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 정 보

2019.8.1(목)

북경사무소

미‧중 무역협상 결과 및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현지 반응
[ 중국 금융시장 동향 ]
□ 7.30~31일중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8.1일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및 위안화 가치가 하락
* 중국의 류허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 이강 인민은행총재 등과 로버트 라이트하
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협상을 진행

ㅇ 상해종합지수는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0.81% 하락
7.30일(화)

31일(수)

8.1(목)

￭ 상해종합지수

2,952.3[+0.39%]

2,932.5[-0.67%]

2,908.8[-0.81%]

￭ 션젼종합지수

9,399.1[+0.48%]

9,326.6[-0.77%]

9,268.1[-0.63%]

ㅇ 위안화 가치는 전일 미달러화 강세 등으로 고시환율이 상승하고
시장환율도 장중 한때 달러당 6.91까지 상승하는 등 하락세
7.30일(화)

31일(수)

8.1(목)

￭ 위안화 종가

6.8845[+0.11%]

6.8855[-0.01%]

6.8980[-0.18%]1)

￭ 인민은행 고시환율

6.8862[-0.06%]

6.8841[+0.03%]

6.8938[-0.14%]

주: 1) 15:00 현재

상해 종합지수

위안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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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단기물 채권을 중심으로 하락
8.1(목)1)

7.30일(화)

31일(수)

￭ 1년물

2.6285[+0.08]

2.6183[-1.02]

2.5000[ -11.83]

￭ 5년물

3.0195[ -0.51]

2.9994[-2.01]

2.9713[ -2.81]

￭ 10년물

3.1761[ -0.75]

3.1552[-2.09]

3.1600[+0.48]

주: 1) 15:30 현재, [

]내는 bp

[ 현지 반응 ]
 미‧중 무역협상 관련

□ 금번 제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양국 모두 이번 회담이 건설적
이었다고 평가하고, 오는 9월초 미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는 점에서 향후 추가협상을 통한 무역협상 타결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금번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이후 양측이 솔직하고,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坦诚, 高效, 建设性的深入交流)하였다고 회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아울러 양국은 중국 국내수요에 부합하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과 미국이 구매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발표
□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이번 회담이 유익하고 건설적이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협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으로 평가
ㅇ 양국간의 입장차가 크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마주 앉아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互利双赢的协议)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인민인보(人民日报)는 사설(8.1일)을 통해 지난 5월 이후 중단되었던 고위급
무역회담이 재개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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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조와 번영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양국이 문제를 풀어나가야한다고 주장
□ 신화사(新华社) 등 다수의 현지 언론에서는 9월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
이 열릴 것이라는 점과 이에 앞서 8월에는 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 향후 일정 위주로 보도
□ 한편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는 강제기술
이전, 지식재산권보호, 비관세장벽, 농업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ㅇ 아울러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으며 9월초 워싱턴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미 연준의 금리인하 관련
□ 인민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진 8.1일(목) 공개시장조작*을

支小再贷款额度 를 증액

실시하지 않았으나 재할인대출한도(

)

(+500억위안)

* 인민은행의 역RP금리는 7일물 2.55%, 14일물 2.70%로 유지되고 있음

ㅇ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중소은행*의 소기업‧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을 확대시키기고 사회융자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및 촌진은행 및 민영은행 등
17.12.14

18.3.22

6.14

9.27

12.19

19.1.31

3.21

5.6

8.1

￭미 연준

+25bp

+25bp

+25bp

+25bp

+25bp

동결

동결

동결

-25bp

￭인민은행

+5bp

+5bp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동결

□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일부는 금리인하가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연쇄적인 금리인하가 아니라는 파월의장의 발
언 및 일부 연준위원의 매파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의 경기하강을 막기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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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종료되고 새로운 인하사이클로 진입하기
시작(北京大学光华管理学院)했다는 의견과 함께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미국도 내년에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中银国际)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금리인하에 대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도 커지고 있어 연준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中信證券)
ㅇ 반면 일부에서는 금번 금리인하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하락 방어를 위한 일회성 조치로 인식
― 금번 인하는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하락 방지를 위한 선제적
인 일회성 인하이므로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 및 일부 위원의 자산
버블 우려제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招商证券)
□ 한편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부와는 상
관없이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ㅇ 7.30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자산가격 및 소비자물가의 안정성을 강
조한 만큼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또는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
에는 신중할 전망*
* 추가적인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는 제조업, 소기업 및 민영기업 등 자금난을 겪
고 있는 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유동성 지원이 예상

―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외부충격이 작고, 국내 유동성은 비교적 풍부
한 반면 통화정책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신용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이므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음(华鑫证券)
― 금리인하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제조업 및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공
급이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낮고, 물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적인 금리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东北证券)
― 연초 이후 미‧중간 금리격차가 상당폭(100bp이상) 유지되었음에도 금융시장
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으로 감안할 경우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필요한 부문으로의 미세조정이 실시될 가능성(银河证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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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일부에서는 내수부진 등이 더욱 심화되고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경우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중국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짐에 따라 금리정책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도 예상(中国银行)
― 정책당국은 실물경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선 시장에 충분한 유
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금리수준도 점차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
(交通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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