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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적용대상 확대 및 시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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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발표 내용

인민은행은 2019.8.20일 도입한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LPR 적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12.28일)
① 대출자는 은행과의 협상 (协商)을 통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LPR로 전환하거나 고정금리대출로 변경할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금리전환은 한 번만 가능하며, 대출만기가 얼마 남지않아 마지막 금리
조정기에 있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전환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전환작업은 2020년 3월 1일에 시작되며 원칙적으로 2020년 8월 31일
전에 완료하여야 함
③ 기업대출 및 개인대출의 전환후의 대출금리 수준은 양 당사자간 협의
를 통해 확정되며, 상업성개인주택대출(商业性个人住房贷款)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전환 당시에는 이자율 수준이 변하지 않아야 함

□ (주요 내용)

*

년말까지는 전환 당시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가장 최근 달의 해당
만기 LPR과 각 금리갱신일의 가산금리로부터 이자율 수준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하게 됨

* 2020

LPR 적용대상 확대 내용

적용
범위

실시
시기

기존

변경 후

신규 변동금리 대출시는 LPR을 기준금리
로 사용해야 함

(좌동)

-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전환기간내에 LPR
적용 방식 대출로 전환하거나 고정금리 대
출로 변경 가능

신규 고정금리 대출시는 LPR을 참고금리
로 활용

(좌동)

2019.8.20일

2020.3.1~2020.8.31일

월 신LPR 도입 이후 신규대출의 약 90%
는 신LPR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고 있으나, 기존 변동금리대출(存量浮动利
率贷款)은 여전히 대출기준금리 (贷款基准利率)를 기준금리로 사용함에 따라
시장이자율 변화 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자 및
금융기관 쌍방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

□ (LPR 적용대상 확대 배경) 2019.8
*

**

인민은행이 설정하는 대출기준금리는 2015.10월 이후 4.35%(1년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 1년만기 및 5년만기 LPR은 각각 4.15% 및 4.80%로 2019.8.20일 신LPR 제도 도입이후 각각
16bp 및 5bp 인하되었음
*

최근 LPR 동향
5.0

중국의 주요 정책금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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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인민은행의 LPR적용 확대조치로 실물경제 주체들
이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인하 됨에 따라 경기부진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

*

ㅇ

시장에서는 LPR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MLF금리가 2020년에 추가(20~30bp)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이번 조치로 LPR이 기존 변동금리대출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실
상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인민은행의 정책금리(MLF, RP 등) 인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연동되는 LPR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ㅇ

다만 정책당국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 가 강하고 이미 신규대출중 90%
이상이 LPR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제기
*

*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을 것(不将房地产作为刺
激经济的手段)이라는 정책기조 하에“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房子是用来住的, 不是用来炒的定位)”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참고>

기존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LPR 적용 확대조치(전문 번역)
(存量浮动利率贷款定价基准转换)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기존 변동금리대출(存量浮动利率贷款)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대출
기준금리(贷款基准利率)를 적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맺은 변동금리 대출(개인 공적금 주택대출
은 제외)을 말함
(2) 2020년 3월 1일부터 금융기관은 기존 변동금리대출 고객과 금리전환 조건 등을 협상해야 함.
최초 계약에서 합의된 금리산정 방법을 고정금리 혹은 LPR에 가산금리(음수일 수도 있음)
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ㅇ 가산금리는 남은 계약기간중 고정되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환할 수
도 있음. 금리전환은 한 번만 가능하며, 최후의 금리조정기에 있는 기존 변동금리대
출의 이자율은 변환되지 않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기존 변동금리대출의 LPR참고방
식으로의 변환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3) 기존 변동금리대출의 가산금리는 LPR로 변환되며, 상업용개인주택대출(商业性个人住房贷
款)을 제외하고는 가산금리가 대출자와 금융기관간 협상 (协商)을 통해 결정됨
ㅇ 상업용개인주택대출의 가산금리 (加点数值)는 최초 계약의 최근 실행된 이자율과 2019년
12월에 발표된 해당만기 LPR과의 차이에 해당함
(1)

*

사례) 최초 계약의 실행금리가 5.39%이고 2019년 12월 5년물 LPR이 4.80%인 경우 가산금리은 0.59%

*(

전환시점부터 그 이후의 첫 번째 금리갱신일까지의 이자율 수준은 계약당시 이자
율의 최신 수준(2019년 12월 해당만기의 LPR 및 가산금리 합)과 같아야 함
― 첫 번째 금리갱신일 이후에는 가장 최근 달의 해당만기 LPR과 각 금리갱신일의
가산금리로부터 이자율 수준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하게 됨
(4) 금융기관과 고객은 협상을 통해 금리전환 주기 및 기준일을 재결정할 수 있으며, 상업
용개인주택대출에 대한 금리재산정의 최소기간은 1년임
(5)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전환된 이자율 수준은 대출자와
금융기관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다만 전환 후 상업용개인주택대출이자율은 최초
계약에 의해 가장 최근에 실행된 이자율 수준으로 결정
(6) 금융기관은 웹 사이트 공고,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뱅킹 등을 사용하여 기존
변동금리대출고객에게 금리조건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경된 사항을 알림으로
써 대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함
(7) 인민은행의 각 지점은 현지금융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변동금리대출이
LPR 참고방식으로 순조롭게 전환되도록 할 방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