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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주재원

중국의 새로운 주식거래시장인 과창판 개설과 배경

1 새로운 주식거래시장인 과창판(科創板)을 상해증권거래소에 개설 추진 중
□

□ 중국 당국은 상해증권거래소 내에 기존의 주식거래시장과 별개로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주식거래시장인 과창판
을 6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과창판은 2018.11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해 국제수입박림회 개막식에서
상해 증권거래소 내에 기술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는“과창판”을 설
립한다고 발표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 57개 기업이 승인을 받음

ㅇ 과창판의 특징은 상장기업을 기술 혁신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국
증권감독기구인 증감위의 형식심사만을 거쳐서 상장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상장요건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데 있음(중국에서는 이를
‘등록제’로 표현하고 있음)
2 과창판 개설 배경
□

□ 중국 정부의 과창판 개설은 기존 주식시장에 상장이 불가능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이 지분투자 등의 직접금융을 통해 자
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ㅇ 중국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비해 매우 미미
한 수준으로 실물경제의 성장 정도에 비해 발전 정도가 미약함
* 2018년 중국 기업이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규모는 6,800억 위안(A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1,400억 위안,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액 5,400억 위안) 수준으로 상업은
행의 대출 순증액 16.17조 위안의 4%에 불과한 수준

□ 중국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미미한 원인으로
는 경영능력 후진성, 기업실적 변동폭 과다 등의 이유 이외에도
기존 주식시장 제도의 미흡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인 바이두(검색엔진),
알리바바(전자결제), 텐센트(스마트폰 메신저), 징동(전자상거래)* 등
이 중국에 상장되지 못하고 홍콩, 미국 나스닥 등에 상장되어 있음
* 중국에서는 이들 기업의 영어 머릿글자를 따 BATJ로 명명하고 있음

ㅇ 기존의 중국 주식시장인 A주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순이익 창출 등의 요건 충족,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불허(1주 1의
결권제) 등 제약요건이 많아 성장과정에서 있는 기술 혁신기업의
상장이 용이하지 않음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 혁신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을 포기
하면서 기업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기업은 3년 이상 순이익 창출 요건 충족이 어려움
― 차등의결권제 불허는 기술 혁신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제약
하게 되어 기존 주식시장에의 상장 유인을 저하시킴
ㅇ 반면 홍콩거래소의 경우 2018년 주식시장 제도 변혁을 통해 중국 혁
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등 높은 실적을 보임에 따라 중국 주식시
장의 제도 개선에 대한 중국 내부 시장참가자들의 요구가 증대됨
* 2018년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으로 중국 전자업체인 샤오미
를 상장시킴으로써 상장 기업의 신주발행 규모(2.8조 홍콩달러)로는 세계 1위
수준을 달성

□ 아울러 그동안 중국 주요 기업의 성장 과실을 향유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요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 등이 중국에서는 상장되지 못
하고 해외에서 상장됨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
투자할 기회를 갖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