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6(목)

현 지 정 보

홍콩주재원

홍콩통화청, 기준금리 75bp 인상(1.25%→2.0%)
~~

□ 금일(6.16일) 홍콩통화청(HKMA)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75bp)에 따라 기준금리*
(Base Rate)를 1.25% → 2.0%로 75bp 상향 조정
* 홍콩 내 은행이 HKMA로부터 Repo 방식으로 자금조달시 적용되는 금리의 base rate

ㅇ 홍콩은 미달러화 연계환율제도(<참고> 홍콩의 환율제도 참조)를 운영함에 따
라 미연준 금리에 연동하여 기준금리*를 조정
* ‘미연준 기준금리의 하단 + 50bp = 2.0%’ 또는 ‘1일물 HIBOR(홍콩 은행간금리)
와 1개월물 HIBOR의 평균금리(5일 이동평균) = 0.2%’중 높은 금리로 결정

□ 금년 들어 홍콩의 2차례 기준금리 인상(3월, 5월) 이후 시중금리 상승은 단기물
보다 장기물*에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 HIBOR 1개월물은 0.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1년물 HIBOR의 경우 2.85%까지
상승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6.15일)

ㅇ HKMA는 홍콩 단기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단기금리 상승은 과거
와 같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설명
* 과거 2017~18년 당시 미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에도 HIBOR 단기금리는 상당기간 후
행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개월물 LIBOR 및 HIBOR 추이

2017~18년중 1개월물 LIBOR 및 HIBOR

자료 : Bloomberg

작성자 : 김민규 차장
1/2

□ 한편 현지 IB들은 최근 홍콩 달러화 환율*이 고정환율 범위(1USD = 7.75~7.85HKD)
상단에 매우 근접해 있어 HKMA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단기 유
동성이 흡수되고 단기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홍콩달러화 대미달러 환율 : 6.6일 7.8449 → 6.10일 7.8495 → 6.14~15일 7.85

ㅇ 과거 HKMA는 홍콩달러 환율이 환율밴드 상단(1USD =7.85HKD)에 도달하면 무
제한적으로 홍콩달러 매입/미달러 매도 거래를 시행*
* 홍콩통화청은 6.14~15일중 USD 17.4억을 시장에 매도 개입한 것으로 전언

<참고>

홍콩의 환율제도
□ 홍콩통화청의 통화정책 목표는 “통화가치의 안정(currency stability)”이며, 연
계환율제도(Linked Exchange Rate System)를 통화정책체계의 근간으로 운용
ㅇ 연계환율제도는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고정환율범위(1US$ = 7.75~7.85HK$)에
따라 미달러화와 홍콩달러간 완전한 태환성(convertability)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
ㅇ 발권은행이 홍콩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미 달러화를 준
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한 자의적인 통화증발은
원천적으로 차단
* 발권은행은 미달러화를 HKMA가 관리하는 외환기금(Exchange Fund)에 예치하고 HKMA로
부터 채무증서(certificates of Indebtedness)를 발급받아 홍콩달러화를 발행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며 동 제도하에서 자본유
출입은 환율이 아니라 금리 변동을 통해 자동조정(automatic mechanism)
ㅇ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인상(하)하는 경우
HKMA는 재정거래(arbitrage)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금리를 즉각 조정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