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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혁신기업 전용증시인
‘커촹반’ 개설 발표
2019. 02. 15.

작성 ▎이한나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1월 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혁신기업 전용증시인 커촹반
(科創板)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1)
- 18년 11월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커촹반 출범과 주식발행 등록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
- 당시 시주석은 상하이를 글로벌 금융 및 과학기술혁신 센터로 육성할 것을 강조하며 커촹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함.
표 1. 중국 증권거래시장 구조
상하이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커촹반

메인보드

선전증권거래소
SME

ChiNext

설립일

1990.12

2019년 예정

1991.07

2004.06

2009.10

상장기업
유형

국유기업,
대기업

성장형 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企)

국유기업,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벤처기업

장외시장
NEEQ
2006.01
(시범)
2013.12
(전국)
성장형
벤처기업

주: 장외시장에는 신삼판(NEEQ) 외 지역단위 장외시장(省별 지분거래소 등)이 있음.

☐ 이번‘실시의견’에서는 커촹반의 주력 상장업종을 명시하고, 과학기술혁신기업의 특징에
맞게 상장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함.
- 주력 상장업종은 차세대 IT,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바이오 의약 등 첨
단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이를 중점 지원
ㅇ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인공지능 등과 제조업의 융합 추진을 강조

- 커촹반의 상장요건을 기업의 과학기술혁신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을 가능토록 함.
ㅇ 기존 중국 증시와는 다르게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적더라도 R＆D 투자를 많이 하거나, 기술·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장이 가능할 것2)

1) 中国证监会(2019.01.30.),「关于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的实施意见」;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2) 기존 메인보드는 최소자본금(3,000만 위안), 순이익(3년 누적 3,000만 위안), 존속기간(주식회사 설립 후 3년 이상)
등에 관한 상장 요건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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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촹반의 상장요건(초안)
기업 구분

성장 요건

예상 시총 10억 위안 이상

최근 2년 순이익 5천만 위안(누적)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순이익을 실현하고, 매출액이 1억 위안이상인 기업

예상 시총 15억 위안 이상

최근 1년 매출액이 2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중이 매출액에 15%이상인 기업

예상 시총 20억 위안 이상

최근 1년 매출액이 3억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이 1억 위안(누적) 이상인 기업

예상 시총 30억 위안 이상

최근 1년 매출액이 3억 위안 이상인 기업

예상 시총 40억 위안 이상

주요 업무나 상품이 국가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고, 시장규모가 크며,
현재 성과가 있고, 유명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

자료: 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上市规则(의견수렴안)을 바탕으로 작성.

ㅇ 또한 거래 촉진을 위해 일일 상·하한가 제한폭을 20%로 확대(메인 보드의 경우 10%)하고, 상장 후
5거래일간 상·하한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커촹반 개설과 함께 서류 심사를 거쳐 상장되도록 하는 주식발행 등록제를 커촹반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
ㅇ 등록제의 기업심사는 상하이거래소가 담당하고, 증감회가 이를 확인하여 등록을 진행

☐ 이번 커촹반 개설과 주식발행 등록제(시범) 실시는 시장개혁에 있어 새로운 중요 조치로
평가되며, 빠르면 3월 중에 시행될 전망
- 전문가들은 커촹반 개설을 혁신기술 개발과 실물경제 지원의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함.
- 또한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채널과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상하이의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주식발행 등록제를 커촹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시장 감당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시범 실시한 뒤 점차 확대 실시할 것임.
- 現 증감회와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운영 관련 정책초안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2월 20일까지)
이며, 이후 구체적인 세칙들을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2월 말~3월 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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