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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 6.3위안대로 하락

제목
1

북경사무소

최근 위안화 환율 동향

□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은 3월중 6.57위안까지 상승하며 일시 약세를
보였으나 4월 들어 6.3위안대로 빠르게 하락하며 강세로 전환
ㅇ 5.26일 종가기준 6.3930위안을 기록하여 그동안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6.4위안을 하향 돌파하였으며, 5.28일에는 6.3654위안까지 하락
― 이는 2018.5.24일(6.3816위안)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개월 전인 종전 고점(4.1일 6.5739위안)대비 3.2% 하락
* 역외 위안화 환율은 5.28일 6.3598위안까지 하락

ㅇ 인민은행의 5.28일 매매기준환율(고시환율)도 전일(6.4030)보다 0.27%
낮은 6.3858위안으로 고시되어 6.3위안대에 진입
위안화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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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 ) 내는 전일대비 상승･하락률(%)

2018년 이후 위안화 환율 추이

금년중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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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의 강세 요인

□ 최근의 위안화 강세는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견
조한 회복으로 위안화 절상 기대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
하는 데 주로 기인
ㅇ 위안화는 지난 3월 달러지수 반등*시 약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미 국채
금리 상승 우려 완화로 달러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강세로 전환되는
등 미달러화 약세가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
* 달러지수는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미 국채금리 급등 우려로 1월말 90.5에서
3월말에는 93.3 수준으로 상승

― 위안화 가치는 3월말 대비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2.9% 상승하였으나
유로화 및 파운드화 대비로는 각각 0.8% 및 0.2% 하락하여, 환율바
스켓지수인 CFETS 위안화환율지수로는 0.3% 상승에 그침
위안화 환율 및 달러지수 추이

위안화의 주요 통화 대비 절상･절하율

주 : 4.1∼5.28일 기준

ㅇ 최근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
성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경제 회복세 등에 힘
입어 4월 이후 선강통(深港通) 및 후강통(沪港通)을 통한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
* 최근 3주간 선전종합지수는 6.9%, 상하이종합지수는 5.3% 상승
** 21.2월 412억위안 → 3월 187억위안 → 4월 526억위안 → 5월 511억위안

― 특히 5.25일에는 선･후강통 도입 후 일일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인 217억위안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등 최근 4거래일 기준으로만
473억위안(약 74억달러)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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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가지수 추이

최근 선･ 후강통 주식투자자금 유입

ㅇ 4월 수출이 32.3%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29억달러(1∼4월중 1,580억달러)에 이르는 등 막대한 무역흑자도 지속
ㅇ 중국 외환당국이 최근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위안화 환율
하락을 당분간 용인할 것이라고 보고 역외시장 등에서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환율 추가 하락 기대가 형성된 것도 요인으로 가세
* 4월 생산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수입 원자재가격 급등 영향으로 6.8% 상승하여
2017.10월(6.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전월(4.4%)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

3

외환당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외환당국의 대응) 인민은행은 최근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강세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은행 등 외환시장
주체들의 자율기제 활용과 구두개입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
정을 도모
ㅇ 류궈창(刘国强) 인민은행 부총재는 5.23일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수급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상승이나 하락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변동이 일상화(双向波动成为常态)가 될 것이라고 발언
ㅇ 또한 인민은행은 5.27일 외환시장 참가기관(외환시장자율기제*)과 인민은행
관련부처와의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최근 환율관련 논
란과 관련하여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및
일방향 기대에 근거한 환투기 방지 등을 요구
* 2016.6월 은행간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위안화 환율의
중간가격 견적행위, 은행간시장과 장외시장의 거래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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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이 “수출 촉진이나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汇
率不能作为工具)고 밝혀 외환당국이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하락
을 용인할 것이라는 시장의 의혹을 일축
― 또한 환율의 상･하 양방향 변동의 일상화 및 이에 대비한 기업의
중립적인 환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
의 환투기 행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
□ (향후 전망) 시장에서는 향후 위안화 환율에 대해 큰 폭의 추가 하락이나
급반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대체로 6.2∼6.6위안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지속, 미 실질금리 하락과 연준 통화정책 기조
의 조기변화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이 6.2위안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있음(中信证券)
ㅇ 다만 위안화 절상추세 지속(1년전 대비 11.1%)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
진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의 추가 하락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
중시킬 것이므로 6.2위안 이하로 하락하기는 어렵다는 견해(平安证券)
― 최근 중국정부의 주요 상품의 공급유지, 가격 안정화 및 투기방지
조치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완화되고 있어 환율을 통
한 인플레이션 대응 필요성도 감소(民生银行研究院)
→ 그동안의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나, 이에 따른 절상 추세가 이미 막
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위안화 가치의 추가 상승 여지는 작고 오
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中金公司)
□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방식 및 미시적 정책*을 통한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어 외환당국의 정책대응을
주시할 필요
* 상업은행의 선물환매도준비금 비율 인하(기존 20% → 0%, 2020.10월), 기준환율 산
정시 포함하던 경기대응계수(역주기인자)의 적용 축소(2020.10월), 금융기관과 기업
의 해외자금조달 계수를 하향 조정(1.25→1)하여 과도한 외화차입 자제 유도
(2020.12월 및 2021.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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