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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양안(两岸)간 금융업 교류 방법 공표
대만 금융관리기관은 16일 저녁 대만지역과 중국지역의 금융, 증권선물, 보험 등 3가지 항목의 교류 및 투자 허가관리 방법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만측이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기구의 파견 사무소를 대만
에 설치하고, 대만 금융시장에 중국 금융기관이 영업 및 참여를 하는 것이 양안간의 금융 교류 방안이라고 정식 제안했다. 또한, 대
만관리기구 웹사이트에서는 양안(两岸) 에 각각 은행 지점을 설치하고, 투자관리 규정을 세우며, 대만금융기관의 양안 신용카드 발
급, 증권선물 외에도 중국 증권 선물업이 대만에 파견 사무소를 설치하여 투자관리 하는 사항이 추가 되었다. 보험업의 경우, 대만
보험업 협조로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 보험업에 대한 주식투자 및 중국 보험업이 대만으로 진출하여 파견 사무소를 설립
하고 각종 주식투자 관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 초안에 추가되었다. 이번 대만측의 발표로 향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만 금융시
장이 점차 개방될 것이며 양국간의 금융교류에 큰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主要头条新闻 (China Headline News)

2010.03.17

原材料期货市场
상품명

종가

1일(%)

1월(%)

원유
WTI($/bbl)

81.7

2.38

6.09

금선물
($/troy oz)

1,122.5

1.98

0.67

구리선물
(cents/lb)

7,301

-2.63

8.37

알루미늄
(cents/lb)

2,245.5

-1.23

8.37

<上海指數 3,050pt (▲1.93%)>

■ 중국인민은행이 16일 금융, 기업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2분기 금융시장 예측 발표한 의하면 금융
가 응답자의 51.7%가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저축성 예금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 대답했고, 80%
이상이 전분기보다 높은 저축과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0.03.17 신화통신)
■ 세계은행, 중국이 통화 긴축정책과 위안화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세계은행은 2010년 중국의 GDP를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CPI를 3.7%, 내년
은 2.8%로 완만해진다고 예측. (2010.03.17 중국신문망)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올해 1-2월의 개공과 시공 항목 상황을 밝힘. 통계에 따르면
신축 사업 계획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5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라고 전함. 발개위는
1-2월 전국 신축 사업이 18,462개로 전년 동기대비 71개 감소했다고 나타났으며 시공 사업은
92,870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74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10.03.17 전경망)
■ 국제결제은행(BIS)는 2월 인민폐 실질유효 환율지수는 118.41로 4.09% 상승했다고 발표. 또, 2월
달러지수는 79.49에서 80.35로 1.08% 올랐으며 달러 대비 인민폐의 명목환율이 안정적인데 비해
달러지수 반등요인으로 인민폐 실질 유효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 (2010.03.17 중국증권보)
■ 공업정보화부의 리이중(李毅中) 부장,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과 중복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
며 에너지 소모와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전함.
(2010.03.17 상해증권보)
■ 상무부 야오지엔(姚堅) 대변인, 중국의 무역 흑자는 위안화 절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으
며 향후 국내 무역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리고 고급제품 수입 제한폭을 감소시키겠
다고 전함. (2010.03.17 중국증권보)
■ 상무부 야오지엔(姚堅)은 상무부가 올해 선진기술 설비 및 핵심부품 확대, 주요 부품과 국내의 취
약한 물자 수입, 지역 협력 강화 등의 5가지 조치를 통해 수입 안정을 할 것이라고 밝힘.
(2010.03.17 상해증권보)
■ 공업정보화부, 농업부, 공안부, 국가공상총국 등을 포함한 국가 주요 6개 부서는 <<2010년 농자
재 위조품 제조 판매 단속 및 감독 업무 요점>>을 통지. (2010.03.17 공업정보화부)
■ 상하이를 시작으로 화동지역의 토지 감찰이 시작됨. 3월 10일~4월 3일 국토감찰 상하이국은 4개
감찰조를 조직하여 주변 4개 도시의 토지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 특히 농지의 전환과 토지세 징
수등에 관련된 조사가 실시될 예정. (2010.03.17 상해증권보)
■ 중국 A주 증권계좌수 사상 최대 1억4천만개 돌파, 실질 유통 계좌수 역시 1억2천만계 이상으로
추정 됨. (2010.03.17 상해증권보)

金融市场 (Financial Market)
<深川指數 12,234pt (▲ 2.39%)>

■ 증권시장
· 상하이종합지수 : 종가 3,050pt, 등락 +57.64pt (▲ 1.93%), 총거래액 1,068억위안
· 션전거래지수 : 종가 12,234pt , 등락 +285.01pt (▲ 2.39%), 총거래액 739억위안
■ 전일 증시동향
· 상하이, 션전 두시장 모두 미국발 금리 동결 소식 등에 투자심리가 호전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
는 사흘만에 3,000를 탈환하였고, 션전거래지수는 2.39%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 산업별로 UnionPAy(银联)의 휴대폰결제가 시범운용됨에 따라 관련 3G, IT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
였고, 평안보험(+5.3%) 등 보험주가 3.68% 상승하며 상승장을 주도함
■ 환율시장
· 원/달러 : 종가 1,1326 (▼0.19%)
· 위안/달러 : 종가 6.8259 (▲ 0.00%), 위안/원화 : 165.31

1

China Economic Brief Daily

中国经济晨报
主要产业信息
자동차 / 철강

석유화학

의류 / 방직

금융

부동산

2010年03月18日

(Industry News)

· 쟝화이그룹은(江淮汽车集团)은 베이징에서 자사의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 쟝화이그룹의 2010년
판매 목표는 50만대이며,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40만대에서 2015년에 1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2010.03.17 해방일보)
· 창청자동차(长城汽车)는 향후 5년간 30억 위안을 R&D에 투자해 2015년까지 생산능력을 매년 30만
대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010.03.17 해방일보)
· 중국 철강공업협회는 국제 철광석 생산업체의 철광석 생산업체의 80~90% 가격 인상에 대해 유럽
철강공업연맹과 같은 뜻으로 가격인상을 반대한다고 전함. (2010.03.17 재화사)
· 달러의 약세 및 미국 연방준비국의 지속적인 저금리 유지로 인해 16일 국제유가는 큰 폭의 상승세
기록. (2010.03.17 신화망)
·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배럴당 78~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 경에 정제유 가
격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 대두. 조정폭은 톤당 200위안으로 예상. (2010.03.17 매일경제신문)
· CNPC(中石油), CPCC(中石化), 상하이에서 판매하던 93호 휘발유 가격을 정제유관련 국가 규정 최고
한도인 리터당 6.16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0.15위안을 인상 결정. (2010.03.17 인민망)
· 2월 중국 목화 수입이 대폭 증가. 총 30.14만 톤 수입하며 누적 대비 39% 증가. 전년동기 대비로는
286.4% 증가한 수치. 가격은 5.12억 달러에 달해 22.5% 증가. (2010.03.17 전국방직망)
· 2009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방직품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총 317.59억 달러로 전
년 동기대비 0.52%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 (2010.03.17 중국방직망)
· 발개위: 1월 국내 목화 시장은 안정적. 국제 시장가 또한 큰 폭으로 감소. 목화 수입이 증가하고 방직
수출은 지속적으로 회복 중. (2010.03.17 중국방직망)
· 아르헨티나 반덤핑 조사에 의하면 제품 중 4분의 1이 중국 제품에 해당. (2010.03.17 중국방직정보망)
· 중국등기결산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 A주 신설 계좌수는 지난주 대비 5.08% 증가한 35만 1,300
여개로 집계되며 최근 3개월 내 최고치 기록, 이로써 A주 총 계좌수는 1억 4,000만개 돌파.
(2010.03.17 신화망)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保监会)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3.14%가 증가
한 1,642억 9,800억 위안으로 집계 됨. (2010.03.17 제일재경일보)
· 3월 선보름 기준, 베이징의 종전주택 거래량이 10,000채에 달함. (2010.03.17 중국경제망)
· 70개 도시의 주택용지 공급량의 확대로 지가 소폭의 하락세 시현. (2010.03.17 중국경제망)
· 지난 주 선전(深圳) 분양주택의 거래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시현. 거래 평균가는 1㎡당
20,771위안에 달함. (2010.03.17 중국신문망)
· 베이징, 3월 선보름 기준 토지 매매수익 350억 위안 기록. 이는 2009년 한 해의 토지 매매수익의
50%를 상회하는 수준. (2010.03.17 신경보)
· 국자위(国资委), 4조 위안 중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조금의 자금도 없다고 거듭 표명.
(2010.03.17 신경보)

Compliance Note
본 자료는 FUDAN대학교 중국경제 연구회 FUVIC의 중국경제 연구활동 중 배표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단체의 허락 없는 사용이나 배포를 금지합니다.
FUDAN대학교 중국경제 연구회 FUVIC
www.fuvic.org
팀장: 박석중(magictgsl@gmail.com)
팀원: 김보람, 이왕재, 김도희, 정하늘 , 방영일
*고문 : 강신우, 전병서님

FUVIC
Fudan University China Economy community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