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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의 상장기업 내에 존재하는 국유주(国有股)라는 개념은 중국이라는 특수
한 국가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기존의 국
유기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상장을 통하여 일부 지분에
대해 제한적인 유통을 허용하는 구조이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중국 내 대
부분의 상장기업들은 먼저 초기의 국영기업형태인 유한책임공사로부터 출발하
여 주식회사제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다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증시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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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게 되며 상장과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법인)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은 자사의 자산평가를 진행 한 후, 상
장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일정 비율의 발행주식수를 계산한 후 일반투자자를 대
상으로 프리미엄 발행하는 형식이다. 기존 국유기업들은 상장되었지만 기존의
국유지분(국유주 및 법인주)에 한해서는 증시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장되어진 기업의 주식은 자연스럽게 유통가능 부분(유통주)과 유통이 불가능
한 부분(국유주와 법인주)으로 나뉘게 된다. 물론 국유주와 법인주라는 부분이
완전히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거래 방식이 장외 협의양
도(OTC거래)이며, 가격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보다 훨씬 낮으며 일
반적으로 주당순자산 가치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를 유통이라는 범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동일한 기업의 지분들이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으로 나뉘어진 현실은
시장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관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초미의 관심사인 중국금융시장의 국제시장으로
의 연착륙에도 분명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2년 2월말 현재 심천, 상해 시장의 상장사는 1,161개에 달하며 총주식수는
4,859억 주이며 이 중 유통주의 비율1)은 1,492억 주를 차지한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유통주식의 시가총액은 13,278억 위엔으로 총시가총액 40,283억위엔
대비 33%를 점유한다. 현재 상장기업 내 비유통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총발행주식의 70%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한국으로 치면 기관의 보호예수물량이
70%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중국정부로서는 최소한도로 증권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기존 국유지분에
대해 민영화를 진행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및 경쟁력 강화라는 당
면과제를 진행해가야만 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과제에 봉착해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현대기업제도의 확립 방해 및 자본의 효과적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의 단점을 논외하더라도 국유주가 유통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상장기업의
1) 중국 상장회사의 비유통주식은 국유주, 법인주, 전배주, 우리사주와 회사경영층이 보유한 주식으로 나
눌 수 있다. 그 중 전배주와 우리사주는 이미 점진적으로 장외거래가 되고 있으며 양적증가에 큰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진 소유의 주식 역시 임기 내에는 양도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전배주, 우리사주와 회사경영층의 비유통주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주는 발기법인주로 사실상 이 역시 국유주로 함께 구분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상장기업의 국유지분은 국유주와 법인주(이하 통칭하여 국유주라 함)를 일컫는 것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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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책임을 논하는 주인 및 경영자가 될 수가 없다 즉, 21세기 중국 증권시
장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유통주식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
이다.

2. 상장기업에서의 국유주

1) 제도상의 모순
중국의 증권시장은 1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
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평한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시장형성이라
는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중국 상장회사의 규모와 기준은 정부에 의해 확정
되었으며 시장의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되는 상황이 아니다2). 또한,
국유주는 상장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상장회사가 진정한 의미의 주식
회사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주식회사란 각종
생산요소 혹은 자산소유자가 거래 코스트를 낮추고 규모의 경영을 하여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한 자발적 계약으로 회사 내에 존재
하는 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며, 경영자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과 평가
가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유지분이 높은
상장회사 내에서는 실행되기 어렵다. 정부가 국유주를 통해 직접 기업경영에 참
여하는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장회사의 이사장, 총경리를 대
주주인 정부가 임명하고 경영진은 지분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일반주주들은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며 실질적으
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가 회사경영의 중대사안에 대해 임
의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의 독립적 법인지위
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발행시장은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며 회사채시장 역시 아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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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정한 의미의 주식회사제와는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 내 의사결정의 폐쇄성은 적지 않은 상장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유발하여
결국 정부와 투자자 모두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2) 국유주 유통 불가로 유발된 폐해
현재처럼 정부가 국유주를 통제하고 상장유통을 불허하는 것은 국유자산의
효율적인 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수익성 강화를 위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 노력
을 감소시키며 증권시장 내에서 전체지분의 일부만이 유통되어지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잃게 하여
상장회사 역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동기 부여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상장기업들은 근로자에 대한 비교적 자유스러운 구조조정과는
반대로 구조적으로 자산재조정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즉, 상장회사가 경영악화
누적으로 구조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진정한 의미의 인수 합병으로 자
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국유주는 현재 주주간의 장
외거래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배후의 이해관계에 의해 나눠먹기식의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유주의 존재는 공평, 공정한
양도 및 유통이 가능한 시장에서처럼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의 기능 수행에 걸
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의 경영실적 결과에 따른 종목간
의 주가 차별화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심지어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 퇴출 위기3)에 몰리
면, 모기업인 국영기업에게 불량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후 자산양도로 인한 수익
을 상장회사 회계장부에 분식기재하여 허위자산을 만들어 퇴출을 방어하기도
한다. 일부 기업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상장자격을 획득 한 후, 조달한 자금
을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
라 회사의 어려움은 따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다.
상장회사의 경영 구조 자체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 내의 경
영진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 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중
국정부는 제도적으로 경영을 맡은 총경리의 견제를 위해 동사장을 임명하여 관
3) 중국에서는 상장기업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st(special treatment)종목으로 지정되며 3년 연속 적자
가 발생하면 pt(particular treatment수)종목으로 지정된 후 경영실적이 개선이 안 되면 퇴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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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독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나 경영진의 임면자체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경영진들은 경영상의 리스크 감수보다는 공무원과 같은 보수적인 자기방
어적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이는 적지 않은 경우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직
결되어 증권시장의 리스크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투자자의 이익창출의
열망을 무산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유주를 통제함으로써 국유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명
분상의 통제일 뿐이고 오히려 기업이 부채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개선의지가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유기업들이 정부가 대주주인 점을 악용해 우대혜택
을 얻어내고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여 자신을 이익만을 도모하는 경우가 허다하
다. 동시에 책임과 리스크를 정부에 전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떠안게 되는
것은 부실투성이 상장기업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중 적지 않은 적자
부실기업들은 매년 말 회사의 자산 구조를 조절하여 장부상의 자산을 불리는
분식회계로 근본적인 경영개선보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만을 내놓
아 증시퇴출을 면하면서 정부와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3. 정부의 국유주 감소방안

1) 1999년에 발표한 증감위의

국유주 감소 방안

정부는 국유주의 유통불가로 인한 여러 폐단을 인식하고 1999년 중국 증권감
독위원회에서 국유주 감소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유주
의 매각가격 조건은 PBR 1배 이상(순자산의 가치이상), PER 10배 이하로 규정
되었다. 지아링과 닐룬타이어 두 회사는 과거 3년간 평균PER의 10배의 가격으
로 국유주 매각공모가를 설정함에 따라 공모가가 각각 4.5元과 4.8元이 되었으
며 이는 1998년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각각 11.8배와 18.5배에 달하는 가격이
었다. 그러나, 양사의 업종이 전통산업으로 중국 내에서 업황이 이미 정점을 지
나 실적 개선 여지가 불투명하고 기업의 경쟁력 역시 감퇴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모가격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었다. 결국, 두 주식의 매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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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공포된 이후 시장에서는 양사 주식의 투매현상이 일어나며 주가는 급락
하게 되었고 결국 지아링의 경우 매각 예정 국유주 중 잔량 1억 주(총 비율 중
약 18%)에 대해서는 공모를 실패하며 주간사가 물량을 떠안게 된다.
첫 번째 시도되었던 국유주의 분배 매각을 통한 지분감소 계획은 결국 시장
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렸고 정부는 즉시 이 방식의 사용을 중지
하게 된다.

2) 2001년에 제정된 국무원의 국유주 감소 방안
2001년 중국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들 역시 이전
과는 다른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쟁력 없는 일부국유기업의 경우는 시
장 개방에 따라 파산과 도산의 위기감을 직면하게 된다. 중국정부 역시 더 이상
국유지분 문제에 대해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상황인식을 하게 되었고 결국 국무
원은 2001년 6월 12일《국유주 감소를 통한 사회보장자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을 발표한다. 내용은 국유기업(해외상장사포함)이 신규 상장이나 증
자 시 조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국유지분을 시장에서 우선 유통시키도록 규
정했다. 이는 정부에서 신규발행 혹은 증자발행 물량에 국유주를 첨가함으로써
이전에 국유주를 단독으로 매각 시 발생한 시장의 양적, 가격적 충격을 피하기
위한 고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역시 시장에서는 성공
을 거두지 못하고 만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에 물량부담을 초래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유주를 보유한 발행인(상장기업)은 발행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국유
주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발행총액의 10%에 대해서는 사용권이
없어졌고 해당금액만큼은 발행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자
금을 회수해가는 셈이 되어버렸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본래 목표했던 조달금액
을 확보하려면 추가로 발행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또, 사실상 발
생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둘째, 지분 매각의 형식이 어떠하건 간에 이와 같은 국유주의 매각은 결국 증
권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증시 유동자금을 감소시
키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유주 감소는 실질적으로 국
가가 자본시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주주가 보호예수물량이 풀려서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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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랑 같은 이치다. 중국정부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전액 사회보장기금으
로 환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상해, 심천 두시장의 신규발행과 증자발행으로 조달가능한 자금
총액이 1000억元이라고 가정할 때, 이 중 100억元은 국유지분 감소용으로 쓰이
게 되고

주식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기금에 환입되어진

이 자본이 다시 증권시장으로 되돌아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유지분 매각으로 조달되어진 자금은 사회보장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데 우선
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시로의 자금 U턴은 상당기간을 인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출자금이 증시로 다시 환류되는 금액은 유출된 금액보
다 적을 수밖에 없어서 국유지분 매각은 결국 증권시장에 이중의 자금 압박을
가져다주었다.
셋째로, 국유지분을 신규상장 및 증자하는 물량에 얹어 매각하므로 국유주 매
각 가격은 당연히 신규상장 및 증자 공모가가 적용된다. 바로 규정 내에 있었던
“국유주 감소 원칙에 시장정가제 방식을 적용 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유통
이 되고 있지 않은 국유주의 상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부가치”를 평가하면
대략 “실제가치”는 유통주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장기
업들이 유통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식가격에 의한 발행으로 국유주의
순자산도 더불어 크게 부풀려졌으며, 또 수많은 상장기업들이 다년간 고가의 배
당과 증자를 통해 순자산은 더욱 늘어나 이미 순자산가치는 실가치 대비 지나
치게 과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저평가하더라도 국
유주는 이미 크게 평가절상 되어져 있는 셈이다. 배당증자를 통해 국유주가 유
실되기는커녕 반대로 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자산 대비 약간 높
은 가격으로 유통주식과 동일하게 공모가를 책정했던 것은 정부가 지나친 욕심
을 가졌던 것으로 비춰진다. 현재 중국 증권시장의 주가는 국유주와 법인주의
비유통이라는 제도적 환경적 특수성으로 타국가 대비 Valuation이 지나치게 높
은 “기형적 프리미엄 시장”으로까지 간주 가능하다. 결국 중국정부가 당시의 증
시활황에 힘입어 이러한 모순을 간과하고 원래 방침대로 국유지분을 본래 주당
순자산 대비 과다하게 할증된 가격으로 매각을 강행할 수 있었더라도 국유자산
의 가치는 평가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가치증식이 일반투자자의 막대한 희
생 위에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정부당국에서 국유주 감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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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강조한다 해도 증권시장은 큰 혼란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년여 간의 상승세에 힘입어 2001년 6월 14일에 역대 최고점인
2,245포인트까지 올랐으나 국유주 감소 방안이 나온 후 같은해 10월 22일 1,514
포인트 까지 폭락, 약 4개월 만에 고점 대비 33%하락한다. 심천주가지수도 2001
년 4월 17일 5,091포인트에서 같은 해 10월 22일의 3,124포인트로 39%나 하락했
다. 이와 같이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사회의 불안요소가 증가하자 증감원은
결국 10월 22일 국무원 비준을 통해 관련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
로《국유주 감소를 통한 사회 보장 자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의 실
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게 되어 사실상 동제도의 시행을 보류한다.

3) 2002년 11월의 두가지 정책
2001년 10월 국유주 감소방안 진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후, 상해, 심천 주식
은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대다수 투자자들을 고려하는 측
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을 내놓아 증시는 충격에서 벗어나
는 듯 했다. 2002년에 들어와 증권감독위원회는 다시 공개적으로 국유주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의 연구원들과 증권업
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며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유통시가에 의한
국유주 감소방안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유지에 대해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냈다. 국유주 감소에 대한 의견수렴은 곧 다음 단계의 국유주 감소 방안의
실시로 이어져 작년에 있었던 폭락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해 주가 지수는 2002년 1월말 1,339포인트로 떨어졌으며, 심천 주가
지수는 같은 날 2,662포인트까지 떨어졌고 시장상황을 우려한 정부는 방안을 미
루다 2002년 11월에 마침내 중대한 2개의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 외국인투자자도 중국 상장 국유기업의 인수 가능해짐

증감위, 재정부 및 경제무역위는 공동으로《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 외
국인 양 도 허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외투자가들이 상장회사의 비유통
주식인 국유주와 법인주의 구매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발표한다. 기존에는 상장
기업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지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을 취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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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의로 특정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었다. 또한, 회사는 지분을 외국

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기존의 정책을 유
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분 양도가 가능한 상장사는《외국인 투자산업 가이드의
목록》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이고 미개방 업종에 속하는 상
장사인 경우는 아직 양도가 불가능하다.
-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의 전격 시행

중국증감위와 중국인민은행은《QFII 투자관리 잠정 규정》을 발표한다.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란 외환자유화, 자본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신흥 자본시장이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국내 금융당국이 심의 허가를 통해서 국내 증권시장에 외국 기관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및 대만,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도 90년대 초에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앞서서 이 제도
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중
국 내 A주식(기존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의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관련
당국의 승인을 거쳐 투자 한도액 내에서 주식(외자주제외)뿐이 아니고 국채, 회
사채 및 전환사채 등 인민폐 금융 상품에도 단계별로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
이다. 2003년 5월에 UBS Warburg, 노무라증권, 6월에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QFII투자 자격을 획득하였고 7월부터 정식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동
제도는 외국기관투자가에게만 개방되었고 아직 외국인개인투자자는 A주식의 투
자가 역시 불가능하다.
중국정부에서 국유주의 외자매각 및 A시장 개방이라는 내부적으로는 충격적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 2003년 3월의 신정부 출범 이전에
적절한 개혁의 기치를 세우면서 기존 부실 국유기업의 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
담을 최소화 하려고 했던 의미로 파악된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국유주 매각방
침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부실국유기업의 처리를 이
제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국유주에 대한 평가를 개방된
시장에서의 판단에 맏김으로서 향후 국유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
용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향후 파생상품 시장의 성립 및 활성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
- 269 -

中 國學 論叢

었다. 덧붙이면 중국이 사회의 근간인 국유기업에 대해 외국인에 지분한도의 철
폐를 사실상 선언한 조치는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인
중국사회 내부에도 매우 획기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중국 증시는 비유통주인 국유주와 법인주를 제외하면 전체 주식수의 약
30%정도만 거래되고 있다. 또한, A시장의 경우 인민폐로만 거래가 되는 내국인
시장이라는 특성으로 해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자금만으로 유동성 장
세가 펼쳐지는 그들만의 잔치인 것이었다. 중국 증시는 이처럼 제한적인 유통시
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Valuation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국유주 처리와 국유주로 인해 발생한 기형적인 고평가 시
장의 연착륙이라는 상반된 모순에 대해 중국정부는 모두 외국인에게 해결의 키
를 넘김으로써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그들의 전통사상인 ‘以夷

制夷’로 극복하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4. 중국 주식시장의 예상되어지는 변화

해외투자가들은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에서의 투자경험을 통해 경제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진 중국증시의 성숙화에 분명히 일조를 할 것이 틀림없다.
본논문은 대만이 QFII 시행시의 일어난 특징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A주식시장의 변화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1) 대만시장의 QFII로 본 외국인의 매매형태
대만지역의 외국인투자가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a. 외국인의 대만에 대한 투자는 “고가Blue Chip”위주 선택이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대체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상대적
으로 건전하고 정보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들은 지분 취
득 후 장기보유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이런 회사들은 자본금이 커서 유통
주식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세조정하기가 어려워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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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중장기 투자
성향에 부합되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대만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율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4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b. 외국인은 주주권익이 비교적 큰 개별주(부채비율이 낮은 의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유자본비율=주주권익(자본금)/자산총액'일 때 자유자
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아 재무구조가 건전한 편이라 할 수 있는
데 자금 조정관리 및 운용능력이 양호한 기업을 택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
c. 외국인은 ROE가 높은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외국인의 투자
전략은 집중적, 장기적 투자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황이 매우 중요시
된다. 외국인의 투자 대상은 보통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재무상황, 강한
수익창출능력,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실적주이다. 따라서 ROE는 이러
한 누계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d. 외국인은 높은 투자수익율을 내는 개별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
서 외국인은 투자수익율이 높은 개별주에 대한서만 물량 보유에 의욕적인
반면, 투자수익율이 낮은 개별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e. 외국인은 거래량이 큰 개별주를 선호한다. 이는 약세장에서 적은 거래량으
로 인한 매매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이다.
f. 외국인 보유한도비율이 높은 회사를 좋아한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 =
가능한 투자 비율일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이 해당 개별주의 매입
기회가 많아지면서 보유의욕은 높아진다. 반면, 외국인 투자한도비율이 낮
을수록 투자의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2) QFII유입으로 예상되는 향후 A증권시장의 긍정적 변화
QFII투자는 단기 투자가 아닌 중, 장기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금 규모
가 큰 편이다. 외국기관의 증시 참여는 기관투자자 투자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
장 투자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는 국유주 문제 및 고평가된
Valuation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당장 시장이 추세반전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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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A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
적인 변화가 예측되어진다.
a. 투자자 구조의 다원화
QFII유입은 대만증권시장의 투자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관투자자의 비
율과 영향이 뚜렷이 높아졌다. 1991년 96.9%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던 대만
의 개인투자가 비율은 QFII 유입에 따라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01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비율은 84.4%까지 하락하였으며 기관투자가 비율은 9.7%
까지 늘어났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무려 5.9%에 이르렀다. 중국도 현재
개인투자가 비중이 95%수준으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증권
시장에 기관투자가의 영향이 미비하고 간접투자(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의 개념
이 생소하지만 대외시장개방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현재의 고평가국
면이 해소되기만 한다면 기관의 투자비중은 급속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측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의 기관투자자는는 124개 증권사(총 자산규모 6,000억

元/한화 약84조원)가 투자 가능하며 64개의 증권투자펀드(총관리자산 1,187억元/
약15조원)가 증시에 참여 중이고 그 밖에 보험사의 증권 투자 누계금액이 약
2,308억 元(약30조원)으로 90년 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전체
비율에서는 아직도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표 1] 세계 주요시장 Per 변화추이
거래소
1991년말
1992년말
1993년말
1994년말
1995년말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뉴욕
15.1
16.1
16.2
14.7
13.9
15.7
18.6
21.9
25.1
22.9

런던
14.2
17.5
24.4
16.3
15.6
15.9
19.2
23.0
30.5
23.3

한국
11.7
11.4
14.1
18.0
17.9
19.4
19.3
12.6
16.2
21.0

자료 : 대만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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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3.0
13.2
21.6
10.7
11.4
16.7
12.1
10.7
26.7
12.8

대만
32.1
22.9
39.7
33.5
21.3
29.0
27.0
26.1
47.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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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aluation의 세계시장 근접
대만증권시장을 보면 QFII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주식시장과의 Valuation
의 괴리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표 1]에서와 같이 1991년 대만시장의 주식 PER
는 32.1배인 반면 같은 해 뉴욕과 런던시장의 PER은 각각 15.1배와 14.2배로 상
당한 괴리율을 나타내었으나 2001년 말 기준으로 오히려 뉴욕, 런던 등 서구 주
식시장에 비해서는 낮은 Valuation을 나타내었고 점차 타아시아국가와 유사한
multiple을 보이게 된다. 중국 A시장 역시 2001년 6월 종합지수 최고점에서 40배
에 달했던 PER의 거품이 점차 빠지고 있는 중이나 현재 중국 인민폐가 자유태
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민폐로만 거래가 됨을 감안하면 시장 자체적으로 적
절한Valuation을 찾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모순들은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이제 초보단계인 외국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c. 파생상품의 급속한 성장
증권시장의 대외개방은 곧 선진금융기법이 자국시장에 도입될 기회를 맞이하
게 됨을 의미하며 그 결과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위에서 이
미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는 곧 뮤추얼펀드 및 수익증권 시장의 활성화
가 시작됨을 의미하게 된다. 중국 증권업계는 국태군안, 화태, 신은만국, 남방의
4대 메이저 증권사가 약 5%의 시장점유율이고 나머지 10여개 중대형증권사가
약 2～3%, 기타 100여개의 증권사들의 시장점유율이이 1% 전후 또는 미만의
춘추전국시대로 상장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구조
적인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4). 또한, 국유주 및 Valuation의 거품 문제
등 현물시장의 구조조정이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물시장
이 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d. 투자방식의 성숙
A시장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면 기업별 성장성 및 실적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면서 당연히 종목간의 주가에도 차별화가 나타
4) 물론 한국과 중국의 증권사의 수익모델이 난관에 봉착한 원인에는 차이가 현저하다. 한국은 온라인트레이
딩의 비중이 60～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수료율의 경쟁적 과당
인하로 중소형증권사들의 수익모델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고, 중국은 1992년 주식시장 개장 이래 사실상
큰 경쟁 없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소재지역을 중심의 안일한 영업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 273 -

中 國學 論叢

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합리화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자연스
럽게 기업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장기투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형성에 따른 간접시장의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대형 중
장기투자자금이 확보되면서 단기투자자금의 비중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e. 시장의 규범화에 따른 상장사 경영관리 및 지배구조의 발전
이전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상장기업들
이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실제로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에는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증시 환경 변화로 이제 외국인 및 기관투
자자들에 의해서 기업의 일상적인 재무상황과 경영목표가 상당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상장기업으로써도 관리제도의 합리화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QFII유입으로 예상되는 증권시장의 부정적 영향
a. B시장의 전략적 투자가치의 하락
QFII제도의 등장은 중국 B-Share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B시
장은 A시장에 비해 종목 수가 1/10에 불과하지만 Valuation이 A시장보다 약
40%정도 저평가되어 있어 규모, 종목 선택의 매력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
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QFII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들은 중국시장에
서 기존 B시장 외에 A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의 여지가 생긴 셈이기 때문
에 B시장의 전략적 가치가 저하된 결과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민폐의 절상압력으로 말미암아 B시장은 이중의 악재가 겹친 셈이 되었다.
b. B시장 및 H시장과의 가격GAP축소 압력이 더욱 거세질 듯
동일한 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B시장 및 H시장에 비해서 높은 프
리미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인민폐로만 거래되는 내국인들만의 주식이라는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록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에게 A시장이 개방
됨에 따라 A, B, H 3시장의 가격 GAP은 계속 축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B, H시장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A주식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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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증권업계의 구조조정 가시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직접 국내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또 증시의 2차 대
외개방과 더불어 합자증권사까지 허용이 된 상황에서 메이저 증권사들을 제외
한 지방 군소 증권사들은 점점 수익성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국 이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질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5. 결론(향후 상장기업의 국유지분 감소 방안)

중국정부가 기존에 취한 국유지분 감소정책은 모두 시장의 반응을 가볍게 보
고 주식시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방안이다. 따라서, 투자자들로
부터 외면을 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에 취한 국유지분의 해
외매각 방침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처럼 유
통주와 동일한 수준의 공모가로 유통물량은 증가되면서 가격은 프리미엄을 고
수하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매각 시 중국 회계기준이 아
닌 국제 회계기준에 의거해 합리적인 Valuation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부로서는 앞으로 기업의 불합리한 의존에 대
한 부담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매매방식은 유통시장에도 전혀 부담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각에 성공한 기업들은 유통시장에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서 이는 모두에게 Win-Win의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성공적인 국유지분의 감소를 위해서는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국유기업 개혁의 최종목표는 기업의 수익 창출 극대화 모색을 통한
사회적 부의 증대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익성이 열등한 국유기업이 아닌 산업경
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재무가 불량한 기업의 매
각은 결국 정부로써도 그만큼 부채 탕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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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분참여기업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재창조되면
그만큼 정부의 자산가치 역시 상승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유통이 불가능한
국유지분을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를 매각하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결국 이득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둘째로, 중국정부가 QFII와 국유주의 해외매각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현재 A,
B, H로 되어있는 증시의 3원화된 가격을 일원화하려는 의도와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합리적인 지분매각 가격이 시장에서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을 통한 매각가격의 형성 유도는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지
만 중국의 기관투자자의 규모가 적정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일
부 Blue-Chip국유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유지분 매각에 있어 주도권을 외국인에
내어줄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가 상장기업의 구조조정만큼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도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로, 정부는 항상 주식시장의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국유기업의 자금조달처가 아닌 여러 경
제주체들의 건전한 교역의 장이 되도록 유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유주 매각
역시 일부 이익집단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기
업의 다원화로 재무개선과 경쟁력제고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분
매각 시 국내 민영기업의 해외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국유주 지분 매각에 따른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
안 창조이다. 향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hoding company)를 통해 최대지분을 유
지하면서 경영을 통제하던 방식에 영향이 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국유지분 매각과 아울러 새로운 기업의 지배구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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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중국 주식시장의 개요

1) A시장과 B시장
중국에는 상해와 심천 두 곳의 거래소가 존재한다. 각 거래소에는 A와 B의
두시장이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는 총 4개의 주식 거래시장이 있는 셈이다. A
시장은 인민폐로 거래하는 내국인 전용시장이다. 중국정부는 A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B시장이라는 별도의 외국인 전용Board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인민폐로 거
래되는 A시장과 달리 B시장은 상해거래소에서는 U$D로 심천거래소에서는 HK
$로 거래되어진다. 하지만 별도의 B시장 상장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A시장의
상장기업이 동시에 B시장에도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B시장 상장기업 역시 액
면가는 인민폐로 표시된다. B시장의 설립배경은 중국정부가 92년 주식시장 개
장 이후 자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와 이를 통한 상장기업
의 규범화를 적극 모색하면서 동시에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외환관리체제하에
서는 외화투자자본의 자유스러운 유출입이 어렵고 당시 국내 외환 보유역량이
충분치 않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독특하게 별도의 외국인 전용마
켓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또 갓 출범한 주식시장이 미성숙한 관리제도 및 불완
전한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고려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업이 A와 B시장으로 분할되어 유통됨에 따라 같은 기업
에 대해서 A와 B시장이 각각 동떨어진 가격을 나타내게 된다. A시장은 13억 인
구를 가진 자국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높은 Valuation을 유지한 반면 외국인만
이 구매가 가능했던 B시장은 동남아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로 90
년대 후반부터 상당한 침체기에 접어든다. 이 결과 동일기업의 주가가 B시장에
서 A시장 가격의 평균 30%수준에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Valuation
Gap은 2000년 2월 정부가 B주식에 대한 내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일부 해소가
되어 지금은 B주시장의 Valuation이 A시장의 65～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내국인은 A와 B시장에서 모두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인은 B
시장만이 거래가 가능하다. 단 QFII 정책의 실시로 자격을 갖춘 국외기관투자가
들은 A주식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A주 시장은 1160여개의 종목이 상
장되어 있으며 B시장은 110여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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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시장
H시장은 홍콩 증시에 있는 중국 국유기업군을 지칭한다. 홍콩거래소 내에 별
도의 시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 내의 중국 국유기업군으로 분류된
다. H는 홍콩의 머리글로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N주, 싱가폴에
상장된 주식은 S주로 표시한다.
H주식은 1993년 청도맥주가 첫 번째로 홍콩 증시에 상장 후 현재 54개 기업
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35개 기업은 홍콩에만, 19개 기업은 홍콩과 본토에 동시
에 상장되어 있다.
H주식 역시 B주식과 마찬가지로 중국본토기업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내국인은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A주식에 비해 최대 80%까
지 저평가되어있다.(예를 들면, 2002년 말 기준 동방항공의 주식가격이 A주식은
5.52元이지만 H주식은 0.99HK$로 동일한 주식이 홍콩에서는 본토가격의 1/5 수
준으로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H주식과 B주식시장과의 비교
H주

상해B주

심천B주

최초 상장시기

1993.7

1992.2

1992.2

상장기업수

54

54

59

시가총액(U$ bn)

12.6

7.5

7.93

2000년 거래액(U$ bn)

15.1

4.16

2.46

2001년 거래액(U$ bn)

32.1

34.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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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제요 】
本论文以国有企业的国有股减持为论题。1992年中国的证券市场开盘以来，中国的股票市
场随着中国宏观经济环境的不断向好，上市公司也获得了较宽松的经营空间，过去十年许多
公司的业绩有了明显的发展。但是，企业治理结构还存在着许多矛盾。加入世贸组织以后中
国上市企业内国有股减持的解决问题成了中国金融市场面向世界化发展的关键因素。因不对
国外开放和人民币清算的原因，中国A股市场的市盈率最高时打过40倍，股市的泡沫不知不
觉的成了上市国企改革的最严重的障碍。本文首先回顾了前五年的国有股改革的记录，接着
借鉴台湾的经验对2002年发表的两个重要改革措施进行了深入的分析。在最后的展望部分中，
作者在前面进行的理论基础上整理了对国有股减持问题的自己见解和思路。

【주제어】
国有股减持， QFII, 国企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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