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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

제목 인민은행 SWIFT와 금융망정보서비스 합작회사 설립
1

주요 내용

□ (개 요) 중국인민은행은 SWIFT*와 인민은행 산하 4개 지급결제 유관
기관이 자본을 출자하여 금융망정보서비스사(金融网关信息服务有限公司)
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SWIFT 이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3.23일)
*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2018년말 기준 금융인프라시스템을 포함하여 은행, 증권, 자산관리사 및 기업
등 약 600여개 중국내 기관이 SWIFT를 이용

ㅇ 중국참가기관은 인민은행청산총괄센터(CNCC, 中国人民银行清算总中心),
국경은행간결제청산회사(CIPS, 跨境银行间支付清算有限责任公司), 중국결제
청산협회(PCAC, 中国支付清算协会) 및 중국인민은행디지털화폐연구소
(中国人民银行数字货币研究所)임
□ (설립목적) 금융업무의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SWIFT 참여기관과 거래규
모가 증가하면서 안정성 및 전문데이터의 정확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중소형 은행들이 SWIFT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여 국경간 결제업무처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ㅇ 2018.5월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에서
전문(電文) 전송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금융안정을 유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한 점도 반영
* 동 의견에 따라 현재 많은 중앙은행들이 국경간 거래의 금융전문을 보관하
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립하여 규정 준수 여부 및 건전성 분석 등을 수행
하고 있다고 언급

□ (주요기능) ① SWIFT와의 접속을 위한 로컬 네트웨크 집중점(集中点)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② 중국내에 전문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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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경간 금융정보서비스가 네트워크 중단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WIFT 네크워크와의 안정적이고도 안전한 연결을 제공
하는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기술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
ㅇ 아울러 금융거래의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함으로써 국경간 금
융거래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감독과 분석에 활용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금융망정보서비스사 설립 전‧후 비교(예상도)
(전)
(후)

□ (설립구성) SWIFT 중국법인*이 55%의 지분을 출자하고 인민은행청산총
괄센터가 34%, 국경은행간결제청산회사가 5%, 중국결제청산협회와 디
지털화폐연구소가 각각 3%를 출자하여 설립
* SWIFT는 중국내 업무 확대를 위해 2019.1월 베이징시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2019.6월 북경법인을 설립(종전에는 대표처 형태)하였으며, CIPS 운영기관
인 국경은행간지급청산회사와도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음

ㅇ 동 사는 2021.1월에 이미 설립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유로(약 1,200만달러)
ㅇ 법정대표는 황메이룬(黄美伦) SWIFT 중국법인장, 이사장은 청스강(程世
刚) 중국결제청산협회 부사무총장이며, 기타 4명의 이사로는 SWIFT
중국법인의 임원 3명과 디지털위안화연구소 무창춘(穆长春) 소장이 포
함된 것으로 알려짐(证券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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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평가

□ 언론에서는 이번 금융망정보서비스사 설립으로 중국내 SWIFT 이용기관
들이 안정적으로 SWIFT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활한 대외결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홍콩 일부언론에서는 인민은행이 미국과의 금융전쟁에 대비한 방어적
인 전략으로 SWIFT와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도 분석(scmp)
ㅇ 일부에서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가 합작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점을 들어 금번 합작법인의 설립이 디지털위안화의 향후 계획과 관련
이 있다고 보도
□ 미국의 SWIFT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SWIFT를 이용한 미달러화의 결제
가 미국의 국제결제청산시스템인 CHIPS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SWIFT와의 협력 추진이 직접적으로 미국과의 금융분쟁에 대비*
하거나 디지털위안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으로 판단
* 지난해 5월 홍콩보안법 사태 발발시 미국 등 서방국이 중국에 대해 가능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홍콩의 SWIFT 사용 제한을 거론한 바도 있음

ㅇ SWIFT는 법인 설립에 참여한 4개 기관 모두 중국 결제부문의 주요 운
영기관 및 참여기관으로서 디지털위안화연구소도 이를 대표하여 참여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经济参考报)
ㅇ 위안화 결제에만 한정되는 CIPS*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SWIFT를 통
해 거래**되는 자국내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불법
거래, 자금세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
* 2015.10월 국제무역 및 투자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의 결제비중을 높이고 SWIFT
의존도 낮추기 위해 독자적인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를 새로 구축하고 2018. 5월 2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

SWIFT를 통해 거래되는 자금의 통화별 비중은 2021.2월 현재 미달러가 38.4%, 유로
37.1%이며 위안화와 홍콩달러는 각각 2.2%,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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