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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 전환 및 시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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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내용 및 배경

인민은행은 11.5일(화) 대출우대금리(LPR) 산정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금융
기관에 대한 주요 유동성 공급수단인 중기유동성지원제도(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의 금리(1년 만기)를 5bp 인하하여 2016.3월(3.0% → 2.75%) 이후
3년 8개월만에 금리 인하 정책을 공식 개시
ㅇ MLF금리(1년)는 기존 3.30%에서 3.25%로 조정되었으며 총 4천억위안의
자금이 추가로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ㅇ 금리 인하 폭이 5bp로 미미하지만 그동안 선별적 대출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인민은행의 금융완화 수단에 금리 인하 정책이 추가되는 등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미 ‧중 무역분쟁으로 경기하강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10.30일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한 데다 중국의 근원인플레이션율 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경기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확보
□

*

* 2017.12

월 2.2% → 2018.12월 1.8% → 2019.3월 1.8% → 6월 1.6% → 9월 1.5%

최근 MLF 금리추이(1년)

중국의 주요 정책금리 현황

(2019.11.5일 현재)

(2019.11.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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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반응

인민은행의 MLF금리 인하(5bp) 이후 11.5일(화)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
ㅇ 위안화 환율은 MLF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여 8.5일 이후 처음으로 7위안 이하로 하락(종가 6.9975)

□

*

*

위안화 종가
인민은행 고시환율

￭
￭

ㅇ

일

11.1
7.0376[-0.04%]
7.0437[+0.14%]

일

4
7.0302[+0.11%]
7.0382[+0.08%]

일

5
6.9975[+0.47%]
7.0385[0.00%]

주가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로 향후 경기부양책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장중 한때 3천포인트를 상회(장중
최고치 3,008.3)하는 등 상승 (+0.54%)
￭
￭

ㅇ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을
위해 기존 관세 일부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일

11.1
2,958.2[+0.99]
1,637.0[+1.29]

금리는 MLF 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
년물
년물
년물

￭1
￭5
￭ 10

상해종합지수

자료 : WIND

일

11.1
2.6576[-0.72]
3.0639[-1.71]
3.2757[-1.23]

일

4
2,975.5[+0.58]
1,646.7[+0.59]

일

4
2.6654[+0.78]
3.0896[+2.57]
3.2954[+1.97]

일

5
2,991.6[+0.54]
1,655.6[+0.54]

일

5
2.6654[0.00]
3.0598[-2.98]
3.2454[-5.00]

위안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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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가 및 전망

시장참가자들은 전일 인민은행이 주요 정책금리 중 하나인 MLF금리를 인하
한 것에 대해 다소 의외(意外的惊喜)라는 반응*

□

*

ㅇ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10월에는 LPR이 동결된 바 있어, 11.5일 MLF 금리
인하는 시장예상을 벗어난 서프라이즈라고 판단(野村證券)

당초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201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
의 영향 등으로 최근 M2, 사회융자총액 등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2019.10월 LPR 동결 ,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등을 감안할 경우 정책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둔화 되고 있고, 특히 10월에는 공식제조업 PMI지수가 금년
2월 (49.2)이후 최저치 (49.3)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민은행의 MLF금리 인하는 경기둔화세 완화조치로 필요했
다는 평가가 대부분

□

*

*

중국의 GDP 성장률 : 18.4/4분기 6.4% → 19.1/4분기 6.4% → 2/4분기 6.2% → 3/4분기 6.0%

ㅇ

아울러 인민은행이 수차례 강조한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실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시중유동성 확대 뿐만 아니라 정책금리 인하가 불가피
금리는 중국의 사실상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대출우대금리(LPR)의
베이스금리 역할을 하므로 MLF금리 인하로 11.20일 고시예정인 LRP도 낮
아질 것으로 예상

ㅇ MLF

*

*

시장에서는 11월 LPR이 5~10bp 인하될 것으로 기대(中信证券)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MLF금리 인하로 인민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투자심리 회복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民生银行)

ㅇ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더불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도 추가 하락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