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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내용 및 시장 평가

[ 인민은행 발표 내용 ]
□ 인민은행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9.6일(금) 금융기관(金融
*

**

机构)의 지급준비율(准备金率)을 9.16일(월)부터 0.5%p 인하 한다고 발표

* 최근 인민은행은 역주기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보다는 지준율 인하 정책을 실시
하고 있는 바, 2018년중 네 차례(1월, 4월, 6월 및 10월) 최대 4.5%p, 금년중 1월 두 차례
총 1%p 인하(5월~7월중에는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을 세 차례에 걸쳐 1%p 선별 인하)
** 할부금융사, 리스사 및 자동차금융회사 등의 지준율은 6%로 금융기관중에서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융기관은 금번 지준율 인하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

ㅇ 이와 함께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위하여 성급행정

구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도시상업은행(城市商业银行)의 지준율을 10.15일
및 11.15일 0.5%p씩 총 1%p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
중국 금융기관의 지준율
대형
상업은행

중소형
상업은행1)

▪현재

13.5%

11.5%

▪9.16일 이후

13.0%

11.0%

주: 1) 도시상업은행, 주식제상업은행, 외자계은행 등이 중소형상업은행으로 분류. 한편 도시상업은행에
대해서는 10.15일 및 11.15일 0.5%p씩 총 1%p를 추가로 인하(11.15일 이후 10.0%)

□ 이번 지준율 인하조치는 금융기관 대출여력 확충을 통해 9월 중순의
납세 수요 및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소재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ㅇ 지준율 인하에 따른 신규 유동성 공급규모는 약 9,000억위안으로 대출
여력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민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규 유동성은 9.16일 전면적 지준율 인하(全面降准)로 약 8,000억위안,
10월 및 11월 도시상업은행에 대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定向降准)로 약
1,000억위안 각각 공급될 전망
□ 한편 인민은행은 향후에도 시중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유
지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세 방지를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
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광의의 화폐(M2) 및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

ㅇ 다만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대규모 자금공급은 없을 것(并非大水漫灌)이라고 강조
[ 시장 평가 ]
□ 9.6일(금) 지준율 인하조치는 9.4일(수)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리커창(李克
强) 총리가 “국내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후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면적 및 선별적 지준율 인하조치를 시의적절하
게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지 이틀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招商证券)
* 시장참가자들은 국무원 상무회의 이후 조만간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지준율 및 MLF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금번 지준율 인하로 시장심리가 보다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野村证券)
□ 금년 들어 이루어진 세 번의 지준율 인하 조치로 총 2조 6,800위안의 자
금이 금융시장에 신규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경기둔화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中新经纬)
* 2019.1월의 전면적 지준율 인하시 약 1.5조위안, 5월~7월의 선별적 지준율 인하시
2,800억위안, 9월 전면적 및 선별적 지준율 인하로 약 9,000억위안이 공급

□ 이번 지준율 인하는 중국 지준율 제도의 특징인 “三档两优(three-grade
and two-benefit)”제도를 개선시킴으로써 중소형 은행의 중소‧민영기업으

로의 대출여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선별적
지준율 인하가 예상(新网银行)

<참고>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정책(三档两优; three-grade and two-benefit)
□ 인민은행은 은행규모별로 차별적인 지급준비율을 적용(三档)하고 있으며, 취약
부문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보혜금융 등의 지원실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준비율 적용시 우대(两优)하는 지급준비율 제도를 운영중
三档1)
∎대형은행: 13.5% → 13.0%
ㅇ 대형상업은행 및 우체국예금
∎중형은행:11.5%

→ 11.0%

ㅇ 주식제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
은행, 외자은행
∎소형은행: 8%

→ 7.5%

ㅇ 농촌신용사, 농촌합작사, 촌진은행, 현급
농촌산업은행

两优
∎보혜금융 대출조건 충족시 지준율 우대
ㅇ 대형 및 중형은행이 취급한 보혜금융이
*
일정기준 충족시 정해진 지준율보다
0.5%p 혹은 1.5%p 우대
* -0.5%p : 전년도 보혜금융 신규대출실적이
신규위안화 대출실적의 1.5% 이상, 혹은
전년말 보혜금융 대출잔액이 위안화 대출
잔액의 1.5% 이상
* -1.5%p : 전년도 보혜금융 신규대출실적이
신규위안화 대출실적의 10% 이상, 혹은
전년말 보혜금융 대출잔액이 위안화 대출
잔액의 10% 이상
∎지방(현급) 은행이 예금 신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방소재 대출자금으로
사용시 정해진 지준율보다 1%p 우대

주 : 1) 2019.9.16(월) 이후 은행규모와 관계없이 0.5%p 인하 예정

□ 금번 지준율 인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최근 중국정
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영향을
상쇄함과 동시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위한 조치로 해석(招商证券)
ㅇ 추가적인 세율인하 등 재정정책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준
율 인하 등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하강을 막
고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개선해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中金公司)

ㅇ 성급행정구역내에서 영업하는 도시상업은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준율을 인하(1%p)한 것은 소형은행의 유동성사정을 개선함으로써
금융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交通银行)
□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연내
에 1%p 가량의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CICC)
ㅇ 또한 지준율 인하로 금융시장에 9천억위안의 신규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招商证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