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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2019년 2/4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경기판단 :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
□ 2019년 들어 글로벌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해지고 경기하강 위험에
직면(面临下行风险)
ㅇ 미국은 여타 선진국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
으나 2/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은 개선세를 보였
으나 하방위험이 존재하고, 일본경제는 변동성이 증가하였으며, 영국경제
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누증

□ 2019년 상반기중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ㅇ 소비, 투자 및 제조업 생산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수지가 확대되고, 고용사정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2019년 2/4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 I )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거시
전망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글로벌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
하였으나 개선세가 견고하지 못함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는 하방위험이 존재
▪양호한 출발(开局平稳)
▪성장모멘텀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 문제가 내재
▪제조업,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
및 투자의 안정적 성장세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에 의존
▪글로벌경제의 성장세 약화
▪저금리하에서 정책금리 조정여력
약화,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재정
정책 여력 약화
▪무역분쟁, 정책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경제성장의 취약성
증대

▪글로벌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해지고
경기하강 위험에 직면
▪외부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적 성장세(稳中有进)
▪소비, 투자가 안정적 증가세, 무역수지
확대
▪제조업의 안정적 증가세, 3차산업의
비중 증가, 고용사정 대체로 양호,
소비자물가의 완만한 상승
▪글로벌경제 성장모멘텀 약화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움
▪무역분쟁, 정책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정치적 위험
등 외부불확실성 증가
▪물가는 안정적이나 불확실성은 증가

□ 향후 세계경제는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모멘텀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누적된 문제와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구조개혁 및 대외개방 확대 정책, 확장적인 재정정책 및 완화적인 통화
정책 등의 실시 영향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2. 최근 통화정책운영 상황 : 완화적인 정책 지속
□ 인민은행은 무역분쟁 지속 등에 따른 경제성장세 하락 압력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한 역주기정책의 일환으로 중소‧민영기업 및 중소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을 지속
ㅇ 지급준비율 인하, TMLF 등을 통해 중소‧민영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시장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도
― 2019.1월 지준율을 1%p 인하한 데 이어 5월에는 농촌상업은행(农村
*
商业银行)의 지준율을 세 차례(5.15일, 6.17일, 7.15일)에 걸쳐 8%까지 인하
* 이러한 조치로 약 3천억위안의 자금이 추가로 금융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추산

―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자금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TMLF*(定向中期借贷便利,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8,226억위안을 공급(1월 2,575억위안, 4월 2,674억위안, 7월 2,977억위안)
* TMLF는 만기가 최장 3년으로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에 유리하
고 대출금리는 연 3.15%로 기존 MLF(1년, 3.30%)에 비해 0.15%p 낮음

ㅇ 중소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여력 확충
등을 위해 재할인(2,000억위안) 및 SLF 한도(1,000억위안)를 증액(6.14일)하
고 아울러 소액재대출한도(500억위안)도 증액(7.3일)
⇒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2019년 상반기중
사회융자규모 증가폭(13.23조위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19.6월말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5.66%로 3월말 대비 0.03%p, 전년동기대비
0.28%p 하락

ㅇ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영구채(永续债)와 중앙은행 발행 증권간 스왑을 허용하는
중앙은행증권스왑제도*(央行票据互换工具, Central Bank Bills Swap, CBS)를 활용
하여 금년중 3차례에 걸쳐 총 9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원
* 2019.1월 15억위안, 6월 25억위안 및 8월 50억위안 등

ㅇ 거시건전성평가(MPA: Macro-Prudential Assessment, 宏观审慎评估)시 중소･민영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등을 추가*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개선
* 2019년 1/4분기에는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및 신용대출실적을 추가한 바 있음

ㅇ 홍콩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을 지속함으로써 위안화 환율
안정과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
* 2018.11월 및 2019.2월 각각 20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2019.5월
200억위안, 6월 30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 한편 미국의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침(10%) 등으로 시장환율이 약 11년만에 7위안을
상회하자 인민은행은 8.14일 추가로 30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

ㅇ 재할인‧재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가경제의 중요부문 및 농촌, 중소
‧민영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바오상은행에 대한 인수관리를 5.24일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리스크 확산을 방지
최근 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운용 상황
구분
▪지준율 인하
(定向降准)
▪중소은행 지원

▪구조적 통화정책도구 활용
(结构性 货币工具)

내용
- 2019.1월 : 1.15일 및 1.25일 각각 0.5%p씩 총 1%p 인하
- 2019.5월 :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을 세 차례에 걸쳐 인하
- 재할인(2,000억위안) 및 SLF 한도(1,000억위안)를 증액(6.14일)하고
아울러 소액재대출한도(500억위안)도 증액(7.3일)
- 중소‧민영기업에 장기 저리 자금공급을 위해 TMLF를 적극 활용
- 취약부문 등에 대한 재대출‧재할인 제도 활용
- 중앙은행증권스왑제도(央行票据互换工具, Central Bank Bills
Swap, CBS)를 활용하여 상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 보혜금융 활성화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개선
(完善宏观审慎政策)

- 거시건전성평가시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평가, 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위안화 가치 안정

- 홍콩에서의 위안화 채권 발행 지속(2019.2월, 5월, 6월, 8월)

▪금융리스크 방지
자료: 인민은행

-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오상은행에 대해 인수관리 개시(5.24일)

3. 향후 정책 운영방향 : 6가지 분야에 중점
□ 2019.3/4분기 이후 통화정책은 역주기조절 정책을 지속하고 중소‧민영기업
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 및 융자원가 인하 등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
하는 가운데 금융측면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의 6가지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
ㅇ 중소형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적기에 해소하고 금융리스크의 전
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금리를 안정시
켜나가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경기대응을 위한 역주기 조절역할을 지속
ㅇ 영구채 발행지원 및 중앙은행증권 스왑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등 상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거시건전성 평가제도(MPA)를 활
용하여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구조개혁 촉진 및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통화 및 신용
정책의 역할을 강화
ㅇ 선별적 지준율 인하, 선별적중기유동성지원제도(TMLF), 재할인‧재대출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첨단제조업, 교육‧건강‧연금시장 등 신소비 분야, 징진지*(京津冀)‧일대
일로(一带一路)‧서부개발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북경시(京), 텐진시(津), 하북성(冀) 지역을 수도권으로 통합 개발하고 도시별로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수도권 종합 개발프로젝트

ㅇ 부동산에 대한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정책을 단기적인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
 금리자유화 심화,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개혁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ㅇ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고 중앙은행 기준금리
의 지표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금리형성 메커니즘을 개선
ㅇ 시장친화적인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심화시키고 통화바스켓을
참고하되 외환시장의 수급에 바탕을 둔 변동환율제도를 더욱 보완
― 필요시 거시건전성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심리를 안정시
키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유지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개혁 및 리스크 방지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개선
ㅇ 영구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상업은행의 자본확충을 도모하고
민영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
ㅇ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채권발행 및 국내투자자의 해외채권 발행을 지원
하고 채권시장의 발행, 청산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유통시장
을 활성화시키고 채권투자 환경을 개선
ㅇ 채무불이행 채권에 대해 효과적인 시장청산 처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리스크의 전염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및 신뢰를 보호
 금융측면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 개방확대,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서
비스 기능 향상
ㅇ 대형상업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사회‧주주총회‧감독
당국 등의 관계 정립을 통하여 효율적 의사결정, 견제와 균형, 리스크
통제역량 강화 등을 달성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중대 금융리스크의 예방 및 해결에 노력
ㅇ 지방 금융감독 협조체제 개선, 구조적 디레버리징 촉진, 금융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가 방지, 금융기관 자체적인 리스크 대응력 제고,
금융개방 촉진, 시스템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 등

2019년 2/4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 II )
2019년 1/4분기

2019년 2/4분기

▪시중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은행 시스템내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준에서 안정적, 자본이동 균형유지
▪단기금리 하락세 및 거래량의 빠른 증가세
▪국채발행금리 안정, 공사채 발행금리
지속 하락, 채권거래 및 채권발행규모 증가
- 국채수익률곡선의 하향 이동
▪어음대출 빠른 증가 및 낮은 이자율 수
준은 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
▪주가 상승, 거래규모 증가, 발행량 감소
▪외환스왑거래량 빠른 증가

안정적, 자본이동 균형유지
▪단기금리 하락세 및 활발한 거래량
▪국채발행금리 안정, 공사채 발행금리 하
락, 채권거래 및 채권발행규모 증가
- 국채수익률곡선의 상향 이동
▪어음대출 빠른 증가 및 이자율의 변동성
소폭 증가
▪주가 하락, 거래규모 및 발행량 증가
▪외환스왑거래량 빠른 증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역주
기조절정책을 적절히 실시,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금리
수준 유지
▪통화 및 신용정책의 경제구조조정 및 실물
경제 지원역할 강화
▪금리자유화의 심화,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
개선 등 금융규제의 매커니즘을 개선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성장, 구
조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공급측 구조개혁, 대외개방 확대,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
▪중대 금융리스크 방지 및 해결

통화
공급
충분히 공급
정책 ▪금융기관 대출의 빠른 증가
▪금융기관 대출의 빠른 증가, 대출이자율 하락
▪통화량 및 사회융자규모 완만한 증가
운용 ▪통화량의 완만한 증가
개황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 ▪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금융
환경

향후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
제상황에 따른 시의성있는 미세조정을
실시하고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
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금리수준 유지
▪구조개혁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금리자유화의 심화, 위안화 환율결정 방
식 개선 등 금융규제의 매커니즘을 개선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성장,
구조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금융공급측 구조개혁, 대외개방 확대, 경
쟁촉진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
▪중대 금융리스크 방지 및 해결

자료: 인민은행
<참고>

인민은행의 선별적 지급준비율 정책(三档两优)

□ 인민은행은 은행규모별로 차별적인 지급준비율을 적용(三档)하고 있으며, 취약
부문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보혜금융 등의 지원실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준비율 적용시 우대(两优)하는 지급준비율 제도를 운영중
三档
∎대형은행: 13.5%
ㅇ 대형상업은행 및 우체국예금
∎중형은행:11.5%
ㅇ 주식제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
은행, 외자은행
∎소형은행: 8%
ㅇ 농촌신용사, 농촌합작사, 촌진은행, 현급
농촌산업은행

两优
∎보혜금융 대출조건 충족시 지준율 우대
ㅇ 대형 및 중형은행이 취급한 보혜금융이
*
일정기준 충족시 정해진 지준율보다
0.5%p 혹은 1.5%p 우대
* -0.5%p : 전년도 보혜금융 신규대출실적이
신규위안화 대출실적의 1.5% 이상, 혹은
전년말 보혜금융 대출잔액이 위안화 대출
잔액의 1.5% 이상
* -1.5%p : 전년도 보혜금융 신규대출실적이
신규위안화 대출실적의 10% 이상, 혹은
전년말 보혜금융 대출잔액이 위안화 대출
잔액의 10% 이상
∎지방(현급) 은행이 예금 신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방소재 대출자금으로
사용시 정해진 지준율보다 1%p 우대

4. 시장 평가
□ 시장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경기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통화정책 집행시 역주기조절(逆周期调节)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되나 큰 폭의 양적완화(总量放松)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中信证券)
ㅇ 이번 보고서에서도 통화량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를 재차
사용(把好货币供给总闸门，不搞“大水漫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양적완화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완화정책(선별적 지준율 인하,
TMLF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东吴证券)

ㅇ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 디레버리징
(结构性去杠杆)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재차 강조된 점으로 볼 때 여섯가지 안정정책*(六稳)이 더욱 중시될 전망
(民生证券)
*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여섯가지 정책으로 고용,
금융, 무역, 외국인투자, 투자 및 예측가능성 등 6개 분야의 안정성을 도모(稳就业,
稳金融, 稳外贸, 稳外资, 稳投资, 稳预期)

ㅇ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주기조절 정책을 펼치는데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东莞证券)
ㅇ 구조개혁이 지속되고 선별적 지준율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도 인민은행의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겠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하지 않는 한 통화정책 여력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조치가 임박하게 실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光大证券)
□ 일부 신용도가 낮은 중소은행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인민은행은 영구채 발행지원 등 상업은행의 핵심 1급 자본을 확충하도록
계속 유도할 전망(东莞证券)
□ 중소‧민영기업의 대출이자율 인하, 중소은행의 유동성위험 완화 및 금리
자유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兴业证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