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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지방채무 유동성 지원책 마련과 쟁점
2019. 04. 19.

작성 ▎김홍원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최근 중국 정부는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채무 유동성 리스크 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지난해 말부터 중국국가개발은행(CDB)은 산시(山西)성, 장쑤(江苏)성, 후난(湖南)성 등 일부 대출
상환 압력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채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준금리로 중장기 대출을 지원함.
ㅇ CDB에서 제공한 융자는 고금리로 차입한 시정부 산하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1)의 대출상환에
쓰일 계획임.
ㅇ 현시점에서 산시성 이외 지역의 대출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후베이(湖北)성, 칭하이
(青海)성, 텐진(天津)시 등 다른 지역과도 논의 중임.

- 이외 상하이 및 선전증권거래소에 상환시기가 6개월 이내인 이전 채무를 상환하려는 목적인
LGFV의 채권발행 대해 발행조건을 완화하도록 지시2)
ㅇ 현행 기준상 LGFV의 전체 매출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채권발행이 불가하나, 이 조치로
정부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LGFV의 채권발행이 가능해짐.
표 1. 최근 중국국가개발은행(CDB)의 LGFV 지원 사례
시기

내용

2018년 12월

CDB와 7개 금융기관(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에서 산시(山西)성의 산시
교통지주회사(山西交通控股集团)에 2,607억 위안의 융자 제공

2019년 3월

CDB에서 장쑤(江苏)성 전장(镇江)시,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시 지방정부에 기준금리로 융자 제공

자료: 海通证券(2019. 4. 10), 「如何看待国开行参与地方隐性债务化解: 33万亿的难题」; 西南证券(2019. 4. 7), 「地方政府隐
性债务管控“欲速则不达”」

☐ 지방부채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LGFV의 부채는 그 규모가 크고, 대부분 중·단기
차입금인데다 LGFV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1)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2010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건(「关于加强地方政府融资平台公司管理有关问题的
通知」)에 따르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 투자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토지
자산 등 재정을 출자하여 설립한 독립 법인자격을 보유한 경제주체임.
2) 정식 정책문건 발표가 아닌 창구지도 형태로 지시된 사항이며, 해당 증권거래소는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地方融资平台发债、信贷松绑？ “借新还旧”开口子但严控新增」(2019. 3. 14), 21世纪经济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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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FV는 중국 지방정부의 그림자(隐性)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금융발전실험실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산하 연구소(国家资产负债表研究中心)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7년
기준 LGFV의 부채는 30조 위안에 달함(2017년 중국 전체 GDP의 약 37%).3)
ㅇ 참고로 2019년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8조 3,900억 위안으로 지방
정부의 종합재정능력(综合财力) 대비 부채율은 76.6% 정도임.4)

- 대부분 LGFV의 차입금은 5년 이내의 중·단기 채무이며, 수익구조가 자본조달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음.
ㅇ 2017년 AAA등급의 LGFV 채권수익률은 4.8%이나, LGFV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9%에 불과5)

☐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국정부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및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IMF(2016)는 정부와 기업 부채의 상환책임 분리와 LGFV의 채무를 기업 자체적으로 상환하는지
여부가 중국 정부부채 관리의 핵심이라고 지적6)
- 중국 정부도 이를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LGFV에 대해 구조조정 및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상환부담이 중앙정부와 금융기관으로 일정부분 전가되었음.7)
ㅇ 2018년 중국 전체 LGFV는 약 11,600개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LGFV는 극히 일부임.

-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지역에 대해 오히려 정책적 혜택이 주어졌으며, 대환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 떠안게 됨.

3) 「中国去杠杆进程报告（2017年度）」(2018. 4. 10), 中国经济网
4) 「去年末地方债约18.39万亿，债务率76.6%处安全线内」(2019. 1. 23), 第一财经;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율을 '지방
정부 부채잔액/종합재정능력(综合财力) 비율'로 계산하며 100%를 한계기준으로 설정함. 종합재정능력은 일반예산수입, 중앙
정부 이전지급, 정부성 기금수입, 국유자본 경영수입의 합임.
5) ROA가 AAA등급 채권수익률(4.8%)을 상회하는 LGFV 비중은 전체의 LGFV의 7.4%에 그침. 西南证券(2019. 4. 7),
「地方政府隐性债务管控“欲速则不达”」
6) IMF(2016), “China: 2016 Article Ⅳ Staff Report.”
7) 중국정부는 신 예산법이 실시된 2015년 1월 1일 이후 LGFV를 포함한 지방국유기업의 채무를 지방정부 채무에서
분리하여 정부의 상환책임이 없다고 공식 표명(단, 지방정부가 출자한 기업인 경우 출자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자료: 김홍원(2017. 4. 28), 「中, 지방정부의 불법 채무보증 및 자금조달 처벌 조치」, KIEP 동향세미나 발표자료;
「逾万家地方融资平台监管加码 实施破产将打破刚性兑付」(2108. 9. 20), 证券日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