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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재원

HKMA 총재의 미달러화 연계환율제도 등에 대한 견해
~

※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이 2020.6.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Eddie Yue
총재의 “Hong Kong’s Financial Stability: Fact Speak for Themselves” 내용을 정리

□ Eddie Yue 홍콩금융관리국(HKMA) 총재는 지난주 중국 전인대가 제정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도 가
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ㅇ 아울러 HKMA는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과 자원을 갖
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최근 미달러화 연계환율제도(LERS: Linked Exchange Rate System)의 유지가
능성과 홍콩달러화와 미달러화간 자유로운 교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총재로서의 견해를 시장과 공유하고자 함
□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홍콩 정책법에 의한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5.30일)하면서 홍콩경제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필요
ㅇ 최근 홍콩 금융시장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홍콩달러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홍콩달러화 환율*이 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등으로 5.22일
일중 최고 7.757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는 밴드 하한(7.7500)에서 0.1% 절하
된 수준에 불과
* 홍콩달러화 환율 추이: 5.22일 7.7558 → 5.28일 7.7527 → 6.3일 7.7504

― 주요 은행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홍콩달러화 예금도 안정세를 유지
ㅇ 일부 은행 지점에서 고객들의 일시적인 환전수요 증가로 미달러화가 부
족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홍콩 은행시스템에서 미달러화의 공급
부족은 없음*
* 은행 지점에 미달러화 실물이 공급될 경우 향후 환전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임

⇒ 전반적으로 홍콩 금융시장은 LERS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operate in a smooth and orderly manner)

□ 홍콩은 튼튼한 기초경제여건 및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이
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음
ㅇ LERS는 본원통화의 2배 수준인 4,400억 미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통해
서 지탱되고 있음
ㅇ 홍콩 은행시스템은 높은 자기자본, 풍부한 유동성 및 낮은 부실채권을 갖
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지표도 국제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보다 매
우 양호함
ㅇ 홍콩은 중국본토 자본시장에 대한 관문(gateway)으로 중국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의 절반 이상이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들에게 홍콩 특유의 강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홍콩은 중국본토에 대한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
택의 장(a place of choice)으로 남아 있음
□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로 인해 홍콩달러화와 미달러화간 자유로운 교환이 일
방적으로 취소(unilaterally revoked)되고 미국이 홍콩에 대해 미달러화 청산시
스템(USD clearing system)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ㅇ 그러나 LERS는 미국-홍콩 정책법이 시행(1992년)되기 이전부터인 1983.10월
에 도입된 것으로 LERS는 정책법에 의한 특별지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
라 홍콩이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결정(our own
considerations)하여 도입된 것임
― LERS는 지난 36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홍콩 통화금융체계의 한 축으로 홍콩에 대한 외교정책 때문에 바
뀌지는 않을 것임(will not be changed because of any shift in foreign
policies towards Hong Kong)

ㅇ 홍콩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달러화 거래 중심지*이고 투자, 자산관리
및 자금결제 측면에서 홍콩 금융시스템이 글로벌 경제 및 여타 금융시스템
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홍콩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send shock waves)될 것임
* 국가별 미달러화 OTC거래 비중(2019.4월, Morgan Stanly): 영국(44%), 미국(17%), 홍콩(8%)

― 또한 홍콩 금융시스템의 타격은 미달러화를 사용하고, 미달러화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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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하
에서 HKMA는 LERS와 홍콩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접근방법으로 사실에 근거(stick to facts)하고 높은 투명성을 견지(uphold
a high degree of transparency)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
ㅇ 홍콩은 LERS에 의해 홍콩달러화가 미달러화로 자유롭게 교환되는 경제체
제이며 기본법(Basic Law) 제112조에 의해서 자유로운 화폐교환 및 자본이
동이 보장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필요에 따라 통화별 자산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정이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해서는 안 됨(such decisions should
not be made rashly simply out of some unfounded speculations)

ㅇ 2019년에도 LERS와 자본유출에 대한 소문이 있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홍콩
달러화를 매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으나 이는 잘못된 선택으로 판명되었음
― 그동안 홍콩에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홍콩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왔으며
홍콩증권거래소는 글로벌 기업공개(IPO)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홍
콩-중국본토간 주식 및 채권 교차거래도 2~3배 가량 늘어났음
* 글로벌 IPO시장 순위(2019년, HKEX) : 홍콩(401억 미달러), 상하이(269억 미달러),
나스닥(268억 미달러)

⇒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objective facts and data)를 통해서 홍콩의 금
융안정에 대한 신뢰를 갖기 바라며, 홍콩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었지만
홍콩경제는 여전히 회복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에 힘을 모았
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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