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목)

북경사무소

현 지 정 보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중국 금융시장의 반응 및 평가
[ 중국 금융시장 반응 ]

의 정책금리 인하(25bp) 인하 발표 이후 10.31일(목) 중국 금융시장
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주가와 금리는 소폭 하락(13:00시 현재)
① 주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주요국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취소 등의 영향으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됨에 따라 소폭 하락

□ FOMC

*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로 인한 내부 혼란을 이유로 11.16~17일
예정됐던 APEC 개최 포기를 선언
10.29일
30일
31일 *
￭ 상해종합지수
2,954.2[-0.87%]
2,939.3[-0.50%]
2,936.8[-0.09%]
￭ 심천종합지수
1,642.7[-0.94%]
1,628.6[-0.87%]
1,626.1[-0.15%]
*

일은 13:00 현재

* 10.31

②

￭
￭

위안화 가치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전일 미 달러화 약세, 인민은행
의 고시환율 절상 등의 영향으로 강세

위안화 종가*
인민은행 고시환율
* 10.31

③

일

10.29
7.0637[-0.03%]
7.0617[+0.21%]

일은 13:00 현재

일

30
7.0584[+0.08%]
7.0582[+0.05%]

일

31 *
7.0397[+0.26%]
7.0533[+0.07%]

국채금리는 단기물은 상승한 반면 중‧장기물은 FOMC의 금리 인하,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년물
년물
년물

￭1
￭5
￭ 10

* 10.31

일

10.29
2.6369[+0.51]
3.0839[+2.06]
3.3029[+1.05]

일

일은 13:00 현재, [ ]내는 bp

30
2.6644[+2.75]
3.1239[+4.00]
3.3125[+0.96]

상해종합지수

위안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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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1 *
2.6750[+1.06]
3.0650[-5.89]
3.3038[-0.87]

[ 인민은행의 반응 ]

인민은행은 최근 시중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10.31일(금)
공개시장조작을 미실시

□

*

*

인민은행은 지난주(10.21~25일)중 역RP를 이용하여 총 5,900억위안의 7일물 자금(금리
2.55%)을 공급한 바 있으나, 금주에는 월말 재정자금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역RP
지원을 자제

인민은행은 지난 7월 및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시에도 정책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
ㅇ 한편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이후 기준금
리를 0.25%p 인하한 2.00%로 고시(10.31일)

ㅇ

18.9.27

12.19

19.1.31

3.21

5.6

6.19

7.31

9.19

10.31

￭미 연준

+25bp

+25bp

동결

동결

동결

동결

-25bp

-25bp

-25bp

￭인민은행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 시장 평가 및 전망 ]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ㅇ 지난 7월 및 9월의 두차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보험
성격이 강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데다,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9%로 시장예상치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2/4분기(2.0%)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과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
지됨에 따라 12월중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음(广发证券)
ㅇ 금번 FOMC 결정문에서 “성장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采取恰当行动)”이라는 문구가 “적절한 금리경로를 모색할 것
(评估未来合适路径)”으로 바뀐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정책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兴业证券)
□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외부적 제약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나, 시장에서는 중국의 정책
금리가 단기간에 인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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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6%에 머물면서 4/4분기 및 내년도 중국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중국
정부의 정책여력이 늘어난 만큼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中国

ㅇ 3/4

*

人民大学副校长刘元春)
*

주요 기관의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4/4분기 성장률이 6%를 하
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2020년에도 주요 기관 모두 5% 후반대를 예상
(OECD(9월): 5.7%, World Bank(10월): 5.9%, IMF(10월): 5.8%)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확대, 위안화 가치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단기간내에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野村证券)

ㅇ

*

*

인민은행은 10.21일 10월 대출우대(LPR)금리를 전월과 동일하게 고시(1년 4.20%, 5년
4.85%)한 바 있는 데 이는 ① 기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 확인
②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 ③ 위안화 가치 및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고려한 조
치로 해석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개최된 3/4분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향후 명목GDP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의 통화공급 및 사회총융자 증
가를 추진하고 무분별한 통화팽창에는 유의(不搞“大水漫灌”)할 것이
라는 견해를 밝힘
― 시장에서는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실질 대출금리
인하유도 및 자금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며 시장에서는 향후
대출우대금리(LPR)의 시장적용범위 확대 등 개혁작업 지속, 선별적
지준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

―

*

*

□

일부에서는 당국이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하고 있
다는 점에서 대출우대금리(LPR)가 연내에 인하될 가능성을 제기(中信证券)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자본유출 우려 완화 , 자산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 등으로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된 데다 금번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
으로 중국에서의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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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 연준의 세 차례의 연속적인 정책금리 인하,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등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中信证券)

한편 10.11일 미‧중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후 소폭 강세를 보이던 위안화는
11월 중순(16~17일)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향후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ㅇ 다만 미국은 APEC 무산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미‧중‘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중국도 무역협상에 적극
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단계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위안화 가치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

중국 상무부는 일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단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과정도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미‧중
양측은 원래 계획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10.31

,

―

다만 1단계 합의가 무산되거나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실시될 경우에는 양국간 금리격차 축소 등으로 위안화 약세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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