식품의 입출고 기록을 이전, 은닉, 불법 훼손 혹은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7) ‘명지(明知)’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기타의 경우
또한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경우 ‘직영’ 표시를 했거나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경영
업무를 통해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안전 기준에 불합격했을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의 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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