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기술이전라이선스 - 2]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port Regulation (“TIER”) 관련 실무적 포인트  

 

 

 

중국기술이전 관련 자료 중 유익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참고로 그 링크를 연결해 드립

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 to avoid common pitfalls in technology licensing 

and JVs in China 

 

위 블로그이 필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III. Best Practices on Joint 

Ventures/Technology Licensing with Chinese Companies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략

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특히 계약위반 사항을 정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둘 것 – (코멘트) 통상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국과 계약 시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2. 계약서에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CI”)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

드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시부터 분쟁사건의 법원 관

할과 그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국측 상대방에게 집행에 관한 의무조

항을 명확하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4. 계약서에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대표, 엔지니어, 연

구원 등 임직원을 리스트업하여 기재할 것 (?) – 중국측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회

사법인을 폐업하거나 회사를 그대로 두더라도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등 외형적 변경

하여 라이선스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하나의 계약 문서 내에서 중문과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것. 독립된 별도의 번역

문을 마련하는 것보다 같은 계약서 내에 중문조항 vs 국문조항 식으로 일대일 번



역문을 기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중국정부는 공증된 중문 계약서만을 원본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회사에서 별도의 국문 번역문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중

문과 차이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조항 협상과 수정 변경에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된 계약서를 공증 받으면 그 계약서에는 중문

과 국문 번역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국문 번역문을 최종 합의된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