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과 의미

1.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발표
●

시진핑 국가주석이 9월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개막식 화상 축사에서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을 발표1)
-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신삼판(新三板)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
-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상하이수입박람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광저우교역회, 캔톤페어) 등과 함께 중국 3대 전시회의 하나로, 올해에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2)

●

신삼판은 2013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전국적인 장외 거래 시장으로 베이징에 위치
- 현재 신삼판은 기본층(基础层, Base), 혁신층(创新层, Innovation), 정선층(精选层, Select) 등
3개 층으로 구성

1) 中国政府网(2021. 9. 3), “习近平在2021年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全球服务贸易峰会上发表视频致辞”.
2)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科创板) 개설도 2018년 11월 5일 상하이수입박람회 개막식 때 시진핑 주석이 발표하고, 2019년 6월에 정식
개설하였으며, 7월 22일에 25개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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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등록기업을 기본층과 혁신층으로 구분하였고, 2019년 10월 혁신층 등록 후 1년이
지난 기업은 정선층으로 진입하는 시스템을 도입
●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 신삼판 장외시장을 거래소라는 장내시장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조달 채널을
마련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과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하이의 커촹반(科创板) 및 선전의 촹예반(创业板)과 상장 대상을 차별화
- 장외 거래에서 시작하여 베이징거래소, 다음으로 상하이와 선전의 커촹반과 촹예반 전환 상장,
이후 상하이와 선전의 메인보드로 연계하는 다층적 자본시장 구조를 형성

2. 중국 증권거래소의 구성
●

베이징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 중국에는 상하이(上海)증권거래소, 선전(深圳)증권거래소에 이어
세 번째 거래소가 설립
- 한편 중국에는 장외시장이 전국적인 신삼판과 지역적인 지역지분거래시장(区域性股权交易市场)이
존재3)

●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90년 11월 26일 설립되어
12월 19일 개장
- 메인보드(主板)에는 A주와 B주가 있는데, 당초 A주 시장은 내국인 투자 전용, B주 시장은
외국인 투자 전용 시장으로 출발
- A주 시장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의 경우 적격해외기관투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QFII)의 자격을 취득한 기관에 허용
- 2014년 11월 17일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연결하여 교차 매매가 가능한 후강통(沪港通)이
시행되면서 A주 주식도 외국인 투자 가능

3) 지역지분거래시장(区域性股权交易市场)은 특정 지역 내 기업에 지분이나 채권의 양도 및 융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개 사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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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증권거래소의 구성
거래소 구성

상하이거래소
(1990. 12. 19)

주요 시장

메인보드
(主板)

세부 시장

시장의 특징

A주
(1990. 12. 19)

내국인 전용
외국인 투자자 허용(개인 홍콩 경유)

B주
(1992. 2. 21)

외국인 전용
내국인 투자자 허용(2001. 2~)

커촹반(科创板)
(2019. 7. 22)

선전거래소
(1990. 12. 1)

메인보드
(主板)

과학기술주 전용
외국인 기관 투자자 허용(QFII/RQFII)

A주
(1990. 12. 1)

내국인 전용
외국인 투자자 허용(개인 홍콩 경유)

B주
(1992. 2. 28)

외국인 전용
내국인 투자자 허용(2001. 2~)

촹예반(创业板)
(2009. 10. 30)

중소벤처기업 전용
외국인 기관 투자자 허용(QFII/RQFII)

자료: 뉴스핌(2020), “30년 역사 ‘중국 주식시장’ 구조의 이해”, 2020. 9. 3, https://www.newspim.com/news/view/
20200903000980
주: 선전의 중소판(中小板)은 2021년 4월 메인보드로 흡수.

- 후강통(沪港通)은 후구통(沪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 거래)과 강구통(港股通,
상하이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구분하는데, 후구통은 위안화로, 강구통은 홍콩
달러로 거래
- 한편, 상하이거래소에는 커촹반(科创板)이 2019년 7월 개설되어 수익성 등 상장 기준을 완화
하고, 가격 제한폭도 20%로 확대하며, 기업공개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시험대 역할을 담당
●

선전증권거래소는 1990년 12월 1일 개장하여 메인보드, 촹예반 등을 운영4)
- 메인보드는 상하이거래소와 같이 A주 시장, B주 시장으로 구성되고, 각각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 주식시장
- 2016년 12월 5일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를 연결하는 선강통(深港通)이 시행되면서 외국인도
홍콩거래소를 통해 선전의 A주 주식에 투자 가능

4) 선전거래소에는 중소판이 2004년 6월 개설되었으나, 2021년 4월 메인보드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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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강통은 선구퉁(深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해 선전 주식 거래), 강구퉁(港股通, 선전거래소를
통해 홍콩 주식 거래)으로 구성되며, 선구통은 위안화로, 강구통은 홍콩 달러로 거래
- 선전의 촹예반(创业板, Chi-Next)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며 2020년 8월 24일 커촹반에
이어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시행하고 가격 제한폭도 10%에서 20%로 확대
●

베이징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 중국에는 중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 남부 선전증권거래소의
촹예반과 함께 중소기업 직접 자금조달의 주요한 창구 역할
- 기존 거래소와 달리 베이징거래소는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과 발전잠재력이 큰 전정특신
(专精特新)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전문적(专业化)이고 정밀(精细化)하며 특색(特色化)있고 혁신적(新颖化)
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 발전에서 강조5)

3. 베이징증권거래소 개설 의미
(1) 신삼판 개혁과 장내시장 확대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9월 3일 베이징증권거래소 관련 기초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6)
- 의견수렴안에서는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이라는 특성에 따라 정선층
(精选层)의 상장, 거래, 시장 전환 상장, 상장폐지 등의 기초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투자자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도를 형성
- 현재 운영 중인 정선층 제도를 바탕으로 ‘베이징증권거래소 불특정 적격 투자자에 주식등록
관리방법’,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증권발행등록관리방법’,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지속감독방법’ 등의 초안을 마련하고, ‘증권거래소 관리방법’, ‘비상장공기업 감독관리방법’,
‘비장상공기업 정보공개관리방법’을 개정하여 제시

5)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전정특신’ 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통지(关于支持‘专精特新’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 2021. 1. 23.
6) “证监会就北京证券交易所有关基础制度安排向社会公开征求意见”, 2021. 9. 3, http://www.csrc.gov.cn/pub/newsite/zjhxwfb/
xwdd/202109/t20210903_404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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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상하이, 선전에 이어 장외시장인 신삼판의 정선층을 장내시장으로 이동하여
거래소를 추가 개설
- 현재의 정선층은 그대로 베이징거래소로 수평 이동하여 등록 가능하며, 혁신층은 등록 이후
만 12개월이 지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
- 따라서 베이징증권거래소의 개설은 중국에서 중부 상하이, 남부 선전에 이어 북부 베이징에
거래소를 개설하여 중국 자본시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미

●

신삼판은 2001년부터 주식양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출발하여 2012년 7월 국무원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全国中⼩企业股份转让系统(新三板))을 비준하고 2013년부터
정식 운영7)
- 2006년 1월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설립하고 시범 운영, 이후 상하이 장장(张江), 톈진(天津) 빈하이(滨海), 우한
(武汉) 동후(东湖) 등 3개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
- 2013년 1월 신삼판을 정식 개장하고 12월 국무원은 전국성 증권시장 성질 공개(新三板的全
国性公开证券市场的市场性质)를 통해 혁신형, 창업형, 성장형(创新型、 创业型、 成⻓型) 중소
기업 발전을 위한 시장임을 명시
- 2016년 6월 기본층과 분리하여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혁신층으로 분류하고,
2019년 10월 혁신층 등록 후 만 12개월이 지난 기업은 정선층으로 진입하도록 설계하여 기본층,
혁신층, 정선층 구조를 형성
- 2021년 2월 26일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신삼판 등록기업이 커촹반과 촹예반으로 전환 상장
방법을 발표하여 시장 간 전환 상장을 제도화8)

●

현재 신삼판에 등록된 기업의 수는 정선층 66개, 혁신층 1,250개, 기초층 5,983개로 집계9)
- 베이징증권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기업은 정선층 66개와 혁신층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754개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우선 대상

7) 证监会官⽹, http://www.csrc.gov.cn/pub/ningbo/xxfw/tzzbh/201407/t20140708_257405.htm
8) 沪深交易所正式发布了‘关于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公司向创业板/科创板转板上市办法(试行)’.
9) 中信建投证卷股份有限公司, “北京证券交易所设立背景, 意义及实施方案解读”, 2021. 9. 현재 운영 중인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全国中⼩企业股份转让系统(新三板))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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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하이거래소에는 1,971개(메인보드 1,639개, 커촹반 332개)가, 선전거래소에는 2,487개
(메인보드 1,472개, 촹예반 1,015개)가 등록
- 베이징거래소는 상하이나 선전에 비하면 대상 기업 수가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
●

베이징거래소는 정선층은 그대로 등록할 수 있고, 혁신층의 경우 만 12개월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의 발행 조건 및 재무지표 중 하나를 만족할 필요
- (기준 1) 2억 위안 시가, 2년간 매년 순이윤≥1,500만 위안이고 평균 ROE≥8%이거나 1년간
순이윤≥2,500만 위안이고 ROE≥8%
- (기준 2) 4억 위안 시가, 2년간 평균 영업수입≥1억 위안이고 1년간 영업수입 증가율≥30%,
경영활동 현금흐름 순액이 플러스
- (기준 3) 8억 위안 시가, 2년간 연구개발투자합계/영업수입합계)≥8%이고, 1년간 영업수입≥
2억 위안
- (기준 4) 15억 위안 시가, 최근 2년간 연구개발투자합계≥5,000만 위안
- 베이징거래소의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차별화 경쟁을 위해 시가총액이 적고
성장성이 높은 기준 1이나 2를 주로 적용할 가능성

●

베이징거래소는 발행융자, 지속 감독 관리, 거래소 관리 등의 기초제도 체계를 마련
- 포용적이고 정교한 상장제도 구축으로 신규 상장회사는 신삼판에 상장 이후 만 12개월이 지난
혁신층 기업
- 유연하고 다원적인 융자제도로 혁신적인 중요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액, 신속, 유연,
다원’의 재융자 제도를 공고
- 상장회사 감독 관리 법률을 따르면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감독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된 제도를 형성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회사제로 운영하여 증권법, 회사법의 요구에 따라 주주회, 이사회, 사장과
감사회의 운영 체제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 구조
- 향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발행상장과 정보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베이징증권거래소의
투융자 기능과 시장 활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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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와의 차별화
●

베이징거래소는 상장의 주요 대상이 혁신형 중소기업과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
- 베이징거래소는 혁신형 중소기업, 전통산업 업그레이드(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작은 거인(小巨人) 육성에 중심
- 상하이 커촹반(Star Market)은 고신기술산업 및 전략성 신흥산업이 주요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생물의약 등 6대
산업과 제조업 융합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이 주요 대상10)
- 선전 촹예반(ChiNext)은 성장형 혁신 창업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3창4신으로 요약되는데, 3창
(창조, 창의, 창신)은 성장형 혁신 창업기업을 대표하고, 4신(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은
전통산업의 융합을 의미11)

●

한편, 베이징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와 달리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여 적용
-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의 메인보드 가격 제한폭은 ±10%이며, 커촹반과 촹예반은 ±20%인데
비해 베이징은 ±30%로 확대12)

●

대신 베이징거래소의 적격투자자는 상하이나 선전거래소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로 한정
- 베이징거래소는 9월 17일 신삼판 정선층에 비해 적격투자자의 기준이 완화된 ‘베이징증권
거래소 투자자 적격성 관리방안(잠정)’을 발표
- 기관투자자는 자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개인투자자의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
자산 기준금액을 신삼판 정선층(100만 위안)13)보다 적은 50만 위안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개인투자자가 베이징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50만 위안 이상의 자금을 최소 20일 이상
증권계좌에 유지해야 하며, 2년 이상의 증권거래 경험을 요구

10) 上交所, “科创板企业发⾏上市申报及推荐暂⾏规定”, 「上证发 2020」, 21号.
11) “创业板企业发⾏上市申报及推荐暂⾏规定”, 「深证上 2020」, 506号.
12) 신삼판은 하한 -50%, 상한 +100%.
13) 정선층 투자 계좌금액을 9월 17일부터 기존의 1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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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촹예반, 커촹반,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 기준 비교
단위: 위안
상장 기준

촹예반

커촹반

베이징거래소

시총+순이익 혹은
시총+순이익+수입

최근 2년 순이익 플러스
누적 순이익≥5,000만

시총≥10억
최근 2년 순이익 플러스
누계 순이익≥5,000만

시총≥2억
최근 2년 순이익 모두≥1,500만
가중평균 ROE≥8%

시총+순이익 혹은
시총+순이익+수입

시총≥10억
최근 1년 순이익 플러스
영업수입≥1억

시총≥10억
최근 1년 순이익 플러스
영업수입≥1억

시총≥2억
최근 1년 순이익≥2,500만
가중평균 ROE≥8%

-

시총≥15억
최근 1년 영업수입≥2억
최근 3년 누적 연구개발투자비/
누적 영업수입≥15%

시총≥8억
최근 1년 영업수입≥2억
최근 2년 누적 연구개발투자비/
누적 영업수입≥8%

시총+수입+경영활동
현금흐름

-

시총≥20억
최근 1년 영업수입≥3억
최근 3년 경영활동 현금흐름
순액 누계≥1억

시총≥4억
최근 2년 영업수입 평균≥1억
최근 1년 영업수입 성장률≥30%
최근 1년 경영활동 현금흐름 순액
플러스

시총+수입

시총≥50억
최근 1년 영업수입≥3억

시총≥30억
최근 1년 영업수입≥3억

-

시총+기술우위
(연구개발투자)

-

시총≥40억
커촹반 필요한 기술우위 조건

시총≥15억
최근 2년간 연구개발투자 합계≥
5,000만

시총+수입+연구개발투자

자료: 中信建投证卷, “北京证券交易所设立背景, 意义及实施方案解读”, 2021. 9.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의 커촹반과 촹예반과 비교하면 상장 조건 완화14)
- 베이징거래소의 수익 능력, 성장성, 시장인지도, 연구개발능력 등에서 상장 조건을 보면, 커촹반
이나 촹예반보다 낮은 수준

(3) 시장 간 전환 상장으로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
●

베이징증권거래소에서 성장한 기업이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의 커촹반과 촹예반으로 전환 상장이
가능한 다층적 자본시장을 구축

14) “投行新三板, 齐了！中国四大交易所上市条件大汇总”, 2021. 9. 13, https://mp.weixin.qq.com/s/ccIrwamjBLVEHbMaXNwa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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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신삼판 장외시장에서 기초층, 혁신층으로 성장하고, 혁신층 중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정선층(베이징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 장내 거래 가능
- 베이징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하이나 선전거래소의 커촹반과
촹예반에 상장할 수 있고, 나아가 메인보드 상장도 가능
- 이런 측면에서 베이징거래소는 장외시장 → 장내시장 → 커촹반과 촹예반 → 메인보드로 성장해
가는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에 징검다리 역할
●

다층적 자본시장 구조 속에서 베이징거래소의 설립은 자본시장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중국은 은행 융자 등 간접금융이 발전한 데 비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은 미진한데, 베이징
거래소의 개설은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
- 기존의 커촹반이나 촹예반에 비해 초기 기업이 장내시장에서 등록하여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상하이나 선전거래소 외에 베이징에 거래소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간 자본시장 불균형 문제도
아울러 해결 시도

4. 시사점
●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중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시장의 발전, 불균형 발전의 해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등의 의미
- 직접 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시장 자금이 중소기업, 실물경제, 과학기술혁신 분야로 이동하도록 촉진

●

특히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
- 중국의 중소기업은 ‘56789’의 위상으로 요약되는데, 세수의 50%,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취업의 80%, 기업 수의 90% 차지
-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전정특신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은 4,762개로 추정되며 9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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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속해 있는데15), 베이징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
- 베이징거래소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 중소기업에 부합하는 시범 등록제
등을 도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층적 자본시장 연계 등에서 기여16)
●

향후 베이징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켜볼 필요
- 신규 증권거래소를 개설할 만큼 상장 기업 수가 충분할지가 관심인데, 현재 정선층은 66개,
혁신층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754개로 추정17)
- 상하이 커촹반이나 선전 촹예반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할지가 관건인데, 촹예반의 등록 요건보다
베이징거래소는 성장성에 가중치를 부여
- 장외시장을 거쳐 베이징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이 커촹반이나 촹예반으로 전환 상장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

박재곤_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15) 中信建投证卷, “北京证券交易所设立背景, 意义及实施方案解读”, 2021. 9.
16) 창투펀드, 지분투자펀드, 지역성 지분시장, 신삼판, 베이징거래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다층적 자본시장 연계.
17) 2021년 9월 14일 현재 베이징증권거래소 첫 상장 신청 기업(정선층 가입 신고 기업)은 69개. 69家企业申报精选层, 52家净利润不足
5,000万, 最低327万, 最高2.11亿元, https://mp.weixin.qq.com/s/IOYDS1lLLitPfHOvdVMn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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