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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주재원

제목 위안화와 뉴질랜드달러화간 직접 교환거래 개시
□ 중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가 3.18일 위안화-뉴질랜드달러화간 직접 교환
거래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 통화간 직접 교환거래가 상해외환시
장에서 3.19일부터 시작
* 중국 북경을 방문중인 뉴질랜드 John Key 수상은 2013.4월 양국통화간 직접교환
거래 실시를 제안한 이후 중국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3.18일 Li Keqiang
총리와 최종 합의하였다고 발표

ㅇ 위안화-호주달러화의 매매기준환율은 달러화를 매개로 한 재정환율
이 아니라 시장조성자은행의 호가를 평균하여 산정하여 상해외환거
래센터가 매일(09:15) 공표하며 일중변동폭은 ±3% 이내*로 제한
* 홍콩달러, 유로, 호주달러화 등과 동일(위안화-미달러화의 경우는 ±2%)

ㅇ 거래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시장조성자은행*이 지정되었으며 호주달러
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뉴질랜드계 은행의 역할이 클 전망
* 중국계(5): 공상, 중국, 건설, 중신, 광발은행
호주/뉴질랜드계(2): Westpac, ANZ
기타 외국계(3): Citi, HSBC, 몬트리얼은행
** 뉴질랜드달러화 시장조성자은행(10개)에 농업은행과 교통은행이 추가된 12개 은행

□ 중국인민은행은 3.18일 상해외환거래센터가 중국인민은행의 위임을 얻어
뉴질랜드달러의 직접 교환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환전코스트 절감
에 따라 양국간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금융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뉴질랜드 재무부도 3.19일 환영성명에서 무역거래비용 절감 및 자본
거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향
후 양국간 FTA*의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양국간 상호 경제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2008.4월 체결되었으며 뉴질랜드는 2016.1.1. 이전에 모든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
세를 철폐하고 중국은 2019.1.1. 이전에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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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는 뉴질랜드달러화가 상해 외환시장에서 6번째로 위안화와의 직
접 교환거래 통화*로 지정되면서 외환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양국간 교역
이 확대되고 뉴질랜드달러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상해 은행간 외환시장(CFETS)에서 위안화와 거래되는 외화는 총 9종#이며, 이중 직
접 교환거래 통화는 미달러화, 엔화, 말레이시아링기트화, 호주달러화, 러시아루블화
등 5개 통화였음
# 미달러화․유로화․엔화․홍콩달러화․파운드화․링기트화․루블화․캐나다달러화․호주달러화

ㅇ 뉴질랜드측에서는 호주달러화가 2013.4월 직접 교환거래 실시 이후 거
래가 급증*하면서 상해외환시장의 중요 통화중 하나로 급부상했던 전
례가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임
* 상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호주달러화의 거래금액은 2013.2월 0.7억달러에서 4월
24.3억달러로 급증하였고 금년 2월 거래액은 16.3억달러로 미달러(3,125.9억달러),
엔(52.5억달러), 유로(31.0억달러), 홍콩달러(26.9억달러)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

ㅇ 한편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분위기로 미루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중국-뉴질랜드간 통화스왑*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2011.4.18일 250억위안 규모로 체결되었으며 3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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