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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의 제2차 역외시장 증권 발행과
금융시장의 평가

중국 인민은행의 2차 역외 위안화 증권 발행
일 중국 인민은행은 역외 위안화 시장인 홍콩 금융시장에서 위안
화 표시 증권을 2018.11월 최초 발행이후 3개월 만에 2차로 200억 위
안 규모로 발행
ㅇ 3개월 만기 표면금리 2.45% 100억 위안과 1년 만기 표면금리 2.80%
100억 위안을 각각 발행

□ 2.13

월 1차에는 3개월 만기 표면금리 3.79% 100억 위안, 1년 만기 표면금리 4.20%
100억 위안을 각각 발행

* 2018.11

차에는 1차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는데도 역외투자자의 투자수요가 1
차보다 크게 높았음
ㅇ 1차 발행 시 중앙은행 위안화 증권의 금리가 Hibor를 상회하였으나 2
차에는 동 증권의 금리는 홍콩 은행간 시장 금리인 Hibor를 하회
― 이처럼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한 것은 최근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동 증권의 금리는 역내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었는데 3개월 만
기 증권의 경우 역내 공개시장에서의 7일 역RP금리 2.55% 보다 낮
고, 1년 만기의 경우 3.25%의 MLF(중앙은행 중기대출금리)보다 낮
은 수준
ㅇ 2차 발생 시에는 매입 신청액이 1차 발행 시의 747억 위안을 크게 상
회하면서 발행액의 6배를 상회하는 1,200억 위안 수준에 이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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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발행은 환율안정에 주력한 1차와 달리 정책도구의 유지, 위안화
투자 상품 다양화, 위안화 국제화 등에 방점을 두고 있음
ㅇ 1차의 경우 미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7.0을 넘어서기 직전이어서
역외시장 유동성 및 환율을 관리하는 목적이었으나 2차에는 위안화
환율 6.7수준에서 발행하여 환율안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1차에는 위안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매도 세력의 비
용을 상승시켜 위안화의 공매도를 방지하는데 주력
ㅇ 2차 발행 시에는 금융시장 내에 중앙은행 발행 역외 위안화 증권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여
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음
ㅇ 또한 2차 발행을 통해 역외시장 위안화표시 증권을 다양화하고 거
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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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평가
차 발행보다 역외시장에서의 유동성 흡수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
Hibor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임
ㅇ 2018.11월 기 발행한 3개월 만기 역외시장 위안화 증권 100억 위안
의 만기가 곧 도래하여 이번 발행으로 실제 흡수하는 유동성은
100억 위안 수준*

□ 1

*

□

홍콩의 위안화 예금액이 6000억 위안 수준이므로 약 1.7%에 불과

이번 역외시장 위안화 증권 발행은 금융시장에서 단기 위안화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유인을 확대시키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년 만기 국채금리의 경우 중국(2.34%)이 미국(2.54%)보다 낮지만, 금
번 중앙은행 발행 증권의 경우 1년 만기 금리가 2.8%로 미국채보다
높아 위안화 상품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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