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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

◈ 인민은행은 오는 12.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12.6일)
ㅇ 대형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2%에서 11.5%, 중소형상업
은행은 9%에서 8.5%로 각각 인하
ㅇ 금번 조치로 인해 1.2조위안의 장기자금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비용도 연간 150억위안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

1

발표 내용

□ 인민은행은 오는 12.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
한다고 발표(12.6일 오후 5시)
*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미 낮은 지준율(5%)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농촌 금융기관 등은 인하대상에서 제외

ㅇ 대형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2%에서 11.5%, 중소형상업은행은
9%에서 8.5%로 각각 인하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기존 8.9%에서 8.4%로 하향 조정됨
ㅇ 금번 조치로 인해 1.2조위안의 장기자금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도 연간
150억위안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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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기관 지준율

M2 및 위안화대출 증가율

12

□ 인민은행은 지난번 지준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안정적인 통화
정책 운영방향에는 변함이 없음(稳健货币政策取向没有改变)을 밝혔으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에도 안정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표명
ㅇ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으며, 경제성장 속도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
2

인하 배경 및 평가

□ 금번 지준율 인하는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하락하는 등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지난주 리커창 총리의
사전 언급*을 통해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던 상황
* 12.3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화상회의에서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 함께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만간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

ㅇ 또한 지난 11.19일 발표된 3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지급준비율 인하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두

□ 은행들은 금번 지준율 인하로 12.15일 만기도래되는 대규모 MLF(중기유동성
*

지원창구) 지원자금 (9,500억위안) 중 일부를 상환하는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녹색금융, 과학･기술혁신
부문 등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등)

招商證券

* 인민은행은 지난 7월 지준율 인하시 MLF 만기도래분 4,000억위안에 대해 1,000억
위안만 재공급(3,000억위안 감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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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된 금번 지준율 인하 조치는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부문
관련 대출이 최근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여력
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사항은 ｢헝다그룹 디폴트 임박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대응 및 평가｣
(상해주재원, 12.6일) 참조

ㅇ 시장전문가들은 헝다사태로 인한 부동산 부문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이 겹치면서 중국의 경기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금번 지준율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LPR 등

招商證券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등)

□ 한편, 전일(12.6일)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을 강조하였음을
감안할 때 향후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ㅇ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게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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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수단

통화정책수단

기

능

▪지급준비율

중소 ･ 영세기업 등 실물경제주체에 대한
장기유동성 공급 조절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공급
(주로 7일물 또는 14일물)

▪재대출･재할인

중소 ･ 영세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수단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2019.8월 LRP 제도 개혁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기준역할을 수행

▪SLF(Standing Lending Facility)

중소형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수요 충족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중장기 유동성 공급수단이며 중앙은행의
기본적 통화공급 채널

▪TLF(Temporary Liquidity
Facility)

대형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유동성 공급(만기 28일)

▪중앙은행증권 스왑제도(CBS)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중소형상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주 : 인민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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