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복영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BBP03

□ 중국은 산업발전과 경제규모 확대 등 실물부문에서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향후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와 외환보유고의 누적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이용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무역 등 실물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외환 등 국제금융거래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홍콩이나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

고 있으며, 아시아역내금융시장 및 지역협력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비중을 근거로 IMF의 지분확대 등 global 
financial governance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 금융이 안고 있는 제약요인, 즉 금융억

압에 따른 금융업의 후진성, 부실채권의 누적, 외환 및 자본거래의 제한 등으로 

인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이 필요함.

국제금융체제에서 중국의 위상변화와 시사점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과제명: 중국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연구자(년도): 지만수(2003).
-연구목적: 중국 금융기관의 부

실화 현황 및 원인 분석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개

- 중국 은행의 부실화 문제와 원

인 분석

-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분석

2

-과제명: 中国の人民元国際化に
向けた動きに関する調査
-연구자(년도):野村資本市場研
究所 (2009)
-연구목적: 위안화국제화 현황 

및 전망

-문헌연구 - 위안화 국제화의 최근 동향 정

리

-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전망

3

-과제명: 『The future of 
China's Exchange Rate Polic
y』
-연구자(년도): PIIE(2009)
-연구목적: 중국의 환율정책의 

배경과 국제적 영향 분석

-문헌연구

-통계분석

- 중국의 환율정책이 글로벌불균

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불
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중국의 금융억압이 중국 금융

기관의 발전과 수익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주장

양식 
EBBP05

본 연구

- 중국의 국제금융시장의 위상 

평가 및 전망

- 문헌연구

- 전문가 인터뷰

- 통계분석

-- 중국의 국제금융거래 증가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

석

- 국제금융체제의 중국 위상강화

의 제약요인 검토

- 중국의 성장이 국제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전망

- 우리의 정책대응 방향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1. 머리말

2.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전망

 - 외환거래 및 해외투자에서의 위상

 



 - 중국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 중국 영향력 확대의 제약요인

 - 전망 및 시사점

3.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 위안화 국제화 현황

 -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과 전망

 - 국제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4. 역내금융에서의 위상 변화와 전망

 - 중국내 국제금융중심지의 성장 가능성

 - 지역금융협력에서의 중국 위상 변화와 전망

 - 대응방안

5. 중국 요인의 국내경제 영향과 대응

 - 위안화 환율변동의 경제적 영향

 - 중국 포트폴리오투자 확대의 영향

 - 시사점과 대응방안

 
6. 결론

 - 국제금융측면에서의 중국 성장의 제약요인

 - 국제금융질서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시사점과 정책적 대응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실증분석

□ 국내 전문가 세미나, 해외 전문기관 방문

 ◦ 연구추진일정 

  - 연추심:  2월 25일 



  - 연중심:  7월 25일

  - 연결심: 10월 15일  

 ◦ 관련부처
양식 

EBBP0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3 GOVI002 활기찬 시장경제 GOVI5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양식 

EBBP10

  - 중국의 국내채권시장 투자확대,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결제통화의 변경, 역내금

융협력에서의 중국의 위상변화, 중국금융기관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 중국내 

국제금융중심지의 성장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할 수 있으며, 이로

부터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1.1.1 종료일 2011.12.31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