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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중국인민은행 Yi Gang 총재는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이번 갱신계약에서는 기존 계약(2020.10.10일 만료)보다 규모와
기간을 확대
― 스왑규모 : 4,000억위안 /70조원 (기존 3,600억위안/64조원)
― 계약기간 : 5년 (기존 3년)
□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은 양국 교역 증진 , 금융시장 안정 ,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 목적임
ㅇ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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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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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0

The Bank of Korea and the People’s Bank of China Announce a Renewal of the
Korean Won-Chinese Yuan 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

The Bank of Korea and the People’s Bank of China renew the Korean Won-Chinese
Yuan 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 and enlarge its size from 64 trillion
KRW/360 billion RMB to 70 trillion KRW/400 billion RMB.
The effective period is 5 additional years from October 11, 2020 to October 10,
2025 and could be ext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The two sides believe that this action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bilateral trade
between two countries and regional financial stability. The two sides also expect that
this action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enhancing the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between two central banks.
This arrangement was signed by Governor Juyeol Lee and Governor Yi Gang.

This announcement can also be found on the People’s Bank of China’s website:
http://www.pbc.gov.c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Financial Cooperation Team,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Tel: 82-2-759-5961, 5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