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3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2010년에는 마침내 G2시대를 열었습니다. 금융 면에서도 공
상·건설·중국·농업은행이 세계 10대 은행에 포함되었으며, 위안화 국제
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같은 큰 과제도 특유의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수교 이후 양국 교
역은 40배 이상 늘었으며, 대중수출 비중이 30%를 넘어 미·일 ·EU 등 3대
선진 경제권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금융에 관한
연구는 실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책은 필자가 2010년 가을 북경에 부임한
이래 참고할 만한 중국금융 개론서가 전무하여 직원들과 함께 틈틈이 쓰게
되었습니다.
금융제도는 실물경제와 금융거래를 뒷받침하고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
여하는 핵심 경제제도의 하나입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특
성상 문헌연구의 한계를 절감하고 주요 기관 핵심인사들과의 면담과 서면조
사에 주력하여 중국금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년 반의 장정 끝에 책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수고한 전익호·김진용 차장,
한재현·김명식 과장, 연표 등을 정리한 王玉와 崔學範과도 마음을 나누고
자 합니다. 과거 필자와 함께 오랫동안 금융제도를 다루었으며 깊이 있는 자
문을 해준 금융제도팀장 김훈 박사와 금융법을 전공한 비은행연구팀장 배준
석 박사, 발간을 도와준 커뮤니케이션국과 국제경제부 이병희 차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자가 척박한 중국금융 연구의 작은 길잡이가 되어 세계 최대의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금융인들과 기업인, 그리고 학계에서 중국금융
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북경사무소장 임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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