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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이하 지준
율) 등 기존 정책수단을 정비ꞏ개선하는 한편 신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통화정책
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양적 정책 수단인
지준율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높으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
출제도(PSL) 등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둔화
에 대응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단일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 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
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
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를 대상으
로 한 분석들이며,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
미한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으며 중국은 아직 완
전한 수준의 외환ꞏ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통화정책의 파급영향
이 선진국 사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
의 특성으로 인해 무역경로 효과가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금융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로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보고,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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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통화정책 특징 및 최근 운영현황
중국인민은행은 양적 지표보다는 가격 지표를 중심으로 한 시장친화적인 통화
정책 운영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정책 수단들을 정비ꞏ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 정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책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코로나19 기간중 경기둔화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되
었다. 중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선진국 통화정책과 차이점이 있는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 및 특수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통화정책은 복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유
형의 금리정책 수단과 선별적 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
해 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1. 특징
가. 다양한 금리정책 수단 활용
중국 통화정책은 단일의 대표 정책금리를 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단기 금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파급경로를 시계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Figure 1>

PBoC’s Interest Rate Framework and Transmission Channels

Source: Goldman Sachs

4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4호 (2021.12)

중국의 금리 체계는 <Figure 1>과 같이 크게 ① 인민은행 정책금리, ② 벤치마
크 금리 및 ③ 시장금리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하다.
먼저 인민은행 정책금리로는 공개시장운영, 재할인ꞏ재대출 및 SLO, TLF, SLF,
PSL, MLF 등 대출제도 금리들1)이 존재하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운영 금리를
단기 정책금리로, 중기유동성조절지원창구(MLF) 금리를 중기 정책금리로 운용
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체계는 기본적으로 대기성 대출 금리인 유동성조절대출
제도(SLF) 금리를 상한으로 하고, 초과지준에 대한 부리금리를 하한으로 하는
금리 상하한 체계(corridor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공개시장운영을 매일
1회 활발하게 병행함에 따라 단기 시장금리는 인민은행의 자금 흡수시 적용되는
역RP금리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다. 중장기 자금시장에서는 MLF 금리 조정을 통
해 은행대출의 벤치마크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이하 LPR)2)에
영향을 줌으로써 은행대출금리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은행간 RP금리(Depository Institutions RP, 이하 DR)의 역할을 중
시하는 한편 LPR 제도를 개선하여 LPR 금리를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벤치마크 금리로 운용하고 있다. <Figure 2>는 단기 자금시장에서 은행간 7일물
RP금리(DR007)3)가 금리 상하한 체계 내에서 역RP금리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Figure 2>
Interest Rates and Corridor System

Note: 30-day moving average.
Source: WIND, CEIC

<Figure 3>
Lending Rate and SHIBOR

Source: CEIC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중국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개별은행 LPR금리는 MLF금리와 가산금리(은행별 조달금리, 자금 상황, 리스크 프리미엄 등)의 합으
로 이루어진다.
3) 일반 RP금리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은행간 RP금리는 실제 거
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과 신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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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월에는 LPR 보고은행이 매월 자체적으로
산정한 LPR 금리를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에 보고하면, 센터는 최저ꞏ최고치를
제외한 금리를 산출하여 발표하는 등 시장 메카니즘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LPR
제도를 변경하였다.
LPR 제도 개선 이후 대출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장기간 고정4)되면서 발생하였
던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시장금리 변동성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크게 경감되었
다. 금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대출기준금리를 참고로 하여 대출을 실행함에 따
라 <Figure 3>과 같이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발생하고, 대출기준금리의
특정배율을 대출금리 하한으로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LPR 제도 개
선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하한
설정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PR 금리 변동이 은행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유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5)

나.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
인민은행은 저신용 중소ꞏ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조절제도를 도입하였다. <Table 1>과 같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선별적 지준율제도(Targeted-RRR),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및 담
<Table 1>

PBoC’s Liquidity Facilities for Vulnerable Sectors

Facility

Meaning

Targeted RRR

- The PBoC reduces the RRR for banks that meet certain
criteria in terms of lending to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to private companies, as part of its
inclusive finance program.

Targeted Medium-Term
Lending Facility

- Lending to large commercial banks that have relatively
adequate capital and sound asset quality; and that have
potential to lend to small and micro enterprises and to
private businesses.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 Collateralized loans from the PBoC to financial institutions,
targeted for specific purposes.

Source: PBoC

4) 대출기준금리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상징성과 효과가 큰 데다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서 인민은행은 15.10월 이후 대출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5) LPR제도 개선(19.8월) 이후 LPR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1.1월까지 0.4%p 하락(누적 변화율)하였
으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 가중평균 금리 역시 LPR금리와 같은 추세를 보이며 0.63%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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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완대출제도(PSL)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하였다. 동
제도들을 통해 유동성 공급과 조절경로를 다양화하고 여러 정책 수단의 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통
화정책의 미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다. 외환시장 안정 목적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활용
중국은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왔으나 이는 통
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05.7월 환율제도 개혁
이후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증가
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수단인 지준율
이 위안화 가치 안정에 빈번히 사용되었다.6) 특히 <Figure 4>에서 보듯이 위안
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었던 07~08년에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대폭 인상하여 외환
시장 개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였다.
경제가 과열(침체)되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절하)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외
환정책 간 상충이 발생7)하는데 이는 인민은행 통화정책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
용한다. 일례로 <Figure 5>와 같이 15~16년에는 미흡한 구조개혁,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위안화도 큰 폭으로 절하되었으며, 18년 하반기에도
미ꞏ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과 위안화 절하 압력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위안화 가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2021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결정 체계의 시장화 개혁을 통화정책 운영의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
다. 또한 위안화의 단기 쏠림 현상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외화거시건전성
관리 강화8)를 통해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6) Chang et al. (2019), Ma et al. (2013)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준율을 사용하
였다.
7) 급격한 자본유입시 위안화 절상 방지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경기가 더욱 과열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급격한 자본유출시 위안화 절하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경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8) 해외대출 및 차입에 관한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조절하여 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대출을 유도
하고 과도한 해외자금 차입을 방지하였다(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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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igure 4>
1)

Foreign Reserves, RRR , FX Rate

Note: 1) Large depository institutions.
Source: CEIC, IMF

RMB Exchange Rate and GDP Gap3)

Notes: 1) Real GDP growth rate minus
potential GDP growth rate.
2) (+) and (-) denote RMB
appreciation and depreciation,
respectively.
3) Dark shaded area covers the period
of GDP+(-) Gap and RMB
appreciation (depreciation).
Source: OECD, World Bank

2. 최근 현황
과거 경기 침체기의 대응과 비교해 볼 때, 금번 미ꞏ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
한 경기 하강기에 인민은행은 전면적인 대규모 부양책보다 취약부문에 대한 선
별적인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였다.

가. 지준율 등 양적 정책 수단 적극 활용
인민은행은 미ꞏ중 무역갈등 및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
기침체 방지를 위해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준정책의 활
용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Figure 6>은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하여
볼 때 금번 하강기에는 금리 조정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반면 지준율 인
하는 규모와 기간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구조개혁 미흡에 따른 침체기에 대
출금리와 역RP금리 인하 정도가 비슷9)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위기시 역
RP금리 인하가 5개월간 0.35%p로 소폭에 그쳤다는 점은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작았음을 방증한다.
9) 인민은행이 대출기준금리와 역RP금리를 모두 조정하던 시기로 대출금리는 12개월간 1.65%p, 역RP 금
리는 10개월간 1.85%p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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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erest Rates

Source: CEIC

Required Reserve Ratio

Notes: 1) Rural credit cooperatives, rural
cooperative banks, village banks and
rural commercial banks.
2) Joint-stock commercial banks and
city commercial banks.
Source: CEIC

이와 같이 지준정책의 역할이 확대된 이유는 지준율 조정이 내외금리차 변동
으로 인한 단기 투기성 자금 유출입10)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정
책 여력도 크고 특정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
준율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11)이어서 정책 여력이 큰 편이다. 또
한 금번 경기 하강기인 18.3월부터 지역 소재 중소ꞏ민영기업 등 특정 부문 지원
을 위해 이들 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방 농촌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을 대상
으로 한 지준율을 차등 인하하는 등 지준율 제도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금리 정책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금리 중
심의 선진국 통화정책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12)

나. 선별적 유동성 공급을 통한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억제
인민은행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대응하여서는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공개시
장운영(RP 매매)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10) 금리 조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금리 인상(인하)시 내외금리차 확대(축소) 및 위안
화 절상(절하) 기대로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유출)이 촉진될 우려가 있다.
11) 중국의 지준율은 5.5~12.0%(소형금융기관: 5.5%, 중형금융기관: 9.0%, 대형금융기관: 12.0%)이며, 미
국은 0%, 유로는 1%, 일본은 0.1~1.3% 수준이다.
12) 금리 정책을 활성화함에 따라 지준율 정책보다 금리 정책의 유효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Ⅲ.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의 1. 선행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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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2 Growth Rate

Housing Prices1) 2)
(YOY, %)
Beijing Shanghai
Global Financial Crisis
(2010)
European Debt Crisis
(2013)
China Structural Reform
Recession (2016)
U.S.-China Disputes and
COVID-19 (2020)

Source: CEIC

28.9

12.1

9.0

16.8

21.5

18.1

4.9

10.2

Notes: 1) End of year.
2) Housing prices increased by 6.5% in
Beijing and by 6.8% in Shanghai
during the recent 10-year non-crisis
period.
Source: CEIC

공개시장운영은 7~28일물 RP매매가 단기 유동성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6.1월에는 매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운영 빈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새로
도입한 대출제도를 통해서는 기업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구조개혁
침체기 이후 MLF, PSL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번
경기 하강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통한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 위기시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통화량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Figure 7> 및 <Table 2>에서 보듯이 금번 위기시에는
선별적 지원 전략을 활용함에 따라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 영세·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인민은행은 영세 중소ꞏ민영기업의 실질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
는 등 취약 부문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선별적 지준율제
도13)를 운영하고,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을 26개월간 9.0%p로 큰 폭 인하
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20.6월에는 지방법인은행이
취급한 소규모 대출의 만기를 연체이자 없이 연장하였다. 20.2월에는 코로나19로
13) 취약부문에 대한 신규대출 및 잔액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지준율보다 0.5%p~1.0%p 우
대하였다(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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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는 피해업종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용 특별재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7월에는 소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및 농업부문과 관련한 재
대출ꞏ재할인 금리를 인하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20.6월
에 지방법인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신용대출채권을 인민은행이 한시적으로 매입
하는 제도14)도 도입하였다. 이외에 상업은행 발행 영구채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중소ꞏ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19.2월에는 중앙은행증권스왑
(Central Bank Bills Swap, CBS)15) 제도도 신규로 실시하였다.

Ⅲ.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16)
1. 선행연구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은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책의 영향
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미국 통화정책 완화가 미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Kim, 2001;
Maćkowiak, 2007; Faust and Rogers, 2003; Canova, 2005; Nobili and Neri,
2006; Bluedorn and Bowdler, 2011 등).
중국 통화정책수단 및 중국 내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중국 통
화정책의 국제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 또한 대부분 주
변 국가들의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
국통화정책 수단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대 이전에는 금리정책의 효과가 작았으
나, 이후에는 금리정책이 양적 수단보다 더 효과적임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Geiger, 2006; Laurens and Maino, 2007; Zhang, 2009; Chen et al., 2011, Kim
and Chen, 2021), Fan et al. (2011), He et al. (2013) 등은 중국 통화공급량 충격
이 중국의 물가와 생산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Sun (2015)은 통화량과 이자율
을 혼합한 통화정책의 중국 내 파급효과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Koźluk et al.

14)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여 인민은행이 SPV에 특별대출자금을 제
공하면, SPV가 지방법인은행에 기업지원용 대출자금을 무이자로 공급한다.
15) 상업은행은 영구채를 인민은행이 발행한 증권으로 교환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인민은행과의 거
래 등에 담보로 활용 가능하다.
16) 최근 상황은 전염병 등 특수 요인에 의한 단기 변동이 매우 커 VAR 모형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분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최근 위기 기간이 제외된
장기 시계열을 이용하여 중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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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Johansson (2012), Huang et al. (2014) 등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정책 완
화 충격은 주변 국가들의 생산, 물가, 주가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and Kim (2021)은 중국 통화정책이 9개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
과를 무역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들 연구와 실증분석 방법, 무역
경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점 등은 비슷하나, 분석대상 국가가 한국이며, 금융경
로 및 원유가격경로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파급경로의 효과를 점검한 점, 중국
통화정책 전반의 체계와 현황을 정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통화정책의 국제파급경로와 관련한 기존 문헌들은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다양한 국제파급경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어느 경로가 강하게 작
동하는지는 국가별 무역결합도, 금융개방도 등에 따라 상이하다(Georgiadis, 2016).
무역경로에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선진국 통화 약세로 주변국 수출이
감소(지출전환경로, expenditure-switching channel)하기도 하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선진국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변국 수출이 늘어나기도 하는(소득수요경로, income
demand channel) 등 상반된 효과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
의 영향으로 수직적 무역구조와 무역결합도가 증대되면서 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경
로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투입요소 중 수입 중간재
비중이 높아 해외 기업들과 생산비용이 비슷해지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지출전환경
로가 약화되는 반면, 무역비중이 높아 무역상대국의 소득 증가로 인한 효과는 강화된
다(Gust et al., 2010; Georgiadis et al., 2019).
금융경로17)에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국제자본흐름,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을 통해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18) 그중 하나로는 선진국의 금리 인
하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선진국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서 주변국 자금시장으로
유입되면,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자산수익률이 하락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포트폴리오조정경로(portfolio balance channel)가 있다. 즉 선진국 투자자들이 투
자국 및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함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 영
향을 받는 경로이다. 또 다른 경로로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 신흥국 기업들의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상승하여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자산가격경로(asset price channel)가 작동하는데, 이
17) 금융경로(financial spillovers channel)는 무역경로와 같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경로는 아니지만, Ammer
et al. (2016), Borio and Zhu (2012), Rey (2013), Bruno and Shin (2015), Neely (2015), Hanson and
Stein (2015) 등 다수의 문헌들은 금융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부 경로들을 연구하였다.
18) 중국 통화정책의 국제 파급효과의 경우 Huang et al. (2014), Arslanalp et al. (2016) 등이 무역경로와
금융경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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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흥국 주식시장 등 금융부문에서 작동하는 경로이다. Ehrmann and
Fratzscher(2009) 등에 따르면 금융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동 경로가 강하게
작동한다.
마지막 원유가격경로(oil-price channel19))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로 신흥
국 금융상황이 개선되면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 등 수요 측면이 활성화됨에 따
라 원유 등 기업들의 요소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다. 뿐만 아
니라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달러가 절하되면 상대적으로 통화가 절상된
원유 수입국들은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통화 절상으로 인해 보유한 금
융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부의 효과로 원유 및 기타 원자재 수요를 증가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Yoshino
and Hesary, 2014).
이외에도 최근 미국 통화정책이 글로벌 은행의 투자 행태 및 미 달러에 미치
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 위험선호경로
(risk-taking channel)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Cetorelli and Goldberg, 2012;
Bruno and Shin, 2015; Bräuning and Ivashina, 2020 등).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에 어떠한 경로를 통
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ꞏ중 간 교역
은 수직적 무역구조가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자본시장이 완전
히 개방되지 않고 완전 자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통화정책의 국
제파급영향이 선진국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역경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한편, 기존 문헌들이
분석한 금융경로 및 원유가격경로들이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분석방법
한국과 중국 간 수직적 무역구조 특성하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입의 구체적인
파급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용도별 대중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한국무역
협회(KITA)로부터 획득한 HS code 6단위 월별 수출입 데이터를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와의 연계표를 이용하여 BEC 분류 기준(원자재, 중간
19) Adjemian and Darracq(2008)은 oil price shock, oil supply shock 등 원유 관련 충격의 영향을 분석하
면서 이를 oil price channel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Burakov (2017), Mathai (2012)
등과 같이 통화정책 충격이 원유 가격을 통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채널을 oil price channel로 분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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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최종재)으로 전환한 후 수출입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였다.
위안화 가치 변동이 중국 통화정책의 국제 파급경로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
한다는 점과 최근 위기에 따른 단기 변동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중국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점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기간을 중국
환율제도 개혁 이후부터 미ꞏ중 무역갈등이 시작되기 직전인 05.8월부터 17.12월
로 설정하였다.
식 (1)과 같이 중국 변수를 대상으로 한 VAR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중국 또는 한국의 경제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한 확장모형을 통해
한국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본모형에서의 내생변수벡터(  )에는 중
국 거시경제변수인 중국 산업생산, 물가, 통화정책수단, 통화량을 포함하였으며,
외생변수벡터(  )는 연준의 정책금리, 달러 인덱스를 사용하였다. 최근 지준정책
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분석대상기간이 17.12월까지이고 중국 통화정책수단이
수량형에서 가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중국 통화정책수단으로
는 가격형 수단을 대표할 수 있는 7일물 RP금리를 이용하였다.20) 시차는 AIC
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5개월로 부여하였다.

    ∑      ∑      

(1)

확장모형에서의 내생변수벡터(  )로는 중국 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모형에 중국 변수(중국 환율,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중국 수입)을 추가하였
다. 한국의 무역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 교역변수(총수출, 대중 수출, 대중 무
역수지)를 추가하고, 금융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변수(이자율, 주가,
물가)를 추가하였다. 시차는 AIC 기준에 따라 3개월로 설정하였다.
이자율, 무역수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로그 변환하였으며,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였다. 환율, 수출입 변수 등은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21) VAR
모형 식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holesky 분해 방법을 이용하
였다.22)
20) 지준율 정책의 효과는 대체로 금리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이 일치하지만 일부 변수의 경우 경제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 지준율 제도가 외환시장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준율 정책의 분석결과는
<부록 2>「중국통화정책(지준율 정책) 분석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21) 환율(KOR/CNY, USD/CNY)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중국 환율(China FX)은
BIS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였다. 수출입 변수들은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22) 내생변수벡터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순서는 Christiano et al. (1996, 1999), Kim (2001) 등을 참고하여
중국 산업생산, 중국 물가, 중국 RP금리, 중국 통화량, 분석대상인 중국 또는 한국 변수 순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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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고, 금융경로에서는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원유가격
등을 통해 한국 금융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무역경로
무역경로 내 ① 수직적 무역통합, ② 지출전환 및 ③ 소득수요 세 가지 경로
를 분석한 결과, <Figure 8>에서와 같이 중국 통화정책 완화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
력이 강화되어 대선진국 수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충격반응함수 결과 1년 전후
로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이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수직적 무역구조하에서 중
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는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증가를 야기하는데, 충격반
응함수 결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충격후 6개월 전후로 증가함에 따라 수
직적 무역통합 경로(vertical trade integration channel)가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중간재가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23)을 차지하고 있어 수직적 무
역통합 효과가 작용하면서 기존 문헌들의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분석 결
과24)와 달리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단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
는 지출전환경로(expenditure switching channel)는 90%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ꞏ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위안
화대비 원화 절상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25),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에 의한
중간재 수출 증가 효과가 지출전환에 따른 최종재 수출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은 단기에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중국 제품과
경합하는 제3국 시장에서 위안화 대비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품의 상대 가격 상
23) 분석대상 기간중 한국의 대중 수출중 중간재 비중(실질기준)은 73.2%다.
24)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주변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상을 가져와 이들 국가의 수
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등 주변 국가들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근린궁핍화효과).
25) 분석대상 기간 중 위안화 대비 원화의 절상 정도는 달러 절상에 비해 소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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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으로 한국 수출 이 감소하는 지출전환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8> Impulse Responses of Korean Trade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epo Rates
① Vertical Trade Integration Effect
(Chinese Exports to
(Korean Intermediate
(Chinese FX)
Advanced Economies) Goods Exports to China)

(Korean Exports)

② Expenditure Switching Effect
(FX, KOR/CNY)

(FX, USD/CNY)

(Korean Exports to
China)

(Korean Exports)

(Chinese IP)

(Chinese Imports)

(Korean Final Goods
Exports to China)

③ Income Demand Effect
(Chinese Repo Rate)

Note: The first and second panel in the third row use the 4-variable VAR, [IP, CPI, RP, M], and the
others use the 5-variable VAR, [IP, CPI, RP, M, E/V]. E/V refers to macroeconomic variables.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Each cell of the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 to a one-standard-deviatio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hock identified as a negative shock to the repo rate.

5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4호 (2021.12)

또한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으로 중국의 생산과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한
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이 증가하는 소득수요경로(income demand channel)도
90% 신뢰구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
국 대중 수출이 중간재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가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금융경로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① 포트폴리오조정, ② 자산가격 등을 통해 한국
금융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포트폴리오조정 경로를 살펴보면, 중국 금리 인하로 위안화가 절하되고
중국 자산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중국 투자자금은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절상되
고 수익률이 높은 한국으로 유입된다. 위안화 프리미엄26)과 글로벌 자금의 중국
내 유입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위안화가 절하되면 위안화 추가
절하를 예상한 시장참가자들이 달러표시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Figure 9>에서와 같이 이러한 자금 이탈은 채
권투자에서도 발생하지만, 국제수지 계정 내 은행 관련 기타투자자금 항목에서
의 자금 규모 변화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Figure 10>에서 보듯이 위안화 절하에 더하여 중국 자산에 대한 수익률 하락
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27)함에 따라 한국의 채권 수익률
이 하락하는 등 중국의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한국 이자율을 소폭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에서와 같이 중국 통화정책 완화로 한국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업
들의 미래 수익에 대한 현재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자산가격 경로가 작동한다. 중
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어서 중국 통화량 증가가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28)되는 직접적 대체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아시아 지역
경제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29)이 있다.
26) 역외시장과 역내시장에서의 위안/달러 환율의 차이로, 동 프리미엄이 양의 값을 보이면 시장 참가자
들은 위안화 절하를 기대하게 된다.
27) 한국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중 중국 비중은 16.3%(2015년 기준)다.
28)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중 중국 비중은 2.0%(2019년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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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Offshore RMB/USD Rate and Chinese Capital Flows
Bond Funds

Other Funds

Note: The left-hand panel shows monthly net inflows of bond funds against the premium
offshore RMB/USD rate over the period of July 2011 to December 2016. Quarterly
GDP data are converted to a monthly frequency using monthly industrial production
data. The right-hand panel shows quarterly net inflows of banking-related capital (blue
scatter) and loans (red scatter) against the premium offshore RMB/USD rate over the
period of 2010Q3 to 2016Q4. One outlier observation for each panel is excluded from
the sample.
Source: Bloomberg, EPFR, CEIC

<Figure 10> Impulse Responses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epo Rates
Chinese Bond Rate1) and Chinese
Investment in Korean Bond Market2)

Notes: 1) 1-year treasury bond.
2) June 2011 to March 2016.
Source: CEIC,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orean Interest Rates

Note: This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 of
3-year Korean treasury bond rates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epo rates. The
figure uses the 5-variable VAR, [IP, CPI,
RP, M, E/V], and E/V refers to the Korean
interest rate.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29) Shu et al.(2016)은 중국에 의해 아시아 금융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regional pull factor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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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유가격경로
중국은 세계 원유 및 원자재 수요에서 큰 비중30)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확

<Figure 11> Impulse Responses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epo Rates
Korean Stock Prices

Chinese Repo Rate and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Stock Market

Note: This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 of Note: June 2011 to December 2017
Korean stock prices to the reduction inSource: CEIC,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Chinese repo rate. The figure uses
the 5-variable VAR, [IP, CPI, RP, M,
E/V], and E/V refers to Korean stock
prices.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Figure 12> Impulse Responses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epo Rates2)
Korean Investment1)

Korean Consumption1)

Notes: 1) These figures use the 5-variable VAR, [IP, CPI, RP, M, E/V], and E/V refers to
economic variables such as Korean investment (Inventories BSI) and consumption
(Domestic sales growth BSI).
2)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Each cell of the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s of Korean
variables to the reduction in the Chinese repo rate.
30) 최근 20년간 중국 산업생산과 세계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 지수(로그변환 값)와의 상관계수는 각
각 0.74, 0.78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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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 통화정책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
으로 작용한다. <Figure 12>는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한국의 소비와 투자를 활
성화하는 효과도 원자재, 중간재, 임금 등 기업의 투입요소 비용 상승을 유발하
는데 이 또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4. 강건성 검정
<Figure 13>과 같이 분석 모형에서 중국 산업생산과 물가 변수의 순서를 바꾸
<Figure 13> Robustness Check: Impulse Responses of Korean Trade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P
① Vertical Trade Integration Effect
(China FX)

(China Export to
(Korea Intermediate
Advanced Economies) Goods export to China)

② Expenditure Switching Effect
(FX, KOR/CNY)

(FX, USD/CNY)

(Korea Export to China)

(Korea Export)

(China Import)

(Korea Final Goods
Export to China)

③ Income Demand Effect
(China Repo Rate)

(China IP)

(Korea Export)

Note: The first and second panel in the third row use the 4-variable VAR, [CPI, IP, RP, M],
and the others use the 5-variable VAR, [CPI, IP, RP, M, E/V]. E/V refers to
macroeconomic variables.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Each cell of the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 to a one-standard-deviatio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hock identified as a
negative shock to the repo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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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무역경로의 분석 결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영향
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Figure 14>와 같이 외생변수에 원유를 추가하여 분석
한 결과도 기존 결과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Figure 14> Robustness Check: Impulse Responses of Korean Trade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P
① Vertical Trade Integration Effect
(China FX)

(China Export to
(Korea Intermediate
Advanced Economies) Goods export to China)

(Korea Export)

② Expenditure Switching Effect
(FX, KOR/CNY)

(FX, USD/CNY)

(Korea Export to China)

(Korea Export)

(China Import)

(Korea Final Goods
Export to China)

③ Income Demand Effect
(China Repo Rate)

(China IP)

Note: The first and second panel in the third row use the 4-variable VAR, [IP, CPI, RP, M],
and the others use the 5-variable VAR, [IP, CPI, RP, M, E/V]. E/V refers to
macroeconomic variables.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Each cell of the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 to a one-standard-deviatio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hock identified as a
negative shock to the repo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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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중국은 미ꞏ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지준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도입하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조정은 작았던 반면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ꞏ선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하
였다.
중국 통화정책 변화는 무역경로뿐만 아니라 금융경로를 통해서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ꞏ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 특성으로
인해 중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가 유의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
국 통화정책 완화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재조정, 지역 내 투자심리 개선, 원유ꞏ원
자재 등 요소가격 변화 등을 통해 한국 금리 하락, 주가 및 물가 상승 등을 유발
하였다.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 한ꞏ중 간 금융연계성 심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 통화정책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외환ꞏ금
융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
국의 쌍순환 방식31)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한ꞏ중 간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기술자립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통신, 신소재, 신에너지 등 신흥산
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한ꞏ중 간 경쟁 및 무역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
다. 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경
우 소득수요효과 경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32)하고 있는 데다 중국
의 외환ꞏ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의지도 확고33)하여 중국의 경기 변동 및 투자자금

31) 중국은 14차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에서 소비ꞏ투자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무역도 확대하여 국제대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등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을 채택하
였다.
32) 중국의 대한국 주식투자(조원): 12년 57.1 → 15년 119.5 → 18년 138.5 → 20년 155.6
중국의 대한국 채권투자(조원): 12년 127.9 → 13년 145.9 → 14년 159.2 → 15년 200.9
33)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및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투
자한도 폐지(19.9월), 신청자격 완화 및 투자범위 확대(20.9월))하고, 증권감독위원회도 자본시장의 양
방향 개방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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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변화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통화정책 충격 식별을 위한 참고문헌과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까
지 정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향후 관련 문헌과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모형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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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
정책 수단
지급준비율

내 용
도입 시기
- 금융기관이 대상 채무의 일정 비율을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예
1985년
치해야 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규모별로 차별화된 지준율을 적용

공개시장운영
(RP매매)

- 인민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 담보물 대출로서, 주로 7일물
역RP를 이용하여 시중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만기: 7, 14, 21, 28, 63, 91, 182일)

공개시장운영
(통화어음)

- 통화어음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13.11월 이후 사용되지 않
고 있음
(만기: 3개월, 6개월, 1년, 3년)

단기유동성
공급제도(SLO)

- 은행 시스템에 일시적인 유동성 변동이 있을 때 시장 기대를 안정
화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초단기 유동성 공급 제도
(만기: 7일 이내)

2013.1월

재할인

-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적
격 요건을 갖춘 상업어음에 대해 할인

1985년

재대출
예대기준금리
대출우대금리
(LPR)

-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고, 특정 정책대출을 집행
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
- 과거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예대금리 설정에 있어 기준금리로
공표하였으며, 15.10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
(만기: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3년, 3~5년, 5년 초과 만기 대출)
- 금융기관이 우량기업에 제공하는 1년 만기 우대금리로 19.8월 제
도 개선을 통해 벤치마크 대출금리로서의 역할을 수행

1998년

1985년
2013년

임시유동성
지원창구(TLF)

- 대형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일시적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상
업은행 예금규모에 근거하여 자금을 할당함에 따라 일시적 지준
율 인하 제도로도 평가
(만기: 28일)

2017.1월

유동성조절
대출제도(SLF)

-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민은행의 담보부 대출 형식의 유동성 공급제도로 금리 상한의
역할을 함
(만기: 익일, 7일, 1개월)

2013.1월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 농촌지역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업은행과 정책은행에 중기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기 자금 조달 비용을 조절
하는 담보 대출 제도
(만기: 3개월, 6개월, 1년물)

2014.9월

선별적중기
유동성지원창구
(TMLF)

- 중소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상업
은행 및 주식제 상업은행 등 대형은행에 중기 유동성을 MLF보다
2018.12월
낮은 금리로 제공
(만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담보보완대출제도
(PSL)

- 인프라 투자 등 주요 부문 또는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 경제의 취
약한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선별적으로 장기 지원하기 위한 담보
대출 제도(만기: 3년)

2014.4월

거시건전성평가
(MPA)

-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ꞏ평가체계

2017.3월

창구지도

- 인민은행이 거시경제 여건, 정책목표 등에 따라 상업은행들의 대
출 활동에 직접 관여

-

자료: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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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국통화정책(지준율 정책) 분석결과

Impulse Responses to the Reduction in Chinese Required Reserve Ratios
(Chinese FX)

(Chinese Exports to
(Korean Intermediate
Advanced Economies) Goods Exports to China)

(Korean Exports)

(FX, KOR/CNY)

(FX, USD/CNY)

(Korean Exports to
China)

(Korean Exports)

(Chinese RRR)

(Chinese IP)

(Chinese Imports)

(Korean Final Goods
Exports to China)

(Korea Interest Rates)

(Korea Stock Prices)

(Korea Investment)

(Korea Consumption)

Note: The first and second panel in the third row use the 4-variable VAR, [IP, CPI, RP, M], and
the others use the 5-variable VAR, [IP, CPI, RP, M, E/V]. E/V refers to macroeconomic variables.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0% significance level. The horizontal line denotes the monthly
period. Each cell of the figure gives the impulse response to a one-standard-deviation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shock identified as a negative shock to the required reserv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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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of Chinese Monetary
Policy Shocks: Evidence from Korea
Yujeong Cho*
As the trade linkages and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grow stronger, China’s influence on Korea is also growing larger.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key features of Chinese monetary policy operations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analyze the transmission mechanism of China’s monetary
policy shocks onto the Korea economy.
China’s monetary policy shocks can have an impact on the Korea economy
through the trade, financial and oil-price channels. In the trade channel, an
expansionary Chinese monetary policy can increase Korea’s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to China under the vertical trade structure, via the vertical trade integration
effect. Meanwhile, the expenditure switching effect and the income demand effect
show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financial and oil-price channels, expansionary Chinese monetary policy
shocks can decrease the interest rate and increase both stock prices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in Korea through changes in global portfolio capital flows,
interest rates, and raw material prices.
JEL Classification Number: F3, F41, F42, E52
Keywords: Chinese Monetary Policy, International transmissio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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