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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SONS TO BECOME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Benefits of Becom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Hub
<Primary Benefits>

고부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 제공

GDP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직접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임금 및 이익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지원으로 인

한 여타 산업부문에 승수효과를 미침으로써 GDP 증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금융서비스 부문을 개발할 경우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성공적인 구조적 이행 가능

<Complementary Benefits>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 용이성 증가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최소화: mismatch 요인 제거

공공복지의 증진

국제적 위상 및 국가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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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SONS TO BECOME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Korea’s Strengths and Potential as a Financial Hub

상대적으로 큰 경제규모 : 2006년 GDP 9,119억 달러(세계 11위)

풍부한 금융자산: 2006년말 현재 금융자산 7조 4,573억 달러(GDP의 8.2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축적 및 track record 보유

높은 교육수준에 의한 잠재적 인적자원 보유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보유로 금융업의 back office 경쟁력 확보

다른 금융허브 후보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법체계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문화 경쟁력 보유: 한류와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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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OREA’S ACHIEVEMENTS TO DATE

The 1st Financial Hub Roadmap(2003)

2003.12,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논의

The 2nd Financial Hub Roadmap(2005)

2005.6, 1차 roadmap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roadmap 채택

추진기간의 단축(2012→2010, 2020→2015) 

자산운용 이외에 경쟁력을 가진 채권, 기업구조조정 금융, 파생상품, 사모펀드 등

주요 금융시장의 동반 성장

외환자유화의 가속화 정책 추진

업무의 책임이 대통령 주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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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OREA’S ACHIEVEMENTS TO DATE

자산운용업 육성자산운용업 육성

금융시장 선진화금융시장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개발지역특화 금융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 설립한국투자공사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경영·생활환경 개선

7대 과제

1st Phase (~ 2007)   3rd Phase (~ 2015)   2nd Phase (~ 2010)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의 성장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3대 금융허브 형성

특화금융중심지 구현
(niche financial center)

·자산운용업 등
선도 금융시장 발전

금융허브 기반구축

·외환제도, 금융규제제도 등
금융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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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OREA’S ACHIEVEMENTS TO DATE

Major Financial Hub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2005.7

2005.6

2005.6

2005.5

2005.1

2005.1

·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등 국가의 여유자금 관리의

중심축으로 설립(현재 운용자산규모 200억달러) 
한국투자공사(KIC) 출범

· 파생상품, 실물자산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100억원→30억원)

· PEF(private equity fund) 설립 규제 완화: 사모투자전문

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 하향조정,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따른 의무투자비율 완화 등

자산운용업의 규제 완화

· 1단계(~2005) 외환시장의 절차적 규제완화

· 2단계(~2008)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 3단계(~2010)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외환자유화 추진

· 부실투신사 매각에 의한 구조조정 마무리투자신탁회사(ITCs)의 구조조정 마무리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 증권거래소(KSE)·코스닥증권시장(KOSDAQ)과

선물거래소(KFE)의 통합
통합 거래소(KRX)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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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OREA’S ACHIEVEMENTS TO DATE

Major Financial Hub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 자본시장 관련 산업간 장벽 제거

· 금융상품 포괄주의: positive system→negative system

· 기능별 규율체제

· 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및 승인2007.7

· 금융허브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기반 마련금융허브촉진법 제정 및 국회 제출2006.11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주회사 설립 허용

· 국내 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설립 요건 간소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2007.11

· 금감원내 외국 투자자를 위한 help-desk 운용국제감독지원실(International Supervisory 
Support Office) 설립

2006.5

· 공인회계사법 개정: 한미 FTA 협상 결과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외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국내진출 및 사무소 개설 허용

외국계 회계법인의 국내 지점(local office) 
설립 허용

2007.10

· 양질의 인력 양성KAIST 금융전문대학원 개원2006.3

2006.1

2005.12

· 국고채 20년물의 발행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채권 발행

·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 금융시장의 선진화 추구

외국 기업의 국내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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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OREA’S ACHIEVEMENTS TO DATE

464Seoul42

…

…

527Shanghai30

502Osaka36

482Beijing39

…

697Hong Kong3

673Singapore4

625Tokyo10

2

1

rank Financial center rating

London 806

New York 787

Outcomes of the Financial Hub Policies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 증가

Prudential 자산운용부문 : 서울에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

Macquarie 금융그룹 : 서울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

AIG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설립 중

국제금융허브로서의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금융시장의 성장

상장주식 시가총액: 3,300억달러(2003) → 1조달러(2007.8) 

외국인주식보유비율: 32.8%(2003) → 38.4%(2007.8)

외환거래량(daily): 120억달러(2003) → 400억달러(2007 2Q) 

외국금융기관수: 87개(2003) → 98개(2007.8)

세계 46개 금융센터 중 42위에 위치

한국증권연구원의 ‘서울 금융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13개국 중 5위에 위치
자료: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The GFCI Financial Center Ratings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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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SSUES WE ARE FACING

Weaknesses of the Current Process

금융허브의 정치경제적인 문제점: 금융허브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이해집단의 부재

정부기관의 시장비친화성

한국의 엄격한 관료주의는 금융시장 심화 및 개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 필요

정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미흡

재정경제부(금융), 금융감독원(감독), 법무부(법률), 국세청(세제), 감사원(감사)간의 협조 필요

정부기관의 금융허브 추진계획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적기구 필요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지점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제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세제상 경쟁력 미흡

높은 누진율 : 개인소득세 35%, 법인세 25%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는 17%로 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

동일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세의 형평성 문제 해결(ex. 은행의 금융거래수익 교육세 0.5%, 증

권회사 비과세)

불필요한 과세 폐지(ex. 증권거래세 0.3% : 싱가포르, 호주 등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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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SSUES WE ARE FACING

Weaknesses of the Current Process
한국투자공사(KIC)의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규모의 영세성: 운용자산 200억 달러

지배구조상 한국은행의 잦은 개입으로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이 약화되어 설립목적 손상

2007.8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금액은 110억 달러에 불과

국민연금의 투자유치 실패

노동조합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

국책은행 역할의 모호성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투자은행 역할 수행시 시장마찰 발생 가능

기업금융 부문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은행의 성장이 저

해되는 현상 발생

금융전문인력 양성 미흡

경쟁대상인 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금융전문인력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국내투자자의 금융허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시장참여자의 참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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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Clear LeadershipProvide Clear Leadership

Change Regulatory Culture and PracticesChange Regulatory Culture and Practices

Remove Market Access BarriersRemove Market Access Barriers

Remove Market Frictions and DistortionsRemove Market Frictions and Distortions

Overcome Market WeaknessesOvercome Market Weaknesses

Presidential Program Management Office(PPMO) 설립

원칙기준규제로의 규제체계 전환
정부의 운영철학 전환
외국 규제당국과의 업무 협조 증진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에 해외인재 유입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금융규제의 내용과 조문의 영문 및 국문 병기

국내외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장벽의 제거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한 헤지펀드의 도입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자본거래상의 제한 제거
예측가능하고 매력적인 사업환경 조성

외국금융기관 back office 기능의 공유 관련 장애 제거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배구조상의 문제 해결

한국투자공사의 역할 및 기능상의 문제 해소
국민연금기금의 기능 재편 및 독립적 자산운용사 설립
IFC Promotion Organization 설립

IV. RECOMMENDED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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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COMMENDED ACTIONS

Provide Clear Leadership

Presidential Program Management Office(PPMO)의 설립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 감독과 평가 수행(plan-do-see)

정부기관간 또는 정부와 금융기관 등 타 부문간의 갈등 발생시 해결(trouble-shooter)

관련된 기관이 임무수행을 완수하도록 지원하고 적절히 보상

Change Regulatory Culture and Practices

정부의 금융규제·감독방향 및 운영철학의 전환

규정기준규제(Rules-Based Approach) → 원칙기준규제(Principles-Based Approach)

원칙기준규제는 “doing the right thing”에 초점을 두고, 원칙이 요구하는 규제수준의 도달여부만 규제의

대상이 되며, 그 규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과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접근방식

원칙기준규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수많은 규범적인 규칙들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 규제당국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제고가 필요

정부주도형 성장 → 시장의 니즈에 적절히 반응하고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정부의 역할 변화



- 13 -

IV. RECOMMENDED ACTIONS

Change Regulatory Culture and Practices

외국 규제당국과의 업무 협조 증진

선진 감독 시스템이나 경험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 회득(ex. 금융감독원<-> UK FSA)

금융규제 및 감독당국에 해외인재 유입 및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에 채용된 해외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확대 필요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책 및 규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민간부문의 경험 부재, 해외연수를 받은 인력의 부족

등은 의사소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규제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금융규제의 내용과 조문의 영문 및 국문 병기

외국 시장참가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들의 의견이 규제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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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COMMENDED ACTIONS

Remove Market Access Barriers
국내외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장벽의 제거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및 업무확장의 용이성을 위해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검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시 인허가 처리기간(9~12개월)의 단축

부분허가제(partial license) 도입 검토(ex. 주식파생상품 업무 허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위한 헤지펀드의 도입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레버리지, 공매도를 이용하는 헤지펀드의 설립이 불가하고, 역
외설정 헤지펀드의 판매도 금감위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헤지펀드의 순차적 도입방식

국적, 레버리지, 공매도 정도에 불문하고 역외설정 헤지펀드 판매 규제 제거

국내에서 역내 및 역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공매도, 파생상품 포지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역외시장 형성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한국의 법률시스템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신속히 대처할 수준에는 미흡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시스템은 금융상품, 서비스, 중개 등에 따른 고비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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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COMMENDED ACTIONS

Remove Market Frictions and Distortions
자본거래상의 제한 제거

국제금융센터는 모든 금융자산이 모든 통화단위로 자유로이 거래되는 곳이므로 자본거래의 완전

자유화가 시급

정부는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사용을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 실수요 목적 외국부동산 투자 허

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2011년까지 완전 자유화를 계획

그러나 선도적인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일을 앞당겨야 함(2008)  

예측가능하고 매력적인 사업환경 조성

금융거래에 대한 세제상 제약의 지속적 완화

한국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심사위원회(national tax review commission) 발족

국세청은 한국이 진정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주요 정책기관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예측하지 못한 과세의 제거

외국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Loan Star의 Star Tower 매각에 따른 징벌성격의 세금(1,000억 달러, 2007.7)

GE Real Estate의 6개 빌딩 매입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170억 달러, 2007.7)

New Bridge capital과 Standard Charted Bank(각각 200억 달러와 450억 달러,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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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COMMENDED ACTIONS

Remove Market Frictions and Distortions

외국 금융기관 back office 기능의 공유 관련 장애 제거

한국은 외국 금융기관 진출시 해외의 운영시스템 공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임

금융센터로서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back office 기능

을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및 지배구조상의 문제 해결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 기업금융본부의 통합이 완료되면 거대한 규모와 시너

지효과를 창출, 한국에서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

투자은행업은 민간부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는 바, 국책은행이 투자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발생가능한 시장마찰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과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우증권·산은캐피탈을 포

함한 투자은행 부문을 민영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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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COMMENDED ACTIONS

Overcome Market Weaknesses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 및 기능상의 문제 해소

한국투자공사를 공공부문의 종합적인 외화 자산 운용기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

의 투자 및 자산운용 정책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기능 재편 및 독립적 자산운용사 설립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다른 펀드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2006년 5.8%)

국민연금기금에 의해 직접 운용되는 자산 비율이 88%로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국내 투자임

주식투자비율은 14%로 국내투자 12%(직접 운용 4%, 위탁투자 7%), 해외투자 2%임(2007.9)

기금운영위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자산운용사 설립도 고려할 필요

IFC Promotion Organization 설립(ex. 영국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L))

정부는 외국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고 그들의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FSL과 같은 조직을

설립할 필요

IFSL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 및 사업의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상업적 기회를 개발하도록 촉진하

는 역할 수행

14명의 소규모 조직에도 불구, 다양한 정부 조직과의 교류를 통해 사업·규제·시장이슈 등에 대한 민간부문

과 정부의 효과적인 다리 역할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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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

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의 의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은 한국경제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한국은 동북아의 국제금융센터가 됨으로써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도 막대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국제금융센터 추진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 방안

한국은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한 경제규모, 구조조정경험, IT인프라 등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선의 미흡,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정부기관과 투자자들의 금융허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은 국제금융센터로의 추진전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성공적으로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

제체계 개선, 시장진입장벽의 제거 등의 정책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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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

국제금융센터의 비전

국제금융센터의 추진은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임

2015년경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의 입지를 구축할 경우,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혁

신을 통한 글로벌 금융체제가 확립될 것임

금융부문의 선진화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

융부문의 추가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됨

모든 경제 주체가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면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국가에서 미래의 동북아경제를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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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