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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상해주재원

제목 상하이FTZ내 위안화의 국경간사용 확대를 위한 세칙 발표
□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는 2.21일 상하이FTZ에서의 위안화 국경간사용 확
대를 위한 세칙*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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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
ㅇ 동 세칙*은 상하이FTZ내 기업·개인의 경상거래 및 직접투자분야
위안화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위안화결제가 가능한 경상거
래 범위를 규정

* 중국인민은행이 2013.12.2일 발표한 상하이FTZ의 금융부문 지원조치 기본방향(关
于金融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의 후속조치
① 해외로부터의 위안화 차입한도를 FTZ내 기업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1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1.5배로 설정
- 차입한 위안화자금은 FTZ외로 반출 가능하나 반드시 상해지역
은행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자금사용 용도를 FTZ
내 경영활동으로 한정
②‘역외위안화 종합자금센터(资金池)’업무*는 그룹내 회사뿐 아니라 밀
접한 거래관계가 있는 그룹외 회사도 이용 가능
* FTZ에 소재한 자회사의 역외 위안화계좌를 주계좌로 설정하고 일정금액 한도내에
서 외국소재 위안화계좌간에 자유로운 자금유출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룹내
국내외 회사 전체의 위안화자금을 종합(pooling)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상해지역의 은행은 인터넷결제회사 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기관과
의 업무협력을 통해 위안화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④ 중국외환거래센터 및 황금거래소가 FTZ내에서 위안화거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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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는 지난 2.18일 상해지역 지급결제회사의 국경
간위안화지급업무에 관한 세칙*을 발표한 바 있음

* ‘关于上海市支付机构开展跨境人民币支付业务的实施意见’
ㅇ 동 세칙에서는 국경간 위안화결제에 대해 금액상한 및 용도제한*을 별
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인민은행이 지급결제회사에 대하여 면허
를 발급하게 되면 위안화의 국경간 인터넷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국가외환관리국은 작년 10월 인터넷결제회사 17개사에 대해 국경간 외화지급업무를 허
용하였으나 건당 금액상한 5만달러, 용도는 항공, 호텔, 유학 등 7개영역으로 제한

□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작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의 기본방침이 발표된 이
후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업무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분야
별 세칙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상하이FTZ의 금융분야 혁신업무가 본격 발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상해 진출 외자은행들은‘역외위안화 종합자금센터(资金池)’업무*를 추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며 역외위안화 대출업무**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교통은행, 상해은행, HSBC 및 Citi 등 4개 은행은 세칙이 발표된 2.21일 당일 기업들
과 위안화종합자금센터 협약을 체결하고 즉시 업무를 개시
** 첫 번째 역외위안화의 차입·대출계약이 세칙 발표일인 2.21일 교통은행리스와 중국
은행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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