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8(화)

동 향 분 석

상해주재원

제목 상하이 FTZ의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개혁 조치 추진 전망
□ 상하이 FTZ 출범* 이후 서비스업 개방 및 금융·자본자유화 조치의 기본
방향이 부처별로 발표되었으나 금년 1/4분기중 관련 세칙이 다수 발표되
고 6월중 FTZ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책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
* 국무원이 2013.9.27일‘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总体方案)’을 발표(10.1일
부터 시행)한 데 이어 9.29일 상하이 FTZ 출범식을 개최

ㅇ ‘종합방안’*의 발표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증권·보험 감
독위가 작년 9.29일 각각 소관사항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은 12.2일 지원조치의 기본방향을 발표
* 종합방안은 6개분야 18개 영역의 서비스업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
융서비스분야는 ① 은행서비스 ② 건강의료보험 ③ 금융리스 영역의 개방을 포함

ㅇ 기 발표된 금융당국(1行3會)의 금융부문 지원조치는 기본적인 윤곽만
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단계적으로 건별 발표될 것이라는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서 현지에서는 1/4분기중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세칙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개방의 세부내용 확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도 상당수 국내외 금융기관이 상하이 FTZ 진출을 확정하였으며 일부
는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
ㅇ 국내 금융기관중에서는 9개 은행이 分行을 설립하였고, 7개 펀드운
용사, 2개 거래플랫폼, 1개 지급결제회사 등이 FTZ에 진출
ㅇ 외자계 은행중에서는 FTZ 진출이 확정된 12개사중 4개 은행이 준비를
마치고 금년초부터 영업을 개시*
* 설립준비중: Citi(花旗银行), Deutsche Bank(德意志银行), UOB(大华银行), Hang Seng
은행, 南洋상업은행, ANZ(澳新银行), 미즈호은행, 미쓰이쓰미토모은행
영업개시: HSBC(汇丰银行), BEA(东亚银行), DBS(星展银行), 도쿄미쓰비시은행

☎

작성자: 상해주재원 차장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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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에 대한 국내외 위안화자금 종합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HSBC와 Citi가 1.20일‘역외위안화 종합자금센터(资金池)’업무인가를 받
았으며 조만간 영업을 개시할 계획
* FTZ에 소재한 자회사의 역외위안화계좌를 주계좌로 설정하고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외
국소재 위안화계좌간에 자유로운 자금유출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룹의 국내외 회
사 전체의 위안화자금을 pooling하여 효율적 운용이 가능(인민은행의 지원조치 제21항)

ㅇ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상하이 FTZ 이외의 상해소재 금융기관들도 FTZ
업무를 별도 계리하는 방식
으로 FTZ기업을 대상으로 자유
무역계좌 개설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
힘에 따라 이들 기관의 영업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임

(分账核算单元)

* 2013.12.2일 발표된 중국인민은행의 지원조치(30개항)중 제7항

ㅇ 금융업종중 상하이 FTZ의 중점 개방분야인 금융리스업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모리스회사 57개, 프로젝트자회사 241개가 설립되어 리스자산
총액이 이미 55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
* 중국의 금융리스업은 총자산이 2008년 300억위안에서 2013.6월말 9,000억위안에 달하
는 등 빠르게 성장

- 은감위의 금융리스업 관련 세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규
개방분야에 대한 영업은 불가능한 상태이나 사전 업무준비는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
*

工银租赁(공상은행계열 리스자회사)의 경우 비행기, 선박리스에 대한 규제완화가
발표된 직후인 작년 10월초 말레이시아 항공사와 비행기리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업무를 준비중

ㅇ 기업의 경우 중국계의 FTZ내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
자계의 진출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신설 외자
기업중 negative list 실시에 따른 신규 개방업종의 비중이 목표치 85%
를 상회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FTZ출범후 2013년말까지 국내기업은 3,633개사(설립자본금 합계 745억위안)가 신설
된 반면 외자기업은 228개사(13.4억달러)가 신설되는 데 그침

ㅇ 상하이 FTZ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의 경우 전반적인 시행
가능성은 낮으나 대외직접투자(ODI) 및 역외금융업무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활발히 논의중에 있으며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결론이 나올 전망
* 국무원의‘종합방안’에서 시행키로 한 것으로서 역외보험업무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15%)하고 영업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출된 상태(중국은 역외금융업무에 대해서도 법
인세(25%), 영업세(5.65%) 등을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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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권감독위의 지원조치중 핵심내용중 하나인 원유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서는 2013.11월‘상해국제에너지거래센터’가 이미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토자원부에서 관련 거래세칙 작성 작업이 진행중
□ 상하이 FTZ의 자본자유화 추진의 핵심이 되는 중국인민은행의 기본방침(의
견)은 작년 12.2일에야 발표되었는 데다 조치의 실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이 1/4분기중 발표를 목표*로 실무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임
* 중국인민은행은 소관사항인 30개항의 개혁조치의 대부분이 3개월내 실시되어 1년후에는
다른 지역에 적용가능할 정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는 입장

ㅇ FTZ진출 국내외기업은 일반계좌와는 별도로 개설된‘자유무역계정(FTA
계정)’을 통해 FTZ에서 신규로 허용되는 자금조달·투자 등의 금융거
래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세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금융기관들은 예측
에 근거한 업무준비만을 하고 있는 실정임
ㅇ 중국 정부인사* 및 시장전문가**는 금년 1/4분기 이전에 자본시장개방
과 관련한 세칙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2∼3년후 제도가 정착된
다음 여타 지역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Tu Guangshao(屠光紹) 상해시 부시장은 1.13일 개최된‘2014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관련 세칙이 금년 1/4분기중에 발표될 수 있고
금년중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 HSBC 수석이코노미스트 Qu Hongbin(1.15일)

ㅇ 법률제도 측면에서는 negative list 실시에 따라 추가 개방된 영역에 대
해 기존 법규 적용은 중단*되었으나 후속법규 제정 작업 지연 등으로
법률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나 최상위 법규인‘자유무역시험구 기본법’
이 금년 6월중 발표된 이후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2013.8월 상하이 FTZ내에서 외자기업관련‘3資法’의 적용이 정지된다고
발표

□ 한편 상하이 FTZ의 금융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Tu Guangshao
상해시 부시장이 이끄는 T/F가 1.16일 출범하여 개혁과제의 세부작업 추진
을 위한 부처간 업무효율이 높아질 전망
ㅇ 동 T/F는 상해시 주요부처 인사 25인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상해시
정부 금융판공실 내에 설치하고 Zheng Yang주임*이 실무작업을 총괄
* 작년 12월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수석)부주임에서 상해시정부 금융판공실 주임으로
이동(전임 Fang Xinghai주임은 북경의
판공실로 이동)

中央财经领导小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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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무원의‘상하이 FTZ 설립 종합방안’(2013.9.27일, 금융부문 발췌)
(http://www.gov.cn/zwgk/2013-09/27/content_2496147.htm)

二. 주요임무와 시책
(4) 금융영역의 개방·혁신 심화
7. 금융제도혁신 가속화
- 리스크가 통제된다는 전제하에서 FTZ내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금융시장의 금리 시장
화, 위안화의 국경간 사용 등 분야에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FTZ내 금융기관의 자산가격 결정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 외환관리의 시범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상응하는 FTZ내 외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무
역·투자의 편리성제고를 전면 실현
- 기업이 국내외 두 개의 자금조달원과 시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경
간 대출의 자유화를 실현
- 외채관리방식 개혁을 심화시키고, 국경간 대출의 편리화를 촉진
- 다국적기업 본부의 외환자금을 집중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조치를 확대 실
시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지역 또는 글로벌 자금관리센터 설립을 촉진
-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FTZ 금융개혁 혁신을 추진
8. 금융서비스기능 강화
-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게 금융서비스업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FTZ내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지원
- 금융시장 관련 FTZ내에 글로벌거래플랫폼 설립을 허용
- 새로운 금융시장상품 개발을 장려
- 주식보관 거래기관이 FTZ내에서 종합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위안화의 국경간 재보험업무를 허용하고 재보험시장을 육성
三. 감독 및 세수제도 구축
(2) FTZ에 걸맞는 세수정책 검토
5. 무역촉진을 위한 세수정책 실시
- 종합세제 개혁방향과 국제관례에 부합하고 세수기반 잠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해외
증권투자와 역외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세수정책을 적극 검토

‘종합방안’중 서비스개방 확대조치(18개항중 금융부문 발췌)
구 분

주 요

① 은행서비스 외자은행 설립 허용 민영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 허용 관
련규정 보완 및 감독방안 마련후 국내은행의 역외금융 취급 허용
② 건강의료보험 외자계 의료보험기관 진출 시범 허용
③ 금융리스 비행기·선박관련 금융리스자회사에 대한 최저 자본금규제 철폐
:

1.

금융서비스

조 치

,

,

:

:

,

금융리스회사의 리스관련 보험처리업무 겸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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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위원회의‘상하이 FTZ 지원조치(8개항)’(2013.9.29일)
(http://www.cbrc.gov.cn/chinese/home/docView/02EBD0886E554B99BD6CB3860DF2F91E.html)

1. 점포 승격(출장소→지점 등) 및 신규 설치 적극 허용(금융기관별 쿼터 비적용)
2. 캐피탈회사, 자동차할부금융, 소비자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 진출 적극 지원
3. 외자은행 영업 적극 지원(대표처의 지점승격에 필요한 최소기간 단축, 위안화업무 취
급에 필요한 최소영업기간 단축 등)
4. 민영자본의 독자 또는 외자와의 합자형태의 민영은행·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
5. 무역 및 선박관련 대출 등과 관련한 국경간업무 취급을 적극 지원
6.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7. 진입제한 완화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규업무취급 신청과 관련한
사전허가사항의 사후보고 전환, 신속처리창구 도입 등
8. 감독관련 리스크지표의 별도 적용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감독서비스를 제공

증권감독위원회의‘자본시장관련 상하이 FTZ 지원조치(5개항)’(2013.9.29일)
(http://www.csrc.gov.cn/pub/newsite/bgt/xwdd/201309/t20130929_235639.htm)

1. 상해선물거래소가 FTZ내에 상해국제에너지거래소(주)를 설립하고 국제원유선물거래플
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 동 플랫폼에서 국외투자자가 국내의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선물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
2. FTZ내 조건에 부합하는 법인 및 개인이 국내외 증권·선물시장에 쌍방향 참여를 허용,
FTZ내 금융기관·기업이 상해지역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FTZ내 취업자가 FTZ내 증권·선물회사에서 비거주자 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것을 허용,
FTZ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증권·선물투자를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 FTZ내 취업자의 해외증권·선물투자를 허용
3. FTZ기업의 해외 모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FTZ내에서 국제금융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4. 증권·선물회사의 FTZ내 자회사 설립 지원(현재
및
등 선물회사가 리스크관리 또는 자산관리 자회사 설립을 준비중)
5. FTZ내 증권·선물회사에 해외고객을 위한 원자재 및 금융파생상품 장외거래를 허용

海通期货, 宏源期货, 广发期货, 申万

期货 华安基金

보험감독위원회의‘상하이 FTZ 지원조치(8개항)’(2013.9.29일)
(http://www.circ.gov.cn/web/site0/tab5207/info3870375.htm)

1. FTZ내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시범 허용
2. 보험회사의 FTZ내 지점 설립, 국경간 위안화 재보험업무를 허용하고 거액 재해보험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원
3. FTZ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동 해외투자의 범위 및 투자비율규
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4. 유수의 국제 보험중개회사 등 서비스기관 및 재보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
FTZ내 영업을 지원하고 보험업 발전을 위한 기반기술 서비스를 제공
5. 해운보험업 발전을 지원하고 해운보험 영업기관과 해운보험중개인을 육성하며 상하이
해운보험협회의 발전을 지원
6. 보험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지원하며 책임보험서비스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7. 상하이의 보험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운보험수가산정센터, 재보험센터 및 보험자금
운용센터 등 기능형 보험기관을 육성
8. FTZ의 금융개혁과 혁신을 지원하며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과의 상호시너지를 강화
하며 보감위와 상해시정부와의 협력 양해비망록을 통한 업무협조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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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의‘상하이 FTZ 지원을 위한 의견(30개항)’(2013.12.2일)
(http://www.pbc.gov.cn/publish/goutongjiaoliu/524/2013/20131202094934794886233/20131202094934794886233_.html)

(1) 기본원칙
1.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토록 하고 무역·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금융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FTZ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2. 개혁혁신을 시범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실시. 위안화의 해외사용 확대에 주력
하고 위안화자본거래의 태환 허용, 금리의 시장화와 외환관리 등의 영역에서 개혁시범
조치를 추진
3. 리스크의 통제가능성에 유념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한 항목이 궤도에 올라서면
다른 항목을 추진하는 식으로 질서 있게 시범 개혁항목을 설정
(2) 리스크관리를 위한 계좌시스템 개편
4. FTZ내 거주자는 내외화 자유무역계좌(FTA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
고 이를 통해서만 본 의견 (3)부분에 열거된 투융자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
비거주자는 FTZ내 은행에 내외화 비거주자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하여 진입전 내국민대
우원칙에 따른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
5. 거주자 자유무역계좌와 여타 계좌*간 자유로운 자금이체 가능
* 해외계좌, 국내의 非FTZ 비거주자계좌, 비거주자자유무역계좌 및 기타 거주자자유무역계좌

동일 기업의 거주자자유무역계좌와 여타 계좌간에는 경상거래, 대출금상환, 투자실행
등을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 자금이체가 가능
거주자 자유무역계좌와 중국내 FTZ外 계좌간 자금이동은 국경간 이동으로 간주하여 관리
6. 거주자 자유무역계좌 및 비거주자 자유무역계좌는 국경간 대출, 담보 등 업무 가능
여건이 성숙할 경우 계좌내 내외화자금의 자유로운 태환이 가능토록 함
FTZ내 자유무역계좌의 위안화 환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
7. 상해지역의 금융기관은 FTZ업무를 별도 계리하는 방식(
)으로 FTZ기업에
자유무역계좌 개설 및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3) 투융자의 외환관련 편의 제고
8. (기업의 대외직접투자 편의 제고) FTZ기업이 대외직접투자(ODI)시 소관관청의 인가절차
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서 대외지급 및 환전이 가능
9. (개인의 대외투자 편의 제고) FTZ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합법적인 해외증권투
자를 포함한 대외투자가 가능
FTZ내 개인사업자는 업무상 필요시 해외의 주체에게 국경간대출 가능
FTZ내 취업외국인은 비거주자 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포함한 국내투자가 가능
10. (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 FTZ내 금융기관 및 기업은 상해지역의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
서 거래참여가 가능
FTZ 기업의 해외모기업은 국내자본시장에서 위안화채권 발행이 가능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FTZ내에서 국제금융자산거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11. (대외융자의 편의 제고) FTZ 국내외기업, 비은행금융기관 및 기타법인은 경영상 필요
한 경우 해외로부터 위안화 및 외화 차입이 가능. 단 외채관련 건전성관리제도를 개선
하여 외채리스크를 방지하는 조치를 실시
12. (다양한 헷지수단 제공) FTZ기업은 실제 통화포지션관리수요에 근거하여 FTZ내 또는
해외에서 리스크헷지관리가 가능
FTZ기업중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
FTZ별도계리계좌에서 발생한 오픈포지션은 FTZ내 또는 해외에서 포지션을 해소하여야 함
FTZ별도계리계좌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가 가능

分账核算单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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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Z 별도계리계좌는 별도의 허가를 거쳐 일정 금액내에서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단기차입
및 Rp거래가 가능
(4) 위안화의 해외사용 확대
13. 상해소재 은행금융기관은 FTZ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상계정 및 대외직접투자를
위한 위안화결제업무 취급이 가능
14. 상해소재 은행금융기관은 지급결제기관과 협력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위안화
결제업무 취급이 가능
15. FTZ금융기관 및 기업은 해외로부터 위안화자금을 차입하여 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투
자 및 위탁대출을 불허
16. FTZ기업은 소속그룹 전체의 위안화자금을 종합관리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수취·
지급 업무 수행이 가능
(5) 금리자유화
17. 기본여건의 성숙정도를 감안하여 FTZ내 금리자유화를 추진
18. FTZ내 거주자자유무역계좌와 비거주자유무역계좌의 내외화자금금리의 모니터링시스템
을 개선
19. FTZ내 금융기관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액CD 도입시 시범금융기관에 우선 포함할
예정
20. 여건이 성숙할 경우 FTZ내 일반계좌의 소액 외화예금금리 상한을 완화
(6) 외환관리개혁 심화
21. (FTZ이 기업자금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다국적기업의 종합자금관
리센터 시범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화자금pool 관리를 간소화하며 국제무역결제와
관련한 외환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22. (외국인직접투자의 외환등기절차 간소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외환 등기인가를 외국
환은행에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사후감독은 강화
거래의 진실성이 확실하고 근거서류가 완비된 경우 FTZ내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외
화자금의 자유로운 환전을 허용
23. (리스업 발전 지원) 금융리스회사의 해외차입업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금융리스회사가 외화로 리스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심사 필요)
비행기, 선박 등 대형리스항목의 대금선납절차를 완화
24. FTZ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담보비용의 심사제를 폐지하고 직접 은행창구에서 지급처
리할 수 있도록 허용
25. 외환의 환전관리업무를 개선하고, 은행이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원자재파생상품의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7) 모니터링 및 관리
26. FTZ금융기관 및 지정된 기업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탈세방지를 위한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 관련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
금융감독기관간에 서로 협력하여 국경간 자금이동을 면밀히 감시
27. 상해시정부는 FTZ 종합정보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대한 감독을 수행
FTZ기업에 대한 매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관리
28. FTZ 별도계리계좌업무는 해당 은행의 적정자기자본비율 산정에 포함
29. (FTZ내 거시금융건전성 관리 시행) 인민은행은 FTZ의 단기투기성자본이동에 대한 감
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로 통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30. 인민은행은 리스크관리관련 세칙을 제정·실시하며 기타 감독기관의 건전성관리제도와
의 정합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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