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CONTACT ─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중국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 및 시행-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안을 2019. 9. 30. 자로 공포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하였
습니다.

중국 변호사 장봉학
T:+86.10.8478.5377
E:fenghe.zhang
@leeko.com
약력보기 >

1. 외국계 은행의 투자자 요건에 대한 제한 완화
종래의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구법”) 하에서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 형
태의 은행(이하 “현지법인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지점 형태의 은행(이하 “지점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
상일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사 강윤아
T:+86.10.8478.5376
E:yuna.kang
@leeko.com
약력보기 >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신법”)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
에 대한 위의 요건을 취소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외국계 은행이 중국으로 진출할 길이
열렸습니다(신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2. 외자은행의 설립 형태에 대한 제한 완화
구법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형 외자은행과 지점형 외자은행을 동시
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중
국에서 이 두가지 형태의 외자은행을 동시에 설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
습니다(신법 제25조).

3. 외자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완화
구법에서는 외자은행이 중국 내에서 “정부채권의 발행과 인수업무의 대행, 정부채권
의 간접발행”과 “수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이러
한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법 제29조 및 제31조).
한편, 구법에서는 지점형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위안화 수신업
무의 범위를 건당 100만 위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제한하였으나, 신법에서는 그 최
소금액한도를 건당 위안화 50만 위엔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신법 제31조).
또한, 구법에서는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위안화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
건을 갖추어 중국의 은행업 주무부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였으나, 신법
에서는 이러한 허가 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신법 제34조).

4. 지점형 외자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완화
구법에서는 지점형 외자은행의 운영자금의 30%를 중국의 은행업 주무부서에서 지정
한 수익성자산(生息资产)의 형식으로 보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신법에
서는 중국의 은행업 주무부서에서 향후 위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포할 것이라는 선
언적 취지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요건을 보다 완화시켰습니다(신법 제44조).
한편, 구법에서는 지점형 외자은행의 위안화 자기자본비율(운영자금 및 준비금의 합
계 중 위안화 부분과 위험자산 중 위안화 부분의 비율)이 8%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
나, 신법에서는 해당 외국계 은행이 모국과 중국의 감독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
자본비율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그 중국 내 지점은 위 8%의 위안화 자기자본비
율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법 제45조).

5. 시사점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대부분 중국에 진출한 상황이므로 이번의 법개정으로 인
하여 한국계 은행의 중국으로의 진출이 증가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개정법에서
는 재중 외자은행들의 업무범위와 건전성 감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재중 한국계 은행들의 중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는 데에는 긍정적
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
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