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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 [검토

배경] 중국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 2016년 157.6%

→ 2019년 151.9% → 2020년 162.3%

ㅇ 또한 미·중 갈등으로 중국기업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유기업 디폴트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 중국 기업부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중국 기업부문 부채 현황]
ㅇ (최근 동향 및 정부 대응)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주요국 및 신흥국
대비 높은 수준

▪ 2016년

이후 정부 구조조정으로 둔화되던 기업부채 증가세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다시금 확대

▪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등 구조조정 노력을 재개
ㅇ (주요 특징)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유
기업 부채 및 레버리지 규모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편

▪ 한편 미 중 갈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약화로 당국 대출 지원이
·

늘어나면서 민간 및 소기업 부채도 급증

▪ 다만 대부분이 위안화부채로 외화부채는 양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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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① 과도한 부동산 기업 부채
(

)

그간 부동산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기업이 여타 부문보다 부채 수준이 높은 반면 수익성은 낮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험이 향후 확대될 소지

②

(지방정부융자기구(LG FV)

취약성) LGFV* 부채가 지방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 지방정부 공여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으로 국유기업으로 분류

▪ 서남부지역

등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부각

되면서 성장이 제약될 우려

③

(한계기업

정리 지연) 코로나19 이후 당국 유동성 지원으로 부채가 늘어나

면서 한계기업 정리가 지연

▪ 정부주도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기업부실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

◆ [평가 및 시사점] 주요 기관들은 정부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Goldman Sachs, JPM, Nomura, Fitch 등)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중국기업 투자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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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기업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와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기업부채가 재차 큰 폭 상승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 2016년 157.6%

▪

→ 2019년 151.9% → 2020년 162.3%

2020년말 전세계 기업부채중 중국 비중은 29% 정도로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채 증가분의 약 53% 를 차지

□미중
·

갈등으로 중국기업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국유기업의

디폴트 사태* 등으로 중국기업의 과잉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 2020.4/4~21.1/4분기중 칭화유니그룹 등 18개 국유기업에서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

ㅇ 이러한 과다부채 문제는 중국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을 통해 우리
나라

對중국

* 수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對중국

비중 : 2000~08년 19.3%

→ 2009~20년 25.3%

⇒ 중국 기업부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자료: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가통계국

전세계 기업부채 현황

자료: I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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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중국 기업부문 부채 현황
최근 동향 및 정부 대응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2020년말 162.3%)이 주요국 및 신흥국 대비

높은 수준
ㅇ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한 가운데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 구조조정 노력도 진행 중
( 최근 동향 )

□ 중국의 기업부채(비금융기업 기준)는 2020년말 GDP대비 160%를 상회하는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2007

2010

2013

2016

2019

2020

▶ 기업부채/GDP 비율

96.1

120.6

136.1

157.6

151.9

162.3

▶ GDP 성장률

14.2

10.6

7.8

6.8

6.0

2.3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사회과학원

ㅇ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2020.3/4분기말, 163.1%)이 미국(83.5%), 일본(114.2%)
등 선진국(101.3%)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신흥국(115.2%) 평균도 크게 상회*
* 중국보다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350.3%), 아일랜드(184.4%)
등 5개국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 소재지

▪ 특히 가계(61.1%) 및 정부(60.9%) 대비 기업부문의 부채가 두드러지는 상황
부문별 부채비율1)

주요국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자료: BIS

주: 1) 2020.3/4분기말 기준
자료: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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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후 공급측 구조조정 으로 둔화되던 기업부채 증가세가 코로나
*

19 충격으로 다시금 확대(2016년 157.6%

→ 2018년 151.0% → 2020년 162.3%)

* 2016년 이후 철강, 석탄 등 과잉설비 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라 동 분야 부채비율이
상당폭 하락( <참고 1> 「철강 및 석탄산업 구조조정 현황」)

ㅇ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당국의
완화적 정책기조*가 더해지며 기업 차입이 빠르게 증가

→

* 통화정책 : MLF(2019.10월 3.30%
2020.4월 2.95%) 및 LPR 금리(2019.7월
4.31%
2020.4월 3.85%) 인하,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등

→

→

재정정책 : 재정적자 비율 상향(2019년 2.8%
2020년 3.6%), 지방채 발행 한도
증액(2019년 2.15조위안
2020년 3.75조위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조기 집행 등

→

▪ 이에 따라 기업의 총자산수익률(2016년 6.6% → 2020년 5.1%)이 하락하고
상장기업 중 적자기업(2018년 11.5%
1미만 기업(14.8%

→ 2020.3/4분기 14.4%) 및 이자보상배율

→ 19.3%) 비중이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 총자산수익률(ROA)

2016
6.6

2017
6.7

2018
6.2

2019
5.5

2020
5.1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기업부채 규모 및 증가율

자료: 중국사회과학원, 자체 시산

MLF 및 LPR 금리1)

주: 1) 1년물 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취약기업 비중1)

주: 1) A주 상장 비금융기업 기준
자료: WIND, 자체 시산

( 정부 대응 )

□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재개
* 금년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 보수적 설정(6% 이상), 재정적자 비율 하향(2020년
3.6%
2021년 3.2%), 인프라 투자용 지방채 발행 한도 하향(3.75조위안
3.65
조위안) 등 성장보다 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운영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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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조조정, 혼합소유제* 등 국유기업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방국유
기업에 대한 부채위험 측정 및 조기경보체계를 수립
*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던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유기업의 경영
능력과 재무상황을 개선

▪ 2020년 하반기 이후 국유기업 회사채 디폴트가 늘어나고 있음 에도
*

당국은 무분별한 기업구제보다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

* 금년 화룽자산관리공사 등 대형 국유기업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추후 간헐적인
디폴트가 지속될 가능성( <참고 2> 「화룽자산관리공사 부실 사태 및 정부 대응」)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 유용, 고의부도 가능성, 정보공시 의무 위반, 허위
신용등급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회사채 디폴트 규모

자료: WIND

국유기업 회사채 디폴트율

자료: Goldman Sachs

최근 국유기업 개혁 추진 주요 내용

구조조정

§ 석탄, 철강, 화학, 조선 등
- (조선) 양대 국유기업인
- (석탄) 주요 국유기업인
- (철강) 초대형 기업그룹
- (화학) 양대 국유기업인

다양한 분야의 인수합병 및 내부 개편 추진
중국선박공업-중국선박중공 합병(2019.11월)
진메이, 루안, 퉁메이 등 5곳 합병(2020.10월)
육성 목표 발표(2020.12월)
시노켐-켐차이나 합병 승인(2021.3월)

§ 지방 국유기업 채무리스크 통제 강화 지도의견 발표(2021.3월)
-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 정보를 월별로 추적하는 등 채무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조기경보체계를 수립
- 지방 국유기업의 채권발행 심사 강화

혼합소유제

§ 철도·전력·통신 등 핵심 분야에 대해 혼합소유제 지속 추진
- 4대 이동통신사인 중국광전이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출범(2020.10월)
-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자 투자제한조건 완화(2021.1월)
§ 국유기업의 증시 상장 노력 지속
- 상장된 국유기업 수 최근 5년간 19% 증가(2016년 1,194개 → 2020년 1,416개)
§ 국유지배 상장사의 경우 5% 이상 지분 보유 투자자를 유치하여 경영 참여를 장려

신인프라투자

§ 연구개발(R&D) 투자를 국유기업의 성과 평가 범위에 포함
§ 중앙국유기업의 R&D 투자 항목을 이윤으로 간주

자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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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특징

◆ 은행 - 국유기업간 대출을 통해 기업부채가 누증된 와중에 최근 경기
약화로 당국 지원이 늘어나면서 민간 및 소기업 부채도 급증
ㅇ 다만 대부분이 위안화부채로 외화부채는 양호한 수준
은행 중심 자금조달

□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을 통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
*

* 전체 금융기관 대출 중 95% 이상이 은행대출인 가운데 6대 국유상업은행 및 3대
정책은행의 자산이 약 47%를 점유(2019년말 기준)

ㅇ 회사채 및 주식 발행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확대
* 상해증시에 커촹판 등 상장특례제도 도입(2019.7월), 회사채 공개발행 등기제도
시행(2020.3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투자한도 폐지(2020.5월) 등

▪ 다만 주식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조한 편
ㅇ 그림자금융*은 감독 및 규제 강화로 2018년 들어 감소세

*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로 위탁대출, 신탁대출, 인수어음 등이 해당

주요국 회사채 · 주식시장1) 발달수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자료: 중국인민은행

주: 1) 비금융기업 회사채 잔액(2020.3/4분기말) 및
거래소 시가총액(2020년말) / 명목GDP(2020년)
자료: BIS, IMF, 각국 거래소

주요 그림자금융 형태
§ 위탁대출 : 기업 등이 은행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업간 신용에 해당
은행
§ 신탁대출 : 은행이 매각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 등이 유동화하고 수요처에
대출하는 구조로 자산관리상품(WMP)이 대표적
부외거래
§ 인수어음 : 기업이 은행의 지급보증 기한부 환어음을 타금융기관을 통해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
비제도권 § 민간대출 : 사채, 전당포, 소액대출기관, P2P 인터넷 대출 등
대출
§ 편법대출 : 우량기업이 저금리로 확보한 자금을 중소기업에 고금리로 대출
자료: Shadow banking in China(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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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유기업 부채

□ 국유기업의 부채 및 레버리지 규모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편
ㅇ 2020년말 국유기업 수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지만 기업 부채의 40%
에 육박하는 등 매출, 고용 수준*에 비해 레버리지가 높은 편
* 전체 기업매출액의 23.3% 및 고용의 17.5%를 차지

▪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국유기업에 대한 암묵적 보증(implicit guarantee)
기대가 만연하여 민간기업보다 차입 여건이 유리(OECD, 2019.2월)
ㅇ 국유기업 부채비율이 2016년 이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정책에 힘
입어 하락하였으나 민간기업 대비 수익성이 여전히 낮음*
* 국유기업 수익성이 민간기업보다 낮고 적자기업도 상당(IMF, 2021.1월)

▪ 한편

민간기업은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 및 당국의 대출

지원*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
* 민간기업 대상 신규대출 할당(대형 1/3, 중소형 1/2이상)을 의무화(2018.11월)

기업1) 종류별 부채 · 매출 · 고용 비중2)

주: 1) 광업, 유틸리티, 제조업 기준
2) 2020년말 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기업1) 종류별 수익성 및 부채비율2)

주: 1) 광업, 유틸리티, 제조업 기준
2) 자기자본 대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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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부채 급증

□ 2019년 이후 미 중 갈등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지면서 소기업

*

·

부채가 급증
* 중국은 기업을 대, 중, 소로 분류. 소기업(공업 기준)은 직원 수 300명 미만 등 조건 충족 필요

ㅇ 소기업 대출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며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신용공여가 1,000만 위안 이내인 영세기업 대상 대출로 동 대출 실적에 따라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

▪ 대출 확대 및 상환 유예(~2021년말), 재대출

*

등 정책 대출 지원을 확충

*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특정 대상에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

기업1) 규모별 부채비율2)

주: 1) 광업, 유틸리티, 제조업 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소기업 대상 대출

2) 자기자본대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양호한 외화부채 수준

□ 2016년

이후 외화부채 규모가 증가세이나 여타 신흥국보다 GDP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2020년말 9,024억달러, GDP 대비 6.4%)
ㅇ 역외 달러화 회사채(쿵푸본드)가 대부분(2021.3월말 5,683억달러, Bloomberg)
기업 외화부채 통화별 구성

자료: IIF

GDP 대비 기업 외화부채 비율

자료: I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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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과도한 부동산 기업 부채

◆ 그간

부동산 관련 투자가 늘어나며 부동산 기업이 여타 부문보다

부채 수준이 과도하고 수익성이 낮음

ㅇ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규제 강화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소지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기업 의 부채
*

(2020.3/4분기 394%)가 타업종(도소매 194%, 제조업 110%)에 비해 크게 증가
* 부동산 기업의 對GDP 비중이 7.3%이며 건설업(7.2%), 임대업(3.1%), 금융업(8.3%)
등 전후방 연관 산업 포함시 약 25.9%에 달함(2020년 기준)

ㅇ 베이징, 상하이 등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10여년간 2배 가까이 상승
하는 등 주요 국제도시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기록*
*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누적 상승률 : 베이징 93.5%, 상하이 90.3%, 런던 63.2%,
서울 35.1%, 뉴욕 34.7%, 도쿄 34.3%

▪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 도 주요 국제도시의 2~4배에 달함
*

* 베이징 41.7, 상하이 36.0, 서울 28.9, 런던 15.7, 도쿄 15.4, 뉴욕 10.1 등(Numbeo, 2021년)

ㅇ 부동산 기업이 회사채 및 기업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11% 수준(2020년말 기준)
*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의 59.1%) 포함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의 28.8%에 달함

▪ 그림자금융 까지 포함할 경우 금융부문 연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
*

* 부동산 기업 채무 중 그림자금융 조달분이 은행대출의 약 4배로 추정(BIS, 2019년)

업종별1) 부채비율2)

세계 주요 도시 주택가격

주: 1) A주 상장 비금융기업 기준 2) 자기자본대비
자료: WIND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일본 국토교통성, 미국 Federal
House Agency, 영국 Nationwide,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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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ㅇ 정부의 부동산 이원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1선 및 일부 인기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
* 대도시의 경우 외지인 구매 제한, 투기 조사, 대출 제한 및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호적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이원화 정책을 실시

▪ 광저우, 상하이 등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

·

기업의 여타목적 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여부를 조사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
1·2·3선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 조치
일시
3.3일
3.26일
4.2일
4.7일
4.13일
4.22일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내용
§ 부동산 기업 토지 매입 가격 제한 및
신규주택 구매 후 전매(5년간) 제한(상하이)
§ 경매를 통한 주택 구매 제한(항저우)
§ 경영용도 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감독·조사 확대(은행보험감독위원회)
§ 분양가 통제 및 대출 심사 강화(광저우)
§ 부동산 보유세 입법 추진(재정부)
§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통제(국가발전개혁위원회)
§ 학군 인기 지역 중개업체 조사(베이징)

자료: CSF

ㅇ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3대 ‘레드라인’*을 설정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대출 및 부채 증가를 제한
*

△ 선급금제외 자산-부채비율 70% 이상 △ 순부채비율 100% 이상 △ 유동비율 1배 이하

▪ 대부분의 부동산 기업이 규제 충족을 위해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

일부 은행도 부동산 부문 대출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

* 상위 30개 기업 중 25개의 기업이 1개 이상의 레드라인을 위반(2020.상반기 기준, Citi)
** 은행별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한선(대형은행 기준
각 40%, 32.5%)을 설정(2020.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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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동산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
또는 부동산 경기 둔화시 유동성 위험*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특히 지난해 9월 중국의 3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恒大集團)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8월말부터 9.25일까지 주가가 23.9% 급락

ㅇ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기업 비중이 약 27%에 이르는 등 다수
부동산 기업의 수익성이 저조한 상황(WIND 등록 4천여개 A주 기업정보
이용, 2020.3/4분기)

▪ 역내 시장에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제한 되고 역외 달러화 채권
*

비중**이 높은 점도 위험 요인**

* 대출 규제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부동산 기업의 부실 발생 가능성(Moody's 2021.1월,
UBS 2021.2월)
** 비금융기업 쿵푸본드(5,683억달러) 중 부동산업 비중이 약 39.5%(2021.3월말)

▪ 그림자금융과의 밀접한 연계도 자금 조달 운용간 만기불일치(maturity
·

*

mismatch) 리스크 로 작용할 가능성
* 자산관리상품(WMP) 만기는 대부분 1년 미만이나 동 자금은 대부분 인프라·
부동산 프로젝트 등 장기자금으로 운용

업종별1) 유동비율 변화폭2) 및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

주: 1) A주 상장 비금융기업 기준
2) 2019년말~2020.3/4분기 변화폭
자료: WIND, 자체 시산

쿵푸본드1) 중 부동산 기업 비중

주: 1) 비금융기업 기준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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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융자기구(LGFV) 취약성

2

◆ LGFV 부채가 지방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ㅇ 재정기반 취약지방 신용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성장을 제약할 우려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가 지방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2020년 GDP대비 약 42%)
*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 공여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으로 국유기업으로 분류

ㅇ LGFV는 지역 투자의 자금 조달처로서 지역내 다양한 수익성 사업*에
진출하는 등 지방경제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
* LGFV가 공공투자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상업성(commercial)
사업에 진출. 80%의 LGFV가 부동산, IT, 도소매,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벤쳐캐피탈
혹은 지주회사 형태로 투자 자금을 지원(BIS, 2021.1월)

▪ 정부는 LGFV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

코로나19 충격

으로 LGFV 채권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

* 2014년이후 LGFV 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상업성 사업 시행을 장려
** LGFV 채권 순발행 규모(조위안): 2018년 0.5

→ 2019년 1.2 →

2020년 2.2

▪ 특히 수익 대비 레버리지(부채/EBIT)가 상당히 큰 LGFV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

* A주 상장기업의 고레버리지 업체(부채/EBIT 비율 > 15)은 4%에 불과한 반면
LGFV는 57%를 차지(WIND 등록 2천여개 LGFV 및 4천여개 A주 기업정보 이용)

LGFV 부채 추정 규모1)

LGFV 채권 발행 규모

2018

(단위: 조위안, %)
2019
2020

Goldman Sachs

36
(40)

40
(40)

48
(46)

IMF

31
(34)

35
(35)

39
(38)

WIND 이용
자체 시산

33
(36)

38
(38)

44
(42)

주: 1) ( ) 내는 GDP대비
자료: Goldman Sachs, IMF, WIND, 자체 시산

자료: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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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신용 LGFV 채권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성장을 제약할 소지
ㅇ 2020.4/4분기 국유기업 연쇄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LGFV에 대한 암묵적 보증 기대가 약화(IMF, 2021.4월)
* 칭화유니의 디폴트,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화룽자산관리공사의 유동성 위기 등
일부 국유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충칭시 LGFV인 충칭에너지
투자그룹도 상업어음 결제를 불이행(2021.3월)

▪ 신용등급이 낮은 LGFV 채권 리스크 프리미엄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승 추세
ㅇ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큰* 서남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LGFV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소지**
* LGFV의 경우 기업 자체의 경영 성과보다는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지방정부의
수입(토지사용권 판매)에 조달비용이 결정(Ambrose et al., 2015년)
** 산업 구조, 인구 유출입 규모, 부동산 경기의 차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LGFV
채권 디폴트가 집중될 가능성(Nomura, 2021.4월)

▪ 2019년말대비 LGFV 신용스프레드는 일부 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
을 중심으로 상승

▪ 특히 서남부 지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정부부채가 GDP
대비 51.2%로 전국 평균(30%)을 큰 폭 상회

LGFV 채권1) 신용스프레드2)

지역별 LGFV 채권 신용스프레드1)

주: 1) 5년물 기준 2) 국채 대비
자료: WIND

주: 1) AA+ 기준. Outlier(칭하이
성) 제외
자료: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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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방정부 부채규모1)

주: 1) 2020년 기준
자료: CEIC

3

한계기업 정리 지연

◆ 코로나19로 당국 유동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한계기업 정리가 지연
ㅇ 정부주도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기업부실이 지방은행을 중심
으로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

□

코로나19 이후 당국의 유동성 지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한계기업
정리가 지연
ㅇ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차입이 당국의 광범위한 유동성
지원 정책에 따라 확대*
*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 이전 취약(적자 또는 과다레버리지)했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상당한 수준이며 차입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IMF, 2021.4월)

ㅇ 향후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차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기업 신용
위험이 드러날 소지

▪ 국유기업

디폴트 증가 이후 회사채 순발행이 위축된 가운데 추후

만기도래 규모도 상당한 수준

▪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아직까진 양호한 수준이나 취약기업 신용

위험이 재평가*될 경우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 최우량등급(AAA) 국유기업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중국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Financial Times, 2020.12월)

회사채1) 신용스프레드2)

주: 1) 3년물 기준
자료: CEIC

2) 국채 대비

회사채 발행 규모1)

주: 1) 비금융기업 기준, LGFV 채권 제외
자료: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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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충격 이후 서비스업 및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 되며 적극적인
*

디레버리징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실업률 :

2017년 5.1%

→ 2018년 4.9% → 2019년 5.2% → 2020년 5.6%

ㅇ 일정 수준의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점진적 방식으로 디레버리
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시마다 투자 확대로 대응함에 따라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수준(2009년 85.3%, 2020년 94.1%)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고용 및 경제성장률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ㅇ 당국이 구조조정 성공 사례로 내세우는 석탄, 철강 산업에 비해 조선
등 일부 산업은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

▪ 조선업계는 그간 정부 지원 하에 저가 수주를 해왔으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

* 후동중화조선 LNG운반선 ‘글래드스톤’호의 폐선 결정, 중국선박공업이 수주한
LNG컨테이너선 9척 인도 지연 등

▪ 특히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의 경우 보조금, 대출, 관제 펀드 등 정부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자원이 과다투입되고 부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참고 3>

「칭화유니그룹의

정부 지원 및 경영 현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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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부채가 급증해온 소기업 부실이 지방은행 을 통해 금융시스
*

템에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
* 도시·농촌은행 자산은 전체의 25.8%이지만 소기업 대출의 48.4% 점유(2020년말)

ㅇ 미국의 제재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로 도시, 농촌
등 지방은행의 무수익여신(NPL),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

▪ 소기업 대상 대출 지원, 상환 유예 등 한시적 조치 가 만료될 경우
*

부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

* 당국은 소기업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말까지 연장(2021.3월)
** 정책 정상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취약 소형은행 신용위험이 악화될 소지
(Goldman Sachs, 2021.1월)
(%, 2020년말)
▶ 무수익여신(NPL) 비율
▶ 대손충당금 적립률

전체
1.8
184.5

대형 및 주식제
1.5
209.4

도시은행
1.8
189.8

농촌은행
3.9
122.2

자료: CEIC

ㅇ 한편 당국은 부실은행 국유화(헝펑, 진저우, 간쑤), 파산 유도(바오상), 부실
자산 상각*, 국유기업의 지방은행 증자(2020년 18건) 등 적극적으로 개입
하면서 연착륙을 유도
* 부실자산 상각 및 매각규모 : 2019년 2.30조위안

무수익여신(NPL) 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 2020년 3.02조위안

부실 지방은행 구조조정 사례
바오상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경영권 접수
은행 (2019.5월) 후 공식 파산(2020.11월)
헝펑
은행

국유 투자회사, 산둥성 지방정부의 1,000억위안
규모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 (2020.1월)

진저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국유은행 등이 지분을
은행 매입(최소 17.3%)하는 자본 확충 발표(2019.7월)
간쑤
은행
자료: CEIC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주 발행에
간쑤성 국유 자산투자회사 등이 참여 (2020.4월)

자료: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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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시사점

◆ 정부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

기업부채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정부의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및 재정 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
될 가능성은 제한적
ㅇ 주요 기관들은 일부 한계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자국내 금융시스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Goldman
Sachs, JPM, Nomura, Fitch 등)
* 한편 비금융기업 외화부채는 2020년말 9,024억달러로 전체 부채의 3.9% 수준(IIF)

ㅇ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주요국을 하회하는 등 재정 여력이 양호

▪ 다만 향후 쌍순환 정책 등 내수 중심 기조에 따라 재정 소요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은 상존*

* IMF는 경기회복이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등 회복세가 불균형하며 향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2020년 66.8%
2025년 83.3%)

→

ㅇ 대형은행권의 양호한 자산건전성, 높은 총저축률(2019년 GDP대비 44%),
자본시장(주식시장) 발전 잠재력 등도 완충 요인으로 작용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료: IMF

GDP대비 총저축률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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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

*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43개국 중 38개국이 성장률이 둔화
되거나 금융위기가 온 것으로 분석(IMF, 2018.2월)

ㅇ 그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부동산 기업 투자가 정부규제로 둔화되고
재정 취약지방을 중심으로 LGFV의 자금조달 여건이 약화될 가능성
ㅇ 중앙정부 주도 구조조정도 장기간 소요되면서 경제 전반 비효율성*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중국 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민간기업대비 30% 낮고 생산성이 하위 10분위인
기업 비중도 2배 이상인 것로 분석(IMF, 2021.3월)

▪ 경기 둔화 및 실업난에 대한 지방정부 우려, 공산당 주도 체제 안정
필요성 등이 개혁 동력을 후퇴시킬 소지

▪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 과정에서 국유기업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민간기업 통제 강화, 국유화*가 지속되면서 민간부문 활력이 저해

* 밍텐그룹 9개 계열사 국유화(2020.9월), 앤트그룹 마윈회장 지분 매각 논의(2020.12월) 등

▪ 한편 첨단산업 투자가 대형 국유기업 을 중심으로 촉진되면서 미국,
*

유럽 등 선진국의 견제도 심화될 가능성
* 2020년 포춘 500대 기업중 중국계 기업이 133개이며 이중 대부분이 국유기업

상장기업 중 국유화·민영화 현황

자료: WIND

포춘 500대 기업중 중국계 기업

자료: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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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국 기업부채 문제가 중국기업 투자 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성
ㅇ 중국기업 투자 둔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 등에 대비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등을 병행할 필요

▪

우리나라는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
*

對중국

ㅇ 한편

수출 중 중간재 비중: 2012년 72.4%

對중국

→ 2016년 74.0% → 2020년 79.8%

금융 익스포져는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중국기업 리스크의 국내 금융부문 파급영향은 제한적
우리나라 금융기관 對중국 익스포져1)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액

주: 1) 전체 수출 대비 對중국 수출 비중
자료: 관세청

주: 1) 최종위험 부담주체 기준(Ultimate risk basis)
2) 전체 대외 익스포져 대비 對중국 비중
자료: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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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철강 및 석탄산업 구조조정 현황

□ 중국 당국은 2016년 들어 생산부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철강, 석탄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주력

ㅇ 글로벌 금융위기 대규모 경기부양,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유치, 국유
기업의 방만 경영 등으로 공급 과잉이 심각해 짐

▪ 그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통산업이 빠른 발전을 보였으나 점차
한계생산성이 낮아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 필요
성이 대두

ㅇ 신규 설비 증설 금지, 낙후 설비 폐쇄, 직원 재배치 및 구조조정 지원금
등을 통해 설비 과잉을 해소

□ 특히 철강 석탄 산업은 중앙정부가 명확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각 지
·

방정부에 설비 해소 임무를 부여하면서 과잉설비가 성공적으로 퇴출

ㅇ 산업정책 차원에서 동 분야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초대형 기업 육성을 목표*
* 철강의 경우 바오산강철(당시 중국 2위)과 우한강철(6위)이 합병하여 출범(2016년)한
바오우강철이 마안산, 충칭강철 등 중소업체를 인수하며 조강생산 세계 1위 등극

ㅇ 이에 따라 13.5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 설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
하면서 설비가동률이 상승하고 동 산업 부채비율도 하락
* 철강 1.7억톤(목표 1~1.5억톤), 석탄 10억톤(목표 8억톤) 규모를 감축(북경일보, 2021.3월)

▪ 철강 및 석탄 가격도 상승세를 보임
철강·석탄산업 설비가동률 및 부채비율1)

주: 1) 자기자본대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철강 및 석탄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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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華融 자산관리공사 부실 사태 및 정부 대응

화룽(

□ 화룽(

)

華融)자산관리공사(이하 화룽)는

2020년 연차보고서 공표(3월말)를 한 차례

연기한데 이어 두 번째 마감시한(4월말 예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경영부실
우려가 대두

ㅇ 화룽은 1999년 국유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중국 최대 부실채권 관리회사*
* 자산규모 1.73조위안(2020.6월말)으로 포춘(Fortune)의 중국 500대 기업 중 90위(2020.7월)

ㅇ 연차보고서 공표 연기, 신용등급 강등* 등 악재가 발생하면서 화룽 회사
채 금리가 급등하고 차환(refinancing) 및 디폴트 리스크 증가

→

→

* Fitch는 A BBB(1단계, 4.26일), Moody‘s는 A3 Baa1(1단계, 4.29일)으로 강등

▪ 자회사(화룽인터내셔널)가 역외에서 발행한 외화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공표가 연기된 것으로 추정(Barclays, 4월)

□ 당국 사태해결 노력 및 자회사 외화채에 국한된 이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역내외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JP Morgan, 4월)

ㅇ 중국인민은행(PBC)은 1,000억위안(154억달러) 이상의 화룽 자산을 인수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고려 중(Bloomberg, 4.21일)이며 중국공상은행은 6억싱가포
르달러(4.52억달러) 채무상환을 지원한 바 있음(4.27일)
ㅇ 회사채 디폴트 가능성은 킵웰약정(Keepwell deeds)에 따른 역외 자회사 보
증 후순위성*에 기인한 것으로 자회사 외화채에 국한
* 모회사(화룽)가 지급보증보다 보증력과 법적 구속력이 낮은 킵웰약정을 역외 자회사
에게 제공하여 역외 자회사의 외화채 상환을 후순위로 두는 것을 의미

ㅇ 이를 계기로 향후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 한편 정부의 부실 국유기업 무관용 기조에 따라 일부 국유기업 디폴트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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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칭화유니그룹의 정부 지원 및 경영 현황

□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당 규모의 금융지원
을 받아 대규모 기술기업으로 성장

ㅇ YMTC, 유니SOC 등 중국 반도체 업체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 칭화대
학교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
ㅇ 2014년 1기 정부반도체기금에서 289억위안을 투자받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부차원의 대규모 자금지원 수혜

▪ 다른 선진국에서도 흔히 시행되는 직접적인

①정부보조금

뿐만 아니라
②대출시장 및 ③주식시장 조달비용 감면을 통해 중국 특유의 간접적
인 정부지원이 성행(OECD, 2019년)*
* 2014~2018년간 칭화유니그룹이 받은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 규모는 전체매출의
30%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이 대출·주식시장에서의 조달비용 감면을 통해 지원

▪ 정부지원에 힘입어 2015년에는 세계 3위 반도체 회사인 미국 마이크론
(Micron)의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견제로 실패

□ 최근 일부 사업 부진, 기술발전 지연,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
나 SMIC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만큼 향후 기술자립을 위
한 핵심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전망
ㅇ 2020년 11월 1,700억위안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
에 대한 우려 증가

▪ 정부의 국유기업 채무에 대한 암묵적 보증(implicit guarantee) 기대가 약화
ㅇ 128단 낸드플래시, 자체 개발 5G 통신칩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
는 가운데 자회사인 YTMC가 중국내 낸드플래시 생산을 독점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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