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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지수 개편안 발표
~

□ Hang Seng Indexes Company는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항셍지수*(HSI: Hang
Seng Index)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3.1일)
* 항셍지수는 홍콩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로 1969년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작성
되기 시작하였으며 Hang Seng Bank가 초기에 지수작성을 담당

ㅇ 항셍지수 구성종목을 현재 52개에서 2022년 중반까지 80개를 목표로 확대
하기로 하고 구성종목은 7개* 산업군을 감안하여 선정
* 금융, IT, 소비재, 부동산‧건설, 유틸리티‧통신, 헬스케어 및 기타

― 항셍지수에서 홍콩 기업수는 20~25개 수준을 유지하고 최소 2년마다 이
를 평가
ㅇ 또한 항셍지수 편입을 위한 최소 상장이력(minimum listing history)도 시가
총액에 관계없이 3개월로 단축
⇒ 개편안에 따른 항셍지수는 2021.6월중 인덱스 리밸런싱(index rebalancing)
을 시작할 예정
홍콩 항셍지수(HSI) 개편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편안

▪구성종목수
▪구성종목중

- 24개

- 20~25개

▪산업군 기준

- 산업군별로 구분하지 않고
구성종목을 선정

- 7개 산업군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군에 대해 시가총액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구성종목을 선정

홍콩 기업수

▪가중치 상한
▪최소 상장이력

- 2022년 중반까지 80개로 확대

- 52개

- 최종적으로 100개까지 확대

- 2차상장/비차등의결권 종목: 10%
- 2차상장/차등의결권 종목: 5%
- 시가총액에 따라 3~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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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목에 대해 8%로 통일

-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3개월

□ Hang Seng Indexes Company의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따르면 항셍지수 개편
으로 지수에 편입되는 중국본토 관련 기업**들의 비중(58.4% → 66.9%)이 높아지
고, 업종별로는 금융업 비중(40.3% → 32.8%)은 크게 낮아짐
* 2021.2.11일 기준으로 80개 종목이 편입된다고 가정
** 항셍지수에 편입된 중국본토 관련 기업 주식은 정부기관 지분율이 30% 이상인
Red-chips, 정부기관 지분율이 30% 미만인 H-shares, 케이만군도 등 조세 회피국에 설립
된 중국 민영기업인 P-chips로 구분되는데 항셍지수 개편으로 P-chips 비중(34.6% →
43.8%)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ㅇ 한편 개편될 예정인 항셍지수에서 소비재(10.4% → 14.2%) 및 헬스케어(4.6% →
7.4%) 비중은 상향 조정
□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항셍지수 개편으로 차등의결권*(WVR: Weighted Voting
Right)을 갖고 있고 홍콩에 2차 상장(secondary listing)을 한 중국 민영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써 일부 주식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

ㅇ 또한 개편된 항셍지수가 기존의 금융업 중심에서 신경제(new economy) 관련
중국 민영기업들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업종들을 반영함에 따라 항셍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passive) 자금들이 홍콩에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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