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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mproves or Worsens Liquidity in the Korean
Treasury Bond Market?
(투자자별 보유지분과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이지은

(연구 배경)
□ 외국인 투자유인 확대* 등 국고채시장 선진화 정책, 금융위기 이후 글
로벌 유동성 증가,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 수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등 국고채 시장 투자자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폐지(1998.5월), 외국인 투자자의 신고부담 완화
(2007.12월),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2009.5월) 등
**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보유지분은 2007년 초 1.69%에서 2016년 말 10.5%
로 증가

ㅇ 투자자 유형별 보유지분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국고채 개별거래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연구는 없음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투자자별 장외 보유지분*이 국고채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7~2016년 중 장외거래 개별 국고채권의 패널데이터를 이
용하여 실증 분석
* 투자자별 유형은 외국인, 은행, 보험·연기금, 금융투자사(증권, 자산운
용, 종금사, 사모펀드 등)로 분류되고, 보유지분은 상장잔액 대비 장외
투자자잔고로 측정

ㅇ 금융시장 유동성 측정은 가격충격을 측정하는 Amihud(2002) 지표(가
격변동폭/거래대금)와 거래용이성을 측정하는 거래점유율 지표(개별
국고채거래량/국고채총거래량)를 활용
문의처: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지은(☎ 547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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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발행만기, 금융위기 시·이후 기간, 지표물/경과물 여부가 투자자별
보유지분과 국고채 유동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분석
(주요 결과)
□ 분석결과, 국고채 시장에서 투자자별 보유지분이 장외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외국인투자자의 장외 보유지분이 증가할수록 가격충격이 확대되고 거
래활성화 정도가 저하
-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거래(informed trading)* 또는 중·장기 투자
위주의 외국 중앙은행의 보유비중 증가로 인한 거래 감소일 가능성
* 외국인투자자는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경험, 정보가공능력 등에 의해 정보
우위상태에서 거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새로운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충격이 확대되고 시장유동성이 감소

- 가장 최근에 발행된 지표물(on the run)보다 경과물(off the run) 보유
시, 금융위기 시(2007~2009년)보다 이후(2010-2016년)에 외국인 보유
지분 증가에 따른 시장유동성 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
ㅇ 국내 투자자 중 금융투자사의 보유지분이 증가할수록 가격충격은 축
소되고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나, 은행과 보험·연기금은 발행만기
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 국고채 시장 선진화로 투자자 유형이 다변화되었으나 특정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 보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장외 국고채 시장의 유동
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성에 의해 국고채 시장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
이할 수 있으므로 장외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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