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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는 2012년 한 해에 장성 원 우, 둥성 주강삼각주, 푸젠성 취안 우 등 3개 지역에

서 실행할 ‘ 융종합개 실험구’ 련 정책을 공포하 다. 이들 정책은 앙정부 차원에서 입안되었

으며 각 지역별로 융개 을 추진하기 한 목표, 방안, 실행세칙을 공통 으로 담고 있다. 한 지

역별로 각기 다른 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성도 보유하고 있다. 요한 것은 동 정책이 국정

부가 미래 집 육성하려는 융업을 포 한다는 과, 세분화된 지역발 략이라는 이다. 본 연

구의 목 은 첫째, 련 규정․지침 분석을 통해 3  ‘ 융종합개 실험구’ 정책의 내용과 함의를 분

석하는 것이며, 둘째 민간 융 문제와 한 연 이 있는 ‘원 우 융종합개 실험구’ 정책 배경을 

집  분석하고, 셋째 동 정책에 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기업을 한 시사 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

석결과, 동 정책은 국 내 체 인 융개 을 유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며, 특히 지

역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개  로그램이 제시된 바, 그 정책 집행력이 높아질 망이다. 반면, 법

제도  보완이 동시에 강구되지 않는다면 신형농 융기구 설치확산 같은 주요 정책이 장애를 받을 

수도 있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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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구성

중국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장성 원저우, 광둥성 주강삼각주, 푸젠성 취안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실행

할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을 공포하 다. 동 정책의 법적근거는 각

각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총체방안’(이후 ‘원저우 방안’으로 

약칭), ‘광둥성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창신 종합실험구 총체방안’(이후 ‘주강 

방안’으로 약칭),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서비스 실체경제종합개혁실험구 총

체방안’(이후 ‘취안저우 방안’으로 약칭) 등이다.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안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금융개혁을 추

진하기 위한 목표, 방안, 실행세칙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성도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 정책이 중국정부가 미래 집중 육성하고자하는 3차산업 중 하나인 금융업

을 포괄한다는 점과, 매우 세분화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점이다. 본고는 이

러한 점에 착안한 연구배경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목적은 첫째, 관련 규정 ․ 지침 분석을 통해 3대 금융종합개혁실험

구 정책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내에서 아직은 취약한 

민간금융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 배

경을 집중 분석하고, 아울러 FTA체결로 중국과 경제통합화에 나서고 있는 

홍콩과 대만을 활용하여 금융허브 조성을 꾀하려는 ‘주강 방안’과 ‘취안저우 

방안’을 고찰한다. 셋째, 동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기업을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II장에서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으며, III장에서는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주

강삼각주 금융개혁종합실험구’, ‘취안저우 금융서비스종합개혁실험구’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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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구체적 정책내용과 도입 배경을 분석하 다. IV장에서는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을 도출하 으며, 마지막으로 V장에

서는 결론을 제시하 다.           

2. 선행 연구

중국 금융개혁을 주제로 분석한 기존 논문들은 적지 않으나, 2012년 3월

부터 시작된 ‘금융개혁종합실험구’를 중점적으로 다룬 학술논문(국내 및 

미권)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금융개혁종합실험구’ 정책에서 공통적인 개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민간 ․ 중소기업 ․ 농촌금융 등에 비중을 두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최의현 외(2010)은 농촌금융 개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본고에서 다룬 3건의 ‘금융종합개혁실험구’가 공통적으로 목

표로 한 ‘신형농촌금융기구’ 신증설과 관련된 개혁 배경, 문제점 등을 분석하

고 있다. 

Yan Shen 외(2009)는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현황과 은행규모간의 관

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와 

은행대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 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

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된 중소형 규모의 은행기구 신설

이라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는 ‘신형농촌금융기구’의 증설 근거와 일맥상

통한다. 

Michael Horrocks 외(2008)와 WuBiao Zhou(2009)는 은행대출을 원하는 

개인고객이 민간 사금융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중국 금융개혁의 문

제점과 함께 분석한 바 있다. Xiaoqing Fu 외(2009)와 Hiroshi Gunji 외

(2010)는 중국 금융개혁 과정 중 농촌금융과의 관계와 문제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 다. 

중국 문헌의 경우, 施镇海(2012)가 원저우 금융개혁 배경에 대해서 체계

적인 분석을 시도하 으며, 史小坤(2012)은 특히 농촌금융 분야와 연관되어 

동 정책이 원저우 농촌금융에 어떤 향을 미칠지 고찰한 바 있다. 阳晓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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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a)은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실험구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금융환경을 제시했다. 

II.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추진 현황

중앙정부(국무원, 인민은행)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중국 내 기타 지역에

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 금융분야 개혁조치를 시범적으로 우선 허용하는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은 저장성 원저우(溫州)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3월에 ‘원저우 방안’ 중 ‘총체방안’이 공포되었으며, 9개월 후인 동년 11월에

는 ‘실시방안’이 마련되어 관련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본고 3장에서 상세하

게 지역별로 살펴보겠지만, ‘원저우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먼저 2011년 말 

민 기업이 밀집한 원저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연쇄도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원저우 방안’은 장기적인 마스

터 플랜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원저우 모델’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금융개혁을 실험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

하여 일종의 개혁정책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원저우 모델’은 가족경  위주의 개체호 혹은 사 기업형 향진기업을 통

한 발전 모델로 요약된다(백권호, 2003: 342). ‘원저우 모델’은 1985년 5월 

12일, <해방일보>에 ‘원저우에서 33만 명이 가정공업에 종사’라는 제하의 기

사가 실리면서 집체기업과 외자기업 위주의 발전모델을 채택했던 장쑤남부 

모델(蘇南), 향진기업 위주의 주강모델(珠江)과 다른 발전모델로 주목을 받

았다(고 근 외, 2010: 162-166).

한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보면 ‘원저우 방안’은 현재 노동집약

적 산업의 한계로 인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원저우 지역에 이전에는 없

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한계기업들이 산업구조 업그

레이드를 통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함의도 가지

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취안저우와 주강삼각주 역시 유사한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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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저장성 수도(항저우)도 아닌 경제규모 3위의 연해도시 원

저우시에서 가장 먼저 ‘금융개혁종합실험구’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2013년 

2월말 현재, ‘원저우 방안’에 의거하여, 민간금융 및 농촌금융 분야에서 새로

운 금융기구가 출범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집행되고 있다. 

두 번째 ‘금융개혁종합실험구’가 들어선 곳은 개별 도시가 아닌 광둥성 9

개 도시로 이루어진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이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광둥성 

내 광저우, 포산, 선전, 둥관, 후이저우, 자오칭, 주하이, 중산, 장먼 등 9개 

지급시(地級)로 구성되어 있다. 장강삼각주 및 환발해 지역과 함께 중국의 3

대 경제발전 거점이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1개 지

급시로 이루어진 광둥성 전체 GRDP의 82.1%에 달한다.  

‘주강 방안’은 2012년 6월 27일자로 ‘총체방안’만 공포가 되었으며, 실행 

방안을 담은 ‘실시방안’은 아직 공포가 않된 상태이다. ‘주강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5년전에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포한 ‘주강삼각주지구 

개혁발전규획강요(2008~2020)’에 기인한다. 동 ‘강요’는 2020년까지 주강삼

각주지구 1인당 GDP를 13.5만 위안(2008년 기준환율로 2만 달러)으로 성장

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산업별 ․ 지역별 마스터 플랜이다. 즉 동 

‘강요’에서 1차로 언급된 금융분야 개혁방안을 다시 정교화하여 도시별로 어

떤 금융분야에서 어떠한 발전전략을 채택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

다. 특히 2004년에 홍콩과 체결한 실질적인 FTA인 CEPA(경제협력동반자

협정)가 금융분야에서의 중국 ․ 홍콩 간 협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공포될 ‘주강 방안’의 시행세칙은 이와 관련된 개

혁적이고 실험적인 조치들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2년 12월 21일자로 푸젠성 경제규모 1위 도시인 취안저우

시에 ‘금융서비스종합개혁실험구’를 설치하기로 한 ‘취안저우 방안’이 공포

되었다. 동 ‘방안’ 역시 ‘총체방안’만 공포되었고, 실시방안은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이다. 취안저우(泉州)는 푸젠성 수도인 푸저우보다 경제규모가 큰 

경제 중심도시이다. 2011년 말 기준 취안저우 GRDP는 4270억 위안으로 푸

저우시(3736억 위안)보다 14.2% 크며, 상주인구는 821만 명으로 푸저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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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우시
(저장성)

주강삼각주
(광둥성)

취안저우시
(푸젠성)

정책 공포일시
2012.3.28(총체)

2012.11.23
(실시방안)

2012.6.27 
(총체방안)

2012.12.21
(총체방안)

정책 중점 
추진 방안

민간금융 ∙ 민간기업, 
3농위한 금융서비스

위안화 국제화, 홍콩 ∙ 
마카오와 협력

대만과 금융협력, 
민간기업금융서비스

발전 배경
금융개혁 인프라와 
민간위주 경제구조

홍콩과 체결된 CEPA 타이완과 체결된 ECFA

장애 요인
현존하는 민간대출 

위기 극복여부
노동집약형 산업 

업그레이드 성공여부
빈약한 금융기반

(자산, 규모, 인프라)

행정단위
단일 시

(성내 경제 3위)
9개 시

단일 시
(성내 경제 1위)

GRDP
(억 위안)

3350
(10.4%)

43720
(82.1%)

4270.89
(24.3%)

상주인구
(만명)

914
(16.7%)

5616
(53.8%)

821
(22%)

1인당 GDP
(위안, U$)

42278
(6546$)

77637
(12020$)

52245
(8089$)

도시화율(%) 66.3 83 59.3

위안화 예금/대출
(억 위안)

7271.27/
6195.11

*91590/
*58615

3779.66/
3020.97

개인예금액
(억 위안)

3342.26 31725.18 2049.66

소액대출회사(개) 35 *163 23

촌진은행(개) 6 *24 1

주: 괄호 안 수치는 省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며, *표기 수치는 광둥성 전체 수치임.
자료: 中國統計年鑑(2012), 中國金融年鑑(2011), 廣東統計年鑑(2012) www.gdstats.gov.cn 

(검색일: 2013.1.5), 浙江統計年鑑(2012) www.zj.stats.gov.cn(검색일: 2013.1.5), 福建統
計年鑑(2012) www.stats-fj.gov.cn(검색일: 2013.1.5) 수치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1> 중국의 3대 금융개혁종합실험구 비교(2011년기준)

(720만 명)보다 14% 많고, 푸젠성 총 GRDP의 24.3%를 점유하고 있다. 

‘취안저우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앞선 원저우 및 주강삼각주와 공통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먼저 취안저우 역시 원저우 못지 않게 민 경제가 발달

해 있다. 따라서 동 방안은 민간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타이완과 마주하고 있는 푸젠성의 위치와 관계있다. 2010년에 중

국은 실질적인 FTA인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타이완과 체결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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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맞물려 중국과 타이완과의 금융분야 통합(은행지점 

상호개설 및 위안화 투자허용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포될 ‘취안저우 방안’의 실시방안 역시 타이완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실험적인 특혜조치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III. 지역별 금융종합개혁실험구 특징 비교

1. 원저우 금융종합개혁 실험구

　

1) 도입 배경

원저우가 중국 내 첫 번째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 지정된 것은 자체적으

로 부단히 금융 분야에서 변화와 실험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 효시는 

1980년 10월, 진샹신용사가 중국 최초로 변동금리를 실행한 것에 기인한다. 

동사는 자본금 2,110위안으로 설립되었으며, 최초 예금금리는 0.42~1%(月), 

대출금리는 0.76~1.5%(月) 수준이었다. 1984년, 농업은행 원저우시 지점은 

시내 5개 농촌신용사에 대해 변동금리를 허용하기에 이른다. 1984년 9월에

는 원저우시 창난현 첸쿠진에 팡싱첸좡이라는 사금융회사가 중국 최초로 설

립되었다.1 팡싱첸좡은 비교적 체계적인 금융시스템과 신용도, 24시간 서비

스, 당시 기준금리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불법개업후 1

 1. 당시 첸쿠진 민 상점은 134개, 민  공업기업수는 240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현지기업들이 필요하는 자금은 200만 위안이었고, 주민
들은 수중에 유휴자금이 있었다. 한 병원 재무부에서 일하던 32세의 팡페이린(方培

林)은 사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이들을 연결하고자 했다. 1984년 중국공산당 1호 문건
에는 ‘농민들이 자금을 모아 각종사업, 특히 이전에 없었던 新사업을 하는 것을 장려
하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는 이를 ‘자금모집이 합법적이고 이자수익도 주식배
당형식으로 배분하면 될 것’으로 해석하 다. 이를 근거로 팡싱첸좡을 설립하고 주식
제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자본금 10만 위안을 조달하 다. 대출자와 예금자에게 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금융거래 형식을 취했다. 이 사금융사는 진(鎭)정부 묵인 하에 설립
되었으나, 곧 현지 농업은행 항의로 지하금융으로 스며들게 된다(福州晩報, 2012/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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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만에 50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보고 원저우에는 1985년에만 3곳의 개인 사금융업체가 만들어지

게 된다. 

팡싱첸좡 같은 사금융이 빈번하게 업활동을 하게되자 인민은행 원저우 

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히려 ‘금융허가증’을 발급하여 양성화 시키

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국가체제개혁위원회와 인민은행 

총재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1986년 11월)하 으나, 사금융업체를 강

제폐쇄할 경우 이미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만명의 고객과 함께 연관된 

사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게 된다. 

결국 인민은행은 사금융 기관이 운 했던 예금과 대출을 정규 금융기관으

로 이관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이들 정규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저우 국유은행지점들과 농촌신용사에 대하여 변동 이자율을 허용하는 ‘원

저우금융실험구’를 1987년 6월에 중국 최초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3년

에 걸친 사금융의 정규 금융기관 이전조치로 중국 최초의 사금융기관이었던 

팡싱첸좡은 1989년에 자진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팡싱첸좡 사례는 제도 금융권의 이자율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민간금융기구를 비롯하여 국가차원의 금융시장 관련 체제개혁 혁

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 다. 실제로 이후에 전국 최초의 주식합작

신용사인 루청도시신용사와 둥펑신용사가 원저우에 등장하 고, 이들은 인민

은행의 허가증을 취득했다. 또한 농촌합작기금회, 민융복무사, 자금조절복무

사, 경제복무사 등 다양한 이름의 민간금융조직들이 1980년 말 1990년 초에 

원저우에 등장하게 된다(胡宏伟 외, 2002: 68-74). 

이후 <표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원저우는 중국 최초로 금융분야에서 

실험적인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2002년에 인민은행은 금리 시장화에 나

서기로 결정하고, 전국 8곳에서 파급 향이 적은 농촌신용사를 골라 ‘금리 

시범자율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 중 한 곳이 원저우 다. 즉 예금금리

는 국가기준의 최대 30%까지 인상을 허용하 으며, 원저우 농촌신용사는 이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른 고객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예금금리를 적용시킬 수 

있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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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 내용

1980.10 원저우 金鄕신용사가 전국 최초로 변동금리를 실행함

1984.3 원저우 농업은행, 원저우시 5개 농촌신용사 변동금리 허용

1984.9 중국 최초 사금융사인 팡싱첸좡(方 錢庄) 설립

1985.11
중국최초, 주식합작제 신용사 루청(鹿城)도시신용사 설립
(발기인 8인. 자본금 31.8만 위안)

1985 중국공산당, 1호 문건 통해 농촌신용사의 실험적 변동금리 허용

1986.11.6
중국최초 민  둥펑도시신용사(東風城 信用社) 설립
* 당시 원저우시 381개 신용사 기설립

1987.6.15
인민은행, 사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최초로 원저우를 ‘금융실험구’로 제정 
(한시적 금리 자유화 허용)

1992.8 원저우 첫번째 농촌합작기금회, 창난현에 설립

1996 중국정부, 금리자율화 개혁 정식 착수

2002.8 前인민은행 총재 다이샹롱(戴相龍), 원저우 금융시스템개혁 틀 제기

2002.12
저장성정부 ∙ 인민은행상해분행, ‘원저우금융개혁실험구’ 개혁추진 공포
*인민은행, 농촌합작사 금리시범자율화 8개 지역 중 원저우 지정

2003년초 원저우시, 원저우 금융항(金融港) 발전전략 공식착수

2004 원저우시, 농촌합작 금융체제 시험개혁 조치 착수

2005 원저우시, 지역별 금융개혁 시스템연구 착수

2011.1.7
‘원저우 개인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시범관리방안’ 공포
(*중앙정부 반대로 집행 유보) 

2011.4
강남피혁(채무 3억 위안), 보터만커피 연쇄점, 산치그룹(채무 0.8억 위안) 사장 
실종 및 도주 등으로 원저우 민간대출 위기 심화

2011.9.28
시정부 ‘금융질서 안정화의 규범화 및 경제모델전환 발전에 대한 의견’ 공표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배제 방지, 기업연쇄부도 예방작업)

2011.10.12 시정부, 기업긴급대출 프로젝트자금 설치(5억 위안)

2011.10월말
시정부, <원저우금융개혁종합시범구역 총체방안(초안)>을 저장성 정부에 
제출하고, 연구를 거쳐 국가 관련부서에 보고

2011.11.8 시정부 ‘원저우 지방금융업개혁 발전에 관한 의견’과 8개 관련문건을 공포. 

<표 2> 원저우시 금융분야 개혁작업 추이

 2. 인민은행은 2000년 9월에 외화대출 금리를, 2003년 7월에는 외화예금 금리를 자유화 
하 다. 종전에는 대출 ․ 예금 금리 상 ․ 하한을 모두 규제하 으나, 2004년부터는 대출
금리 하한 및 예금금리 상한만을 규제하고 있다. 대출금리 하한은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 0.7배,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기준금리 1.1배 이하에서 자율 ․ 설정하고 있
다(한국은행, 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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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 내용

같은 날 ‘원저우 지방금융관리 감독서비스센터’ 정식 출범

2012.2.8
저장성 성정부 <저장성 소액대출공사 융자감독관리잠행방법> 공포 후, 省內 
소액대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12.3.28 국무원,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총체방안> 승인

2012.5.22
저장성 최초, 원저우 루청구 법원에 금융전문가 배심원 참여하는 금융심판정 
설치(민간대출관련 분규 심리)

2012.11.23 인민은행,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실시방안> 공포

자료: KIEP(2012), 人民網(검색일: 2013.1.23), 高正植 외(2012), 施镇海(2012) 참고하여 재
구성.

‘원저우 방안’이 출범한 것은 앞서 서술한 원저우 금융개혁에 역사적 배경

을 두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원저

우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정부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4

조 위안을 투입하는 내수확대 정책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유동성 범람과 이

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투자과열이 가속화되자, 2010년 말부터는 통화정

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 지표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

지 5년간 두 자리수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GDP는 2008년에 한 자리수로 떨

어졌으며,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9.2%를 기록했다. 2009년 총통

화량(M2)의 전년비 증가율은 27.7%에 달했고, 이에 반해 소비자물가(CPI)

는 -0.7%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2010년 말부터는 경제흐름이 바뀌게 

된다. 

2010년 11월, CPI 지수는 5.1%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극대화 

하 고, 이에 정부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 다. 인민은행 역시 대출

억제 등으로 통화량을 줄여나갔는데, 2011년 2월 M2 증가율은 15.7%, 같은 

해 11월에는 12.7%까지 떨어졌다. 원저우 지역 기업들의 자금위기가 시작된 

것이 이 때부터이다. 

이 시기 많은 제조업체가 위기를 겪었지만, 특히 원저우 기업이 부각된 것

은 민간경제가 90% 이상 압도적인 특유한 경제구조와 민간금융조직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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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본고 ‘원저우 방안’ 관련 참고문헌 참고하여 저자 구성
　

<그림 1> 2011년, 원저우 금융위기 구조도

발달한 원저우 금융구조에 기인한다. 그 결과, 연리 50%가 넘는 사금융 자

금을 끌어다 썼던 원저우 중소기업 사업주는 부채에 허덕이는 공장과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버려두고 야반도주하게 된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

까지 자금난으로 CEO가 도주한 기업이 230여 개에 달했으며, 은행과 신용

공여 문제로 협상중인 기업이 1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원저우 기업계와 금

융계는 패닉에 빠지게 된다(程定华 외, 2012: 3). 

본격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원저우 중소기업의 주요 

융자방식은 브리지론으로 단기채무를 장기로 활용하고 있었다. 브리지론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사용되는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차입금을 지칭하며, 이 시기 원저우 브리지론 금리는 연 50%에 근접하

다.  

원저우 브리지론의 특징은 <그림 1>에서처럼, 중간에 ‘담보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불황시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첫째는 서로 상호보증

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내며, 둘째는 한 개 기업이라도 자금난으로 인해 

대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쇄적으로 담보를 선 기업들에게 위기가 

전파된다. 결국 원저우 민간에서 돌던 자금은 한 두개 기업의 계약위반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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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예금증가율(%) 위안화 대출증가율(%)

전국 원저우 전국 원저우

2007 15 19.8 16.2 23.4

2008 19.7 22.1 18.8 22.5

2009 28.2 25.9 32.2 32.9

2010 20.2 19.9 19.9 22.5

2011 13.5 16.8 15.8 15.1

자료: 人民银行(2013: 1-20) 및 温州 人民政府統計局 수치 참고하여 작성.

<표 3> 중국 및 원저우 지역 예금대출 증가율 추이

십개, 수 백개로 전이되어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원저우 민간경제 위기의 근본문제는 실질경제 수익능력 하락 및 외부 수

요감소에도 기인한다. 원저우 중소기업들의 업이익은 7~8%로 은행금리를 

소폭 초과하는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이 수출임가공 위주이며, 60%는 해외

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문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중소기업들은 은행대출(혹은 민간대출)을 받아서 이익

이 낮아진 제조업 대신 부동산, 태양광기업 등 고위험군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된다. 

문제는 2011년 저장성 부동산 가격이 20~30% 하락한 데 있다. 원저우 

상업은행의 담보기준은 자산가치의 70%를 산정한 후, 실제 대출액은 다시 

담보액의 70%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가 100억 위안 부동산을 담보

로 제공할 경우, 49억 위안(담보액 70억 위안의 70%)의 대출이 집행된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치가 30% 하락할 경우 은행대출 허용액은 

34.3억 위안으로 줄어, 기업들은 상환요구를 받은 14.7억 위안을 사금융에서 

고금리로 융통하게 된 것이다. 2011년 상반기 원저우 민간대출 자금은 1100

억 위안으로, 이는 원저우 은행대출의 19%에 해당하는 규모 다. 인민은행

에 따르면, 이 시기 원저우 민간대출 증가율은 50%, 평균금리는 25%(年) 수

준이었다. 이 시기 원저우 민간대출 자금출처를 보면, 주민(20%), 실물경제

(30%), 중국 및 해외(40%), 은행대출(10%) 순이었고, 많은 자금은 은행대출

을 받은 중소기업에서 간접적으로 공급되었다. 이들 자금은 민간재대출

(40%), 생산경 (35%), 부동산(20%), 기타(5%) 순으로 투자되었다. 또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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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시 가정(혹 개인)의 89%, 기업의 56.67%가 직접적으로 민간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来佳飞, 2012: 18).

2) 구체 내용

2012년 3월 28일, 국무원은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총체방

안(浙江省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总体方案)’을 승인하 다. 이후 저

장성과 원저우시는 관련 시행세칙을 준비하 고, 동년 11월 23일에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실시방안(浙江省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
实施方案)’도 공포되었다. 이로써 중국 최초로 원저우시에 ‘금융종합개혁실

험구’가 탄생하게 된다. <표 4>는 12개항으로 분류된 ‘원저우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핵심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조직 탄생(2항), 지방금융

기구 개혁심화(5항), 지방자본시장 육성(7항) 등에 있다. 

‘원저우 방안’의 출범 배경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1980년대부터 시

도되어 온 원저우 금융개혁 경험의 누적, 둘째 200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추

진한 省 금융개혁 노력, 셋째 2010년 말 민간대출로 야기된 금융위기를 해결

하려는 중앙정부의 결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원저

우 방안’은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해결 방법을 모두 담고 있다. 먼저 기존 

막대한 규모의 사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지에 대한 해

결책이 제시되었다. 

첫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민간대출등기 서비스센터’ 설치이다. 여유

자금을 운용할 개인(기업)과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개인(기업)이 ‘센터’에 각

자의 정보(희망 금액과 금리)를 등록한다. 이후 쌍방은 이들의 거래를 매칭

시켜줄 중개기구를 선택하고, 중개기구는 수수료를 받고 공증, 자산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쌍방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3 둘째로 

 3. ‘동’ 센터는 2012년 4월 26일 개설됐고, 9월 28일 기준으로 총 1,375건(10.15억 위
안)의 자금정보가 등록되어 이중 294건(1.69억 위안)이 실제 계약되었다(금액기준 체
결율 16.7%). 담보물은 부동산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134건, 주식 3건, 

신용대출이 6건이었다. 평균 대출이율은 1.41%(月)인데, 이는 사금융 금리 3~4%(月)

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율은 인민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4배 이하로 규정
했다(今日早報,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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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금융기구(촌진은행, 소액대출회사, 농촌상호금융) 설립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농촌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지방금융기구 개혁심화(5항)는 민 소기업에 대해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탄탄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존 은행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현된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소규모 민 기업

이 자금을 융통하여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농촌합작금

융기구가 100만 위안 이하의 소액 농업관련대출 혹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센

터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방 자본시장 육성(7항) 역시, 원저우에 설립된 많은 민 기업에게 새로

운 파이낸싱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원저우 방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기업 ․ 금융재산권, 오염배출권, 물에 대한 권리, 이산화탄소 배출

권, 농촌토지승포권, 임업권 등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할 계획

이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주식 양수양도도 시범적으로 허용될 계획이어서, 

기업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채널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원저우 방안’은 금융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전문자산관리기구 육

성, 보험 서비스 역 확대, 사회신용시스템 개선, 지방금융 관리시스템 확립, 

금융리스크 종합관리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형금융시스템의 지속발전(2항)의 경우, 원저우시는 촌진은행 설립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촌진은행(村鎭銀行)은 2006년 12월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

위원회가 설립을 승인한 농촌지역 금융기관이다. 외국은행 ․ 산업 ․ 민간자본이 

농촌지역에 설립할 수 있으며, 현(縣)이나 시(市) 단위에 설립할 경우, 자본

금은 300만 위안 이상, 진(鎭) 및 향(鄕) 단위의 경우 100만 위안 이상이면 

된다. 반드시 출자금의 20% 이상은 기존 인허가 된 중국 내 은행업 금융기

구이어야 하며, 개인 출자지분은 10% 이하이다(邓燕云, 2012: 48-50).

주요 금융서비스 대상은 현지 3농(농촌 ․ 농민 ․ 농업) 분야이다. 동일인 대

출비율은 자본금의 5% 이하이고, 설립지역에서만 여신이 가능하다. 대출금

리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0.9~4배 사이에서 책정할 수 있다. 2012년 7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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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민은행의 대출기준금리는 6% 으나, 저장성의 한 촌진은행(民泰村鎭

銀行) 금리를 보면 12%로 기준 금리의 2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3월에 중국 최초의 촌진은행 6곳이 탄생했으며, 2011년 5월 말 현

재 536개가 중국 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536개 촌진은행 총 자산은 

1492억 위안 규모이며, 이중 대출잔액은 870억 위안, 예금잔액은 1006억 위

안 규모이다. 

촌진은행의 설립근거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공포한 ‘사회주의 신

농촌지원을 위한 금융기구의 농촌지역 진입정책완화에 대한 약간의견(2006. 

12. 22)’이다. 이에 근거하여 촌진은행과 함께 농촌상호금융(農村資金互助

社), 소액대출회사(少額貸款公司) 등 3가지 형태의 신형금융기구가 쓰촨, 네

이멍구, 간쑤, 칭하이, 지린, 후베이등 여섯개 성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다. 

2007년 1월 22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촌진은행관리잠행규정’을 공

포하여, 촌진은행 설립 기준과 주주의 자격, 이사회 운 규정 등을 규정하게 

된다.  

신형농촌금융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낮은 진입

장벽의 설정으로 설립은 용이하게 하고, 엄격한 감독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 다. 필요 최소 자본금 규모를 줄여 설립을 용이하게 하되 

BIS비율을 8% 이상, 대손충당률 100% 이상의 준수 등을 요구하고, 탄력적

인 감독기준을 마련하 다. 

둘째, 설립된 해당 현(시)-향(진)지역에서만 업행위가 가능하며, 역외로

의 금융서비스제공은 금지된다. 이는 기존 농촌신용합작사가 농촌에서 수신

한 자금을 도시에 제공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소액대출회사는 

수신업무가 금지되고, 농촌상호금융은 회원에게만 여신업무를 제공하도록 제

한하 다. 

셋째, 출자분산 및 소액분산 대출원칙을 지킨다. 개인의 출자비율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비율은 촌진은행의 경우는 자본금의 

5% 이하, 소액대출회사는 10% 이하, 농촌상호금융은 15% 이하로 규정하

다. 

원저우시가 촌진은행을 중점 추진하려는 배경은 해당 지방기업에 대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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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안 주요 내용 실천 조치

민간융자의 
규범적 발전

<민간융자관리방법> 제정. 민간융자 등록
관리제도, 민간융자 모니터링 시스템 수
립

민간대출등기 서비스센터 설립
(*2012.4.26. 설치)
원저우 금리지수 개발

신형(新型) 
금융시스템의 
지속 발전

촌진은행, 소액대출회사, 농촌상호금융 
등 新형태 금융기구를 발기 ∙ 설립하거나 
지분참여(민간기업) 

신형금융기구, 2013년 50개사 목표. 
조건구비 소액대출회사는 촌진은행으
로 전환유도(3년계획)

전문자산관리
기구 발전

민간자금을 통해 법에 의거한 창업투자기
업, 주식투자기업, 관련 투자관리기관을 
설립

정부공모 주식투자펀드 총규모 30억 
위안. 민간자본의 산업자본화 유도. 
2013년 말 모든 縣, , 區에 민간
자본관리공사 설치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방안 모색

개인해외직접투자 시범지역을 연구하고 
투자 채널을 설립 탐색함

<원저우시 개인해외직접투자관 리방
법 및 실시세칙> 제정

지방금융기구 
개혁

국유 및 주식제은행의 ‘소기업신용대출전
문경 기관’ 설립유도. 리스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업무실시. 농촌합작금융기관 주
식제 개선 추진

외자은행지점 유치. 신탁회사 및 금
융리스회사, 소비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구 설립.
100만 위안 이하 소액농업대출센터 
설립(농촌합작금융기구)

금융 상품과 
서비스 발전 

혁신

소기업 ∙ 3농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발전
도모. 융자리스기업 발전지원, 세기업 
융자종합서비스센터 설치

3농과 세기업 대출지원, 신용공여
권한부여, 업적성과심사, 부실대출용
인율 등 정책혜택 부여

지방 자본시장 
육성발전

비상장기업 주식전환 및 기술 ∙ 문화 등 
지적재산권 거래를 전개.
지역재산권거래시장을 시범운 .

상장 통한 융자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양도를 시범적으로 추진. 2015년 말 
30개사 상장 계획

다양한 채권상 
품개발

세기업이 채권시장을 통해 융자를 받도
록 함. 전면적인 세기업 재담보 시스템
을 설립.

채권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중소 기업
사모채권을 시범화. 연간 채권발행액 
80억 위안 이상 목표

보험서비스 
확대

전문적인 시장과 산업군의 보험상품을 개
발 ∙ 서비스, 상업보험의 사회보장시스템 
설립 참여를 지원

보험상품개발, 기업연금과 책임보험 
발전. 보험자금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유도

사회신용시스
템 개선

政務 ∙ 商務 ∙ 사회성실과 사법의 公信설
립, 세기업 ∙ 농촌신용시스템 설립 추진, 
신용시장관리 ∙ 감독 강화

금융신용정보를 기초로 D/B 설립 추
진. 全사회 대상의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지방금융관리 
시스템확립

시스템 ∙ 지역적 리스크 예방, 금융업 종
합통계제도 수립, 조기예방시스템 강화.

자본운 과 관련된 기구를 관리 하고 
‘지방금융관리국’ 설립

금융리스크 
종합적관리방

안 확립

금융종합개혁 리스크 예방시스템을 설립, 
지방금융관리의 직무별책임권한을 명확히 
함 

지방금융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 고 
예방시스템을 구축

자료: 人民網(검색일: 2012. 1. 23)에서 공포된 정책 원문 및 공개자료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4>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실시방안

스크를 잘 파악하고 있어, 현지 국유상업은행보다 부실대출률을 낮출수 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9~2011년 3년간 중국은행업감독위원회는 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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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1027개, 소액대출회사 106개, 농촌상호금융 161개 등 ‘신형농촌금융기

구’ 1294개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제정했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기설립

된 신형농촌금융기구는 총 786개에 불과하여(목표달성율 60%), 이는 원래 

중국정부가 계획했던 설립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许一力, 

2012: 5).

2.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종합실험구 

　

1) 도입 배경

‘주강 방안’은 2012년 6월 27일자로 ‘총체방안’만 공포가 되었다. ‘주강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2008년 1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포한 ‘주강

삼각주지구 개혁발전규획강요(2008~2020)’에 기인한다. 동 ‘강요’는 2020년

까지 주강삼각주지구를 중진국 수준(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분야별 ․ 지역별 전략을 담고 있다. 

동 ‘강요’에서는 현대적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로 금융업을 제

시하 으며, 실제 목표로 ‘광둥 금융첨단기술서비스구’ 조성을 내세웠다. 또

한 노동집약형 산업에 매몰되어 있는 주강삼각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 ‘신형금융조직’을 건설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된 

바 있다. 도 ․ 농 통합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특색을 가진 신형금융기구(조직)

를 발전시켜, 농촌지역을 위주로 서비스하는 금융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

표도 제시되었다. 

경제체제 개혁목표 중 금융분야에서는 ‘주강 방안’에서 제시된 많은 정책

이 장기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우수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창업투자기금 

조성, 중소기업을 위한 파이낸싱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신용담보기금 조성, 

소액대출회사와 중소기업투자사 발전유도, 위안화 파생상품 거래허용, 위안

화 무역결제 확대 등이 있다. 즉 ‘주강 방안’의 출범 배경은 동 ‘강요’에서 

제시된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 정책화 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탄생한 것이라

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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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홍콩과 체결한 CEPA를 활용하

여 중국 홍콩간 금융 통합화를 ‘주강 방안’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배경

을 가지고 있다. 

2) 구체 내용

2012년 6월 27일,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민은행,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중앙부처는 두 번째 금융개혁종합실험구 방안

인, ‘광둥성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창신 종합실험구 총체방안(广东省建设珠

江三角洲金融改革创新综合试验区总体方案)’을 정식 공포하 다. 

‘주강방안’은 크게 주요 목표, 주요 임무 그리고 실천조치로 나누어져 있

다. 먼저 주요 목표를 보면 2015년까지 금융업을 광둥성 지주산업(자산 20

조 위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GRDP 중 금융업 점유비 8%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동 목표는 10% 이상이다. 

또한 이미 중국에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를 인접지역에 둔 지리환경을 십

분활용하여, 10년 내에 홍콩, 마카오, 광둥성 3지역 간 금융시스템 일체화(금

융IC카드 발행,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9개의 도시로 

구성된 주강삼각주 지역은 적지 않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

시 중심의 금융 일체화는 물론 농촌지역 금융혁신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주강삼각주 도시 지역내 계획을 보면, 홍콩과 체결한 CEPA를 활용

하여 광저우 난사(南沙)지역 내 리츠시장 조성 등을 통해 홍콩과 금융합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 중 하나는 광둥성 첨단공업단지에 입주한 비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거래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對기업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주강방안’이 함유하고 있는 중요 목표는 ‘위안화 국제

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주하이시 헝친(横琴)신구지역과 

선전시 치엔하이(前海)신구지역에 자본항목 자유화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는 자유롭게 송금 ․ 투자가 허용될 위안화 시장을 포함한 개방된 역외금융시

장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격을 갖춘 위 두 지역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홍콩에서 위안화 대출을 받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헝친지역은 마카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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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엔하이지역은 홍콩과 인접해 있다. 

이외에도 주강삼각주 각 주요도시들에게도 개별적인 개혁임무가 부여되었

는데, 먼저 포산시에는 광둥금융첨단기술서비스구가 설치될 계획이며, 중산

시에는 도농 금융서비스 일체화 작업이 착수될 예정이고, 마카오와 동관시에

서는 대만과의 금융협력 시범사업 착수될 계획이다. 

2011년 말 기준, 1억 505만 명 광둥성 인구 중 33.5%에 달하는 3,519만 

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주강방안’이 주강삼각주 9개 

도시에 치중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금융개혁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먼저 농업인구 비중이 75.4%에 달하는 메이저우시(인구 519만 명)에서는 

농촌금융개혁종합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둥성 동북단에 위치한 메이저우는 

광둥성 화교(객가인)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내륙에 위치하여 교통물

류망이 빈약해서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따라서 

광둥성 정부는 ‘주강방안’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3농을 위한 

신형농촌금융기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시범적으로 메이저우시에서 농촌

주택지사용권, 토지청부경 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험적으로 허용할 계획이

다. 농민용 주택사용권한인 농촌주택지사용권과 농사용 토지사용권에 해당되

는 토지청부경 권은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담보물권이 될 수 없다. 이를 시

범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이전에는 없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

이다. 이외에도 농촌신용사에 대한 개혁,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보

험의 확대, 농촌금융결제시스템 보강 등이 메이산시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광둥성 남단에 위치한 잔장시 역시 도농협력 금융개혁종합시험구 실험에 

착수하여, 3농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촌의 도시화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도농간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하는 등 관련 금융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다. 

2012년 5월말 기준, 광둥성 내 이미 설립된 촌진은행은 24개로 이들 은행

에는 모두 177개 민 기업이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총

액은 18.43억 위안규모이며, 전체 24개 촌진은행 자본금총액의 5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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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표

- 2015년까지 금융업을 광둥성 지주산업으로 육성(GRDP 중 점유비 
8% 이상, 2020년에는 10% 이상)

- 홍콩, 마카오, 광둥성 일체화 금융시스템 조성
- 주강삼각주 지역 금융 일체화 조성
- 농촌지역 금융혁신 달성

주요 
임무

주강삼각주 주요 
도시내 특성화된 
금융개혁종합실험

구 조성

- CEPA 체결을 활용하여 광저우 난사(南沙)지역 내 홍콩과 금융합
작 강화(부동산투자신탁 ∙ 리츠시장 조성) 

- 첨단공업단지 내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시장 진입허용
- 촌진은행, 소액대출회사 등 중소금융기구 설립촉진
- 주하이 헝친(横琴), 선전 치엔하이(前海)지역에 자본항목 자유화 

추진(개방된 위안화 ∙ 역외금융시장 조성)
- 포산시, 광둥금융첨단기술서비스구 설치
- 중산시, 도시-농촌 금융서비스 일체화 착수
- 마카오 및 동관시, 대만과 금융협력 시범사업 착수
- 광둥성-아세안 지역개발투자기금 조성 착수

메이저우시, 
농촌금융개혁종합

구 조성

- 3농 위한 신형농촌금융기구 설치 확대
- 농촌주택지사용권, 토지청부경 권 담보대출 실험
- 농촌신용사 개혁, 농업보험 확대, 농촌금융결제시스템 보강

잔장시, 도농협력 
금융개혁종합실험

구 실험 착수

- 3농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책 마련
- 농촌의 도시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
- 농업기업 상장 추진
- 도농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실천
조치

고위간부급 
지도 강화

- 광둥금융개혁발전업무 도소조 구성
- 관련 지원정책 마련 및 집행

통합관리 강화
- 8개 중앙부처와 광둥성 성정부 협력하에 지원 정책 제정
- 광둥 ∙ 홍콩 ∙ 마카오 금융협력 연석회의 개최 및 T/F팀 구성

관리감독 강화
- 통계, 모니터, 평가지표 시스템 구축
- 개혁실험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 시행
- 정기관리감독, 종합평가 시행(공무원 인사평가에 반 )

자료: 人民銀行(2012a: 1-11)에서 공포한 정책 원문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5> 광둥성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종합실험구 방안 내용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광둥성 농촌지역에서의 금융개혁은 원저우 지역보다

는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阳晓霞, 2012a: 107-109).

　

3. 취안저우 금융서비스 종합개혁실험구

　

1) 도입 배경

취안저우가 세번째 ‘금융종합개혁실험구’로 선정된 첫번째 배경은 민 경

제의 극대화이다. 다른 푸젠성 도시가 그렇듯이 취안저우도 민 기업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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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개혁개방 후 30년간 취안저우의 민 기업은 매년 30% 

이상 증가해 지금은 13만 개에 달하며, 이들 중 77개사가 상장됐다. 2011년 

말 기준 공업생산가치액 기준으로 사 기업은 29%, 외국투자기업은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 규모로 나누어 보면 소형기업 비중은 35% 수준이

다. 2차 및 3차 산업 내 민 기업은 2011년 말 취안저우 GRDP 증가분 중 

87.3%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발달한 민 기업들에게 보다 확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정부는 이

러한 계획을 ‘민 기업 2차창업기’라고 명명한 바 있다. 

복건상인은 가족 중심의 ‘패밀리 비즈니스’ 방식을 고집하 는데, 창업초

기 가족의 자본과 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회사를 창립하 다. 기업주식

은 유통시키지 않고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분배하 으며, CEO 역시 가장 

신임 받는 가족이 임용되었다. 규모는 당연히 중소형이 으며 제품도 단일화 

되었고, 반면 전문성은 높아갔다. 취안저우 상인들도 이러한 복건상인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수 많은 민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안저우는 1998

년 아시안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 취안저우 

13만 개 민 기업 중 은행대출을 받아 본 기업은 20%가 안 된다. 이는 이들 

기업이 건실하게 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권의 문턱이 이들 민 기

업에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시도가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때 나타난 바 있다. 취안저우 관할시인 진장시에서 20여 개 현지 대형기업들

이 출자하여 ‘항청소액대출담보공사’를 2008년에 설립하 다. 즉 비교적 자

금이 풍부하고 정규 은행권 거래가 가능한 현지 대형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중소형기업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윈-윈 모델’은 그후 푸젠성 전체로 파급되어, 2012년 말 현재 소액

대출회사는 모두 76개사가 설립되었으며, 그중 23개는 취안저우시에 위치하

고 있다. 이처럼 대형 및 중견 민 기업이 중소형 민 기업을 위해 금융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취안저우 방안’의 핵심 중 하

나이다.  

두번째 배경은 인접한 대만을 활용한 경제발전의 모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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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안저우 방안’은 국무원이 2011년 3월 승인한 ‘해협서안경제구발전규획’

에 근거하여, 동 ‘규획’의 집행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측면도 있다. 이는 

중국과 대만간 FTA인 ECF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

위원회가 수립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동 ‘규획’의 적용지역은 대만과 해안선

을 마주하고 있는 푸지엔성 전체와 원저우시 등 저장성 일부, 그리고 산터

우 ․ 메이저우 등 광둥성 일부, 우저우 ․ 상라오 등 강시성 일부를 포함하고 있

다. 총면적은 27만㎢에 달한다.  

취안저우는 대만과 직선거리로 200㎞ 떨어져 있다. 취안저우는 지역적 특

성을 살려 홍콩과 마카오, 대만 자금을 지역내 금융사와 민 기업에 연결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129개 국가(지역)에 진출한 취안저우 

출신 화교가 760만여 명에 달한다. 대만과 화교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2

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안저우시는 이들 자금이 각종 금융

기구 설립에 활용되는 한편, 민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구체 내용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서비스 실체경제종합개혁실험구 총체방안(福建省

泉州市金融服务实体经济综合改革试验区总体方案)’은 본고에서 다루는 3개 

방안 중 가장 늦은 2012년 12월 21일에 공포되었다. 

먼저 ‘취안저우 방안’의 목표를 보면 2017년까지 취안저우에 비교적 완전

한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소형기업 융자문제 해결에도 중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임무는 <표 6>에서 보이는 것처럼 8개로 나뉘어 제시하고 있다. 이

들 8가지임무는 보다 완전한 금융시스템 구축, 민간 및 농촌 금융서비스 강

화, 대만 ․ 홍콩과 금융협력 강화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만과 인접한 관계로, 취안저우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은 2133개이며, 이

들은 총 공업생산액 중 49%(2011년 말)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분

야의 대만과의 협력을 금융분야로까지 확대시키려는 것이 ‘취안저우 방안’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2010년에 체결된 ECFA 효과파급 위해 대만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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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표
- 2017년까지 취안저우에 비교적 완전한 금융시스템, 금융시장 조

성
- 소형기업 융자문제 해결

주요 
임무

다원화 된 
금융조직체계 

구축

- 은행, 증권, 보험업의 지점, 지역본부 설치 유도
- 촌진은행, 금융리스사, 재무공사, 신탁공사 설치
- ‘취안저우상업은행’ 신설 추진(泉商銀行)

소형기업 및 민  
은행 지원강화

- 소형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 및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시스템 구축

농촌 금융서비스 
강화

- 농촌신용사 개혁 심화(농촌상업은행으로 전환)
- 촌진은행 설치 확대, 농업보험 개시

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와   
금융협력 강화

- ECFA 효과파급 위해 대만금융기구 적극 유치
- 대만과 산업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조성
- 역내 기업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추진

민간융자 규범화 
발전

- 민간자본의 신형농촌금융기구 출자(투자) 유도
- 석유화학, 피혁, 방직, 의류업 투자기금 조성착수
- <민간융자관리방법> 제정

직접융자규모 
확대

- 조건 갖춘 기업 상장, 회사채 발행, 파이낸싱 지원
- 재산권(기술, 오염배출, 브랜드) 교역시장 조성

보험서비스 수준 
제고

- 민 기업에 대한 책임 ∙ 재산 ∙ 신용보증보험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 위한 소액대출 보증보험 실시

금융리스크 예방 
시스템 강화

- 신용감독, 평가 시스템 구축
- <금융긴급대비관리방법> 제정, 모니터링 체제 구축

실천
조치

고위 간부급 
지도강화

- 푸젠성 차원의 T/F팀 구성후 책임감독

협조 강화
- 개혁조치 후 문제 발생시, 중앙정부, 푸젠성, 취안저우 간 협조 시

스템 구축

정책집행력 강화
- 법에 의거, 동 ‘방안’ 실천위한 정책, 행정지침 마련
- 성정부는 금융서비스실험구 건설위한 재정지원금 조성

자료: 人民銀行(2012b: 1-5)에서 공포한 정책 원문 참고하여 저자 구성.

<표 6> 취안저우 금융서비스 실체경제 종합개혁실험구 방안 내용

구를 적극 유치하며, 대만금융기구과 산업 ․ 창업투자기금 등을 조성할 계획

이다. 또한 지역내 기업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을 추진하여, 홍콩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안저우의 도시화율은 59.3%로 푸젠성의 5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

다. 그러나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 인프라는 미흡하다. ‘취

안저우 방안’은 농촌신용사 개혁을 추진하여, 조건을 갖춘 곳부터 농촌상업

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촌진은행, 소액대출공사, 농촌상호금용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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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금융기구의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2012년 내 2곳 이상의 외자계 은행과 1곳 주식제 은행의 지점 설치

를 추진하고, 230개의 각급 금융기구(ATM기 840개) 지점 ․ 분점 신설을 추

진할 계획이다. 주로 중소형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취안저우시 최초 

주식제 상업은행이 될 ‘泉商銀行’을 창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까지는 취

안저우 내 106개 진(鎭)에 1개 이상 촌진은행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8개 

직할구 및 관할시 중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 1~2개의 소액대출회사 설립

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안저우 시 중점 육성산업은 석유화학, 피혁, 방직, 의류업 등인데, 이들 

산업을 위한 투자기금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융자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이

들 산업군 내에서 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

다. 

　

IV.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

1. 정책 특성

3대 ‘방안’의 특징 중 하나는 각각 지역별 유형별로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광둥성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

강삼각주와 단일 시로 구성된 원저우 및 취안저우는 경제규모 면에서 전자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 또한 주강삼각주는 도시화율이 83%에 달한데 비해, 

원저우와 취안저우는 60% 이내이다. 소득 수준 역시 주강삼각주는 이미 중

진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GDP 1만 달러를 초과하 으나, 원저

우는 6,500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3대 ‘방안’은 원칙에서 유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항목

에 들어가면 농촌금융개혁, 사금융의 양성화, 도시금융의 국제화 수준 제고 

등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뉘어 있다. 

‘원저우 방안’의 경우, 민간대출이 기존의 혈연, 지연, 업연(業緣. 동종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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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에 의거한 무담보 신용방식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고려하 다. 인

민은행에 따르면 2005년 원저우 민간대출 중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은 90%

에 달했으나, 2007년 87%, 2008년 82%, 2009년 72%, 2010년 74% 수준으

로 점차 하락하 다. 또한 2005년에 대출 근저당 담보율은 11% 내외 으나, 

2010년 말에는 17%로 제고되었다(史小坤, 2012: 17-19). 역설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비정형화되었던 전통적인 원저우 민간대출이 점차 정규화 될 수 있는 

환경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각 ‘방안’은 담

고 있다.4

2. 금융 개혁에 긍정적 요인

‘총체방안’과 그에 따른 ‘실시방안’을 마련한 ‘원저우 방안’을 기준으로 보

면, 개혁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선행선시(先行先試)’ 권한을 부여 받은 지역

답게, 적극적으로 ‘실시방안’ 출범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선행

선시’ 원칙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하여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이를 추후에 중앙

정부에 보고하고 추인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다. 

실제로 원저우시 정부는 ‘총체방안(2012. 3. 28)’이 공포된지 한 달도 않

된 2012년 4월 26일, 민간대출등록 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업을 시작했으

며, 같은 해 6월 19일에는 원저우의 첫 소형기업도시상업합작사 설립 준비위

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또한 2012년 7월 24일, 장난밸브유한공사는 원저우

시 최초로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모채권을 발행했다(阳晓霞, 2012b: 58-59). 

또한 저장성 성정부는 중국 최초로 소액대출회사의 관리감독을 규정한 ‘저장

 4. 2011년 8월 말, 원저우에서 발생한 민간대출 분규는 전년동기비 25.7% 증가했고, 50

여억 위안에 이른다. 2011년 중국 민간대출 분쟁건수는 60여 만 건인데, 원저우에서 
일어난 분쟁은 1.2만 건에 달하며, 이는 2007년대비 4.2배 증가한 것이다. <중국민간
대출분석>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중국 민간대출 총액은 3조 8천억 위안으로 추정
되며, 이는 전년동기비 38% 증가한 것이고 동 기간 은행 대출잔액의 7%에 해당된
다. 2011년 원저우 민간대출잔액 1100억 위안은 중국전체 민간대출의 3% 수준이다
(李慧洋, 2012: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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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액대출공사 융자감독관리잠행방법’을 2012년 2월 8일에 공포하여, 소

액대출공사에 대한 규범화된 관리감독을 시작했다. 이처럼 저장성과 원저우

시 정부가 이미 실행한 여러 정책조치들은 ‘총체방안’ 공포 8달 후인 2012년 

11월 23일에 ‘실시방안’ 안에 모두 실시세칙으로 포함되어 공포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저우의 사례를 보면, 주강삼각주, 취안저우 두 지역 역시 빠

른 속도로 기존 ‘총체 방안’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개혁 조치들이 먼저 시행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금융개혁실험구의 ‘실험’은 그 결과에 따라 중국전

체 금융개혁을 빠르게 유발하게 될 것이다.    

3. 금융 개혁의 한계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3대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에도 몇 가지 한계점

이 발견된다. 

첫째, 동 ‘방안’에는 금리자유화와 예금보험제도(예금보장제도)에 대한 언

급이 없다. 이는 완전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다. 비록 두 제

도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저우 

지역의 경우, 시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南方日報, 2012/07/ 

04). 만일 금리자유화가 시행된다면 은행의 독점을 막고 경쟁이 촉진되어 금

융 서비스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원저우와 타 지역간 금리가 불일치

하여 전국의 자금이 원저우에 밀려와 혼란을 야기 할 수도 있다. 

또한 3대 ‘방안’에 따라서 민 자본이 금융기구에 참여한 후, 자금 조달비

용이 상승하고 금리차가 축소되며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금융기구의 파산 리

스크도 상존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아직도 중국 내 마련되지 못한 ‘은행

예금보험제도’를 확립해야한다. 즉 금리를 자유화하기 전에 예금보험제도를 

확립하여 2009년 초안 작업후 방치되어 있는 ‘은행업금융기구파산조례’를 제

정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가 만약 소형 금융기구에만 적용된다면, 이는 오

히려 이들 금융기구의 파산 위험성만 증폭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둘째, 관련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 소액대출회사가 촌진은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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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저우 방안’ 제2조항을 보면, ‘전환’을 위해 

어떤 조건이 부합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은행업 금융기관 

발기인과 관련된 엄격한 조건 때문에 촌진은행 합법화 3년(2011년 말 기준) 

이래 소액대출회사가 촌진은행으로 전환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또한 

촌진 대출규모가 작고, 리스크는 크고 부실률이 높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정부는 일찍이 지역마다 농촌에 설립된 농업은행이 농민을 대상

으로 금융서비스를 위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들 농업은행 지점들의 문제

점은 업지역들이 사실상 농촌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5

게다가 저축을 유도할 금리면에서 우위가 없으므로, 소액대출회사의 촌진

은행으로의 전환 의지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원저우시 소액대출회사는 민

기업이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촌진은행으로 전환후 필수요건인 대출전 심사

와 대출후 리스크 추적 플랫폼 모두 경쟁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기존 은행 금융기구와의 합작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대주주의 경 권

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향후 마련될 관련 법제도에 따라 소액대

출회사가 촌진은행으로 전환된다면, 인민은행,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등으로

부터 은행자본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 소액대출회사가 

보유했던 경 자유권와 유연성이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  

촌진은행의 설립근거는 2007년 1월에 은감위에서 제정된 ‘촌진은행관리잠

행규정’이다. 중국민주건국회중앙부주석 구성주(辜勝阻)는 이와 관련, 동 ‘규

정’을 수정하여, 설립시 반드시 1개 이상의 은행업 금융기구가 주주로 참여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何晶, 2012: 28-29). 

 5. 2011년 말 기준, 전국 소액대출회사는 4,282곳으로 대출잔액은 3,915억 위안 수준이
다. 2011년 누계신규대출은 1,935억 위안이다. 2011년말, 저장성의 소액대출회사는 
183개로 등록자본금은 379억 위안, 대출총액은 1826억 위안, 대출고객 10만 명 수준
이다. 고객중 농민, 개체호, 중소기업 비중은 약 60%이다(證券日報,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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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지금까지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과 그 배경을 살펴본 결과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 정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포되었고, 제정시 일부 ‘방안’은 단

기적인 목적을 가지기도 하 으나, 집행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 전체 금융개

혁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 금융개혁의 3대 목표로 자본항목의 자유화, 위안화의 국제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매년 점진적인 개혁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원저우의 개인해외투자허용, 금리자유화 

등)되고 있음을 본고에서 파악하 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중국전체의 금

융개혁에 향을 미칠 전망이다. 

둘째, 동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하향식(top down)보다는 지

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의 상향식(bottom up) 제도화가 구축될 전망이다. 앞

서 살핀 것처럼 소액대출회사의 촌진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소액대출회

사 대주주 던 민간기업들이 경 권을 유지한 채 촌진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

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종합개혁실험구’ 방안에서 동 ‘전

환’이 중요 목표로 제시된 바, 1980년대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에서

만 개혁조치를 허용했듯이, 지방 법규로 동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

성이 커 보인다. 즉 상향식 제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셋째, 동 정책은 저장성 원저우를 제외하면 1980년대 개혁개방이 먼저 시

작되었던 광둥성(주강삼각주), 푸젠성(취안저우) 같은 동남연해 지역에서 착

수되었다. 따라서 기존 개혁개방 정책의 틀, 즉 ‘엄격히 제한된 역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 부여’라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와 지

금의 중국경제가 다른 점은 동 정책이 다루는 ‘금융’은 이전의 경제특구처럼 

제한된 역 내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법으로 중국 주식시장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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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는 ‘핫머니(투기성 국제단기자금)’에서 보듯이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 따

라서 외형상 2개의 도시와 1개의 권역에서 제한적인 실험으로 보일 지라도, 

동 정책은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정책적 실험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

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까지 분석에 근거하면, 우리 기업들은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 전

개와 맞물려 다음과 같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국 농촌금융시장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촌진은행에 대한 외자계 은행의 투자사례를 보면, HSBC,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시티뱅크 등이 이미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보다는 현지 중

대형 국유기업과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했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네

이멍구 허린거얼현에 촌진은행을 설립하 는데, 이는 이곳에 위치한 낙농업

체 멍니우와 거래를 위해서이다. HSBC가 베이징 미윈에 설립한 촌진은행

(北京密云匯丰村鎭銀行)도 경제개발구에 있는 이리, 타이즈나이, 진마이랑, 

한국만도 등과 거래하고 있다. 반면, HSBC가 2007년 12월, 후베이 수이저

우시에 중국 최초로 설립한 외자촌진은행(湖北隨州曾都匯丰村鎭銀行)의 경

우, 초기에는 대형기업을 주거래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농민과 향진기업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동 HSBC촌진은행의 예금잔액은 

2.11억 위안, 대출잔액은 1.34억 위안 규모이며, 대출액은 주로 양식업, 농산

품 가공업, 관계수로 건설개조, 농촌소형백화점 등에 대출된 것이다(江成会 

외, 2010: 18-19). 따라서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도 ‘금융종합개

혁실험구’가 설치된 3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농촌 신시장을 개척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개인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준비해야 한다. ‘원저우 방안’의 제4

항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 2011년 1월에 원저우시 

정부가 추진하려던 ‘원저우시 개인해외직접투자시험방안’은 국가외환관리국

이 이의를 제기하여 실시가 유보된 상태이나, ‘금융종합개혁실험구’의 특성

상 조만간 관련규정이 재정비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금융

종합개혁실험구’ 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로 개인해외투자가 허용될 전망

이다. 현재 한국에는 인천 ․ 부산진해 ․ 광양만권 ․ 황해 ․ 대구경북 ․ 새만금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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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등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어 해외기업과 투자를 유

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실험구’의 관련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셋째,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자본항목 자유화가 가장 먼저 이

루어질 이들 ‘실험구’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

제화 혹은 기축통화로의 부상은 자본항목 자유화, 자유로운 국제금융시장 조

성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주강 방안’은 이러한 선결조치가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헝친지구와 치엔하이지구에서 시작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 지역 내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외환의 보유 ․ 유통과 투자가 

점차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상장, 위안

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금융종합

개혁실험구’ 정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첫 번째 ‘원저우 방안’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수행되었기에,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균형적인 사례 연구

를 수행하는데 불가피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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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sessment of China’s Pilot Financial Reform 

Zone Policy

Dong-Ha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na Area and Commerc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year of 2012 the Chinese government has executed ‘Pilot Financial Reform 

Zone (PFRZ)’ policy targeting two cities and one area such as Wenzhou in Zhejiang 

province, Quanzhou in Fujian province and Pearl River Delta in Guangdong 

provi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PFRZ’ of China which is 

recently becoming more concrete. The paper investigated the overview of two cities 

and one area of its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olicy. The paper also focused on recent financial crisis in Wenzhou-city that 

caused huge amount of illegal loan.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financial reform in 

Chinese rural area. 

Through the policy implementation, central government tried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two cities and one area. In the cities of 

Wenzhou and Quanzhou, private sector performed major role since mid-80s which 

hard to find bank lending channel. The policy of ‘PFRZ’ was focused to create new 

financing platform for private enterprise. And for the Pearl River Delta where close 

to Hongkong, the policy will provide financial platform which help to 

internationalize Chinese Yu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FRZ’ the paper examined how such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financial development policy should influences in China. Also, the 

paper investigated the limitations of the policy. 

In conclusion, the paper tried to forecas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drew 

some suggestions for Korean companies which are operating in China. First, the 

policy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for speedy way by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ful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s of China. Second, they need to build institutional 

framework at the financial sector for lead to success. Third, the policy can provide 

more options to Korean banks in China which need more diversification in busin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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