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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인민은행,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전망

인민은행 류궈창(刘国强) 부총재, 쑨궈펑(孙国峰) 통화정책국장은 국무원
정책브리핑(8.25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통화정책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ㅇ 최근 금융시장에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된 데 대해, 인민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적극 대처할 방침
ㅇ 한편 디지털화폐 출시 임박과 관련하여 아직 연구중이며 공식적인
출시일정표는 현재 없다(数字人民币正式推出没有时间表)고 발언

◆

1

코로나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

인민은행은 실물경제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준율, MLF, 공개
시장운영, 재대출‧재할인 등 모든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충분한 유동
성을 공급하고 시장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稳健的货
币政策)으로 적절하게 대응
ㅇ MLF(중기유동성지원제도) 및 공개시장입찰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우대금리
(LPR) 및 기업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ㅇ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천억위안의 특별재대출 및 5천억위안의 재대출
‧재할인에 이어 1조위안의 재대출 ‧재할인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만기연장 및 신용대출 확대 등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여 중소
기업 지원(精准滴灌)
ㅇ 금리인하와 함께 신용평가 및 각종 수수료 감면 등 경제주체들이 부담
하는 실질 금융비용 인하를 도모
ㅇ 정책성은행의 제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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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주요 정책 방향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정책불확실성 축소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

월 통화량 및 대출증가규모가 둔화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 인민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등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변하지 않을 것임(三不变)을 강조

□ 7

월 M2 증가세는 10.7%로 전월(11.1%)보다 낮아진 가운데 신규 위안화대출(9,927억위안,
전월 1.8조위안), 사회총융자증가규모(1.7조위안, 전월 3.4조위안) 모두 증가세 둔화

*7

M2 및 위안화대출

사회총융자규모 증감

자료 : 인민은행

자료 : 인민은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의 기본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실물경제 회복을 지속 지원
② 시중 유동성 규모는 유연하고 적절(灵活适度)한 수준으로 유지, 즉 시중 유동
성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도록(既不让市场缺钱，也不让市场的钱溢出来) 합리
적인 수준에서 관리
③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非常规
货币政策)을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인 통화정책(正常货币政策)으로 대응
①

―

이에 따라 중국은 여타 주요국에서 거론되는 출구전략과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不存在所谓的退出问题)고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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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지난 6월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 과는 어조가 다소
달라진 것으로 이후 시장에서 긴축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인 것으로 파악
*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후유증과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한
정책수단을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들이는 것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6.18일
상하이 금융전문가 포럼(陆家嘴))

* “

쑨궈펑(孫國峰) 통화정책국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통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각종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해야 한다(货币政策需要以更大的确定性应对各种不确定性)는 점을 강조

⇒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심화

월 LPR제도 개선 이후 LPR이 금융기관 대출금리 산정의 주요 기준
금리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금금리의 시장화 및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 최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아울러 중앙은행의 정책금리(MLF금리) 변화가 LPR 변화로 신속히 이어
지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및 전달효율도 크게 향상

□ 2019.8

제도 개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LPR(1년) 금리는 3.85%로 40bp가 인하
되었으나,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1년)는 4.68%로 64bp 인하되어 LPR
하락폭을 상회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이 경감

□ LPR

최근 LPR 금리

LPR 개혁 이후 금리 인하폭

자료 : 인민은행

⇒

자료 : 인민은행

향후 금융기관의 LPR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LPR과 정책금리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LPR 개혁을 심화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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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컨대 시중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더욱 밀접하게 변동
하도록 금리의 시장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현재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간
이원화된 금리결정 체계의 일원화(两轨合一轨)를 추진

 금융부문 수익이전 등을 통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중국정부는 금년중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降低利率、减少收费) 등을 통해
금년중 약 1.5조위안의 기업부담을 덜어줄 방침
ㅇ 금년 1~7월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금융부문 수익의 실물경제로
이전규모가 약 8,700억위안 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6천억위안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경감조치를 실시

□

*

*

금리인하 4,700억위안, 신용대출 및 만기연장 등 1,335억위안, 수수료 절감 2,045
억위안, 기업구조조정 지원 660억위안 등

향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보
감회를 중심으로 은행 및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을 강화할 계획

□

*

*

금년중 362개 은행 및 1,273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실시

 중소기업 지원역할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대출금리 하락 등 대출구조
도 개선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

□

*

월 기준 금융포용성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3.73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신규대출 금리는 5.94%로 전년대비 0.76%p 하락

* 2020.6

향후 중소기업 대상 신용정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ㅇ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
대출‧재할인 등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맞춤
효과를 강화(提高政策的直达性和精准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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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폐 출시는 현재 미확정

인민은행은 2014년 이후 디지털화폐(数字货币,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DCEP)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파일럿테스트를 진행중
이며 CBDC 의 출시는 현재 미확정이라고 설명

□

*

**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 및 동계올림픽 개최현장 등에서 4대
국영은행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의 안정성, 편의성 등에 대한 내부적인 비공개
파일럿테스트가 진행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일반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의미
하며, 인민은행은 이를 DCEP로 명명
*

ㅇ

일각에서 CBDC의 발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데 대해 인민은
행은 향후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등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지만
현재 디지털화폐의 공식적인 출시일정표는 없다(数字人民币正式推出没有时
间表)고 재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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