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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상해주재원

제목 상하이FTZ내 외국환규제 완화
□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 상해分局은 상하이FTZ에서의 외국환규제 완화
를 위한 세칙*을 발표하고 3월초부터 관내 금융기관에 하달

* ‘关于印发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外汇管理实施细则的通知’(2.28일)
ㅇ‘위안화 국경간사용 확대를 위한 세칙’*에 이어 동 세칙이 발표됨에
따라 상하이FTZ에서의 위안화 및 외화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이 모두
완비되어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

*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通知’(2.21일)

‘关于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扩大人民币跨境使用的

ㅇ 세칙의 주요 내용은 상하이FTZ내 기업의 경상외환거래 절차를 간소
화하고 자본거래관련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임

(集中收付汇)

(轧差

① 외국기업과의 경상외환거래시 집중결제
와 차액결제
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리스회사에 대하여 외화로 리스료 수
취를 허용

净额结算)

②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유입된 외환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
적인 위안화 환전 및 사용을 허용
③ 대외담보 및 담보료지급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FTZ기업의 대
외채권(대여금)의 상한액을 확대(자기자본의 30%→50%)하는 등 대외채권
채무 관련규제를 완화
④ 외화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외화 종합자금센터(资金池)’
업무가 가능한 시범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관련거래 심사 및 계
좌관리 절차를 간소화
⑤ 원자재파생상품의 헷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외화환전규제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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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상해分局 Zhang Xin 국장은 동 세칙이 상해分局 명의로 발표되었지
만 실제 작성작업은 북경의 본부 주도로 수 차례의 현지조사와 현지 기업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
ㅇ 동 세칙은 정부의 심사권한을 상당부분 금융기관에 이양하거나 기업자
율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외화 환전 및 대내외 차입의 선택권을 보장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ㅇ SAFE는 개혁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관련통계 분석, 자금흐름 모
니터링 강화를 통해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처할 방침이며 향후 상하
이FTZ의 국제자본거래 관련개혁과 관련된 세칙을 준비중이라고 부연
□ 현지 금융기관들은 동 세칙 발표 이후 다국적기업 본부의 외화자금 종합
관리업무와 비철금속, 에너지 등 상품선물거래 활성화에 기대
ㅇ 현지 은행들은 대부분 상품선물거래와 관련된 외환규제가 완화됨에 따
라 기업의 국제원자재가격 헷지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Fan Yuehan 중국은행 상해분행장은 다국적기업의 외화 종합자금센터(资
金池)’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FTZ진출기업 유치를 통해 상해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
ㅇ 다만 은행 일부에서는 ‘외화 종합자금센터’업무를 통해

차입한 외화

자금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외채한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규정
되어 있지 않는 등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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