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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韓國銀行 通貨政策 手段의 變遷過程
1. 中央銀行貸出
1950년대에는 전쟁수행에 따른 악성인플레의 수습과 과잉유동성 흡수
를 위하여 재할인총액한도제1)를 도입하였으며 국민경제상 긴요한 부문
에 자금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융자순위제, 우대어음제 등 선별
금융제도2)를 실시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업어음 재할인제도 및 무역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재할인제도가 산업정책 차원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한국은행 창립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일반자금으
로 분류되어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1968년 2월「상업어
음할인 취급규정」
의 제정으로 동일인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한도 및 할인
기간이 완화됨으로써 자동재할인적 성격을 갖는 선별금융지원 수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이에 따른 지
준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았
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970년 2월에는「우량거래업체에 대한 특별융
자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우량기업이 일정 한도내에서 자동적으로 재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해 4월에는「상업어음재할인 취급요령」
을
제정하여 재할인 대상업종을 계열화산업, 중요물자 유통산업 및 지방특
화산업으로 분류하고 계열화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再割引 限度를 설
정하였다. 1971년 9월에는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우
대적격업체 관련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취급규정」을 제정하여
1) 1951년 9월에 도입하여 무역금융 등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재할인 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 한국은행 예금증가액
범위내로 규제하였는데 1952년 4월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재할인 증가한도를 책정하도록
운용방식이 변경되었다. 동 제도는 당시의 금융경제상황에 따라 재할인총액한도를 일정기간동안 동결하거나 한도
외 대상자금을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면서 운용되어 오다가 1960년 6월 폐지되었다.
2) 융자순위제는 국민경제상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융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은행의 재할인 취급
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서 1953년 10월∼1960년 6월중 실시되었다. 우대어음제는 석탄, 수산 및 방직업 관련어음
등에 대해서는 다른 어음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할인 및 재할인
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1953년 4월∼1956년 6월중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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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대상기업을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로 구분하고 우대적격
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는 재할인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하였다. 우대적격업체제도가 정착된 1972년 7월에는 업종별 재할
인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
여 재할인 대상 어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편하였다.3)
무역금융은 차별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등 수출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금융으로 자리잡았다. 무
역금융은 1961년 2월「수출금융규정」
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는데 동 규
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출신용장 수령자 및 수출계약서 소지자에 대
하여 수출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취급액 범위내에서 재할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한국은행
은 무역금융 취급방식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4)
일반자금대출5)은 금융기관의 지준부족 보전자금 등 순수 유동성 조절
3) 1975년 10월 한국은행은「상업어음 할인 및 매출 취급규정」
을 제정하여 업종별로 어음발행인과 할인의뢰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해 오던 업체별 상업어음할인 한도를 어음발행인 중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업체 또
는 적격업체가 물품구입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업종제한 없이 재할인을 허용하였다. 1978년 4월 중소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은 모두 재할인 대상어음에 포함된 데 이어 1979년 5월에는 외항해상운송대전어음이,
1980년 2월에는 중화학공업부문 적격업체가 수취한 어음이, 1981년 6월에는 광공업생산설비건설대전어음 및 보
세운송대전어음이, 1984년 11월에는 도로운송대전어음 및 선박수리대전어음이, 1992년 7월에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공급대전어음이 각각 재할인 대상어음에 추가되는 등 재할인 대상어음의 종류도 확대되었
다. 1981년 3월에는 어음발행인별·할인의뢰인별 재할인한도의 설정을 폐지하는 대신 업체별 적정할인규모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대적격업체와 일반적격업체가 적격업체로 통합되었으며 적격업체가 발행 또는 수취하
였거나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상업어음으로서 업체별 적정할인규모 범위내에서 할인된 재할인 대상어음은 모두
재할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4) 1964년 7월 한국은행은 수출소요자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달러표시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무역금융 소요자금을 산정하는 融資單價方式으로 무역금융 취급방식을 변경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D/A D/P 등 先輸出조건의 수출이 무역금융 지원대상수출에 포함되었고 1969년 11월에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
하는 국내생산업자가 무역금융 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었다. 1985년 7월에는 단순송금방식 수출과 대금교환방식
수출 및 보세판매장을 통한 수출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추가되었다. 1985년 11월에 제정된「貿易金融規程」
은소
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자금, 원자재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등의 자금 용
도별 구분이 없이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이나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包括金融方式
을 도입하였다.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취급형태는 상업어음 재할인과 어음대출의 두가지가 있다. 어음대출은 다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서 미리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대출의 결과로 취득한 어음만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당해어
음 담보대출과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상의 적격담보증권 범위내에서 정한 신용증권을 모두 적격담보로 인
정하는 기타어음 등 증권 담보대출(이를“일반자금대출”
이라 함)로 구분된다. 그러나 1994년 3월 재할인제도 개편
시 總額限度 貸出制度가 도입되면서 당해어음 담보대출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그 후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재할인한도 범위내에서 상업어음재할인 또는 어음대출방식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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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요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 설비
금융, 지방산업 육성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금융기관 취
급실적의 일정비율을 자동재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6) 1950년
대에는 전후 산업복구 및 경제재건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중요산업체에
지원한 생산자금과 생필품 생산자금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이 지원되었
고 1960년대 이후에는 각종 중소기업자금, 서민금융, 정책설비금융, 지
방산업육성자금 등이 일반자금 대출대상에 포함되었다. 1964년 3월에는
일반자금대출이 甲種, 乙種 및 丙種 資金으로 구분되었다가 1976년 1월
부터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지원자금(A자금)과 벌칙금리를 적
용하는 유동성조절자금(B자금)로 나누어졌으며 1984년 3월에는 B자금
이 다시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과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및 지준
부족자금 보전을 위한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로 세분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되고 금융자유화
가 진전되면서 정책금융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할인 지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무역금융을 축소하고 대기업을 재할인 지
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7) 한편 1993년 4월에 제정된「상
업어음재할인 취급규정」
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으로 정해지고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이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은 상업어음외에 融通어음도 할인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업체별 적정할인규모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재할인지원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그 동
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데다
가 산업합리화 관련자금 및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 등 부실부문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정책금융의 축소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반자금대출의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1980년
대 들어 더욱 강화되어 장기 설비금융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자금이 지
6) 다만 1968년 1월 금융기관의 재할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응하여 일반자금에 대한 재할인총액한도제를
재도입하였는데 총 한도는 자산규모, 자금수급사정 및 지준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배정되고 한도의
90%를 초과하는 차입액에 대해서는 벌칙금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금융기
관의 지준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1968년 7월에 폐지되었다.
7) 1988년 2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 소지를 줄이고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무역금융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는 한편 1989년 2월부터는 상업어음 재할인규모 급증에 따른 통화관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기업이 할
인의뢰한 상업어음을 재할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한 상업어음만 재할인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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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었다.8)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부문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지방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9)
특히 1985년부터 1987년에 걸쳐 원유가 폭등 및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
로 부실화된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시책 추진과정
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장기간 유
예 또는 감면해 주게 되어 대규모 수지 및 자금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한
국은행은 동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총 1조 7,221억원에 달하는 산업구조
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10) 이어 1987년 3월에는 정부의 농어가부채 경
감대책에 의해 농수축협이 영세 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
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 자금 및 수지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2,500억원의 산업구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11) 또한
1992년 8월에는 수익증권의 환매 증가와 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동 투신사들의 거래
은행을 통해 총 2조 9천억원의 投資信託會社 經營正常化資金을 지원하였
다.12)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시장
원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등 재할인제
도의 개편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1994년 3월 한국은행은「韓
國銀行의 金融機關에 대한 貸出規程」
을 제정하여 總額限度貸出制度를
도입하고 대다수 정책자금은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재할
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
8) 제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0년에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1년에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한 수출산업 설비금융과 중소기업 특별
저리 설비자금이 시한부로 지원되었다. 1984년 11월에는「수출산업 설비금융 취급규정」
의 제정으로 수출산업 설
비금융 지원이 제도화된 데 이어 1986년 9월「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대출 취급규정」
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자금대출 지원대상이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으로 확대되었다.
9) 1983년 4월「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
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 시설자금, 소
재·부품 생산자금 및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을 지원하였다. 1985년 9월에는 한국은행
지점장 전행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중소제조업체 등에 대한 대출취급액의 일정비율 해당액
을 각 지점장이 지점별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10) 각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및 손실규모를 감안하여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1) 농수축협 취급액의 50%를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2)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연리 3%로 지원하였으며(대출기간 : 1992.8.10∼1993.8.10) 동 대출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2조 1,463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원을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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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생산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자금은 총액한도대출제도로 흡수하였
으며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 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방위산업어음담보대출
등의 정책금융과 일상적 유동성조절자금(B1자금)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은 재정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및 지준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시부족자금
대출(B2자금)은 존속시켰다.
1997년 하반기 들어서는 외환위기와 신용경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特別貸出을 도입·지원하는 한
편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13)
이어 한국은행은 외환위기가 점차 수습됨에 따라 특별대출을 단계적으
로 회수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00년 8월과 9월에 流動性調節貸出制度와 日中當座貸出制度를 각각
도입하였다.
한편 대출금리의 조정 추이를 보면 한국은행 대출제도가 전략부문에 대
한 금융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 유동성사정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자금별 금리체계도 정책우선순
위에 따라 복잡다기한 모습을 보여 왔다.
먼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65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시까지 금융
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오다가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65년
12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 연 24%보다 4% 포인트 높은 연
13) 1998년 3월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 금융기관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취급잔액과 자
금운용상황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정해 오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방식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의 취급잔
액과 신규취급실적 및 순증가액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의 자금지원 확대유인을 대폭 강화하였다. 동년 5월에는 상업어음 만기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90일 이내로 운용해 오던 총액한도 대출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을 철폐함과 아울러 무역금융
의 융자한도 규제도 폐지하였다. 이어 8월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지원대상 수출로 인정하
였으며 10월에는 모든 용역과 농수산물 수출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최장 90일 이내로 제한하
던 무역금융의 융자기간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11월에는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
등 총액한도 대출대상 지원실적을 여타 기업보다 우대하였다. 1999년 2월에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자금 외에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 수출환어음 매입실
적 및 수입신용장(L/C) 개설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실적이 부진한 금융기관의 금융기관별 한도 배정액
중 일정비율(10∼15%) 해당액을 차감하여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전액 재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 해
6월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종합평가시 신용대출실적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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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로 인상됨으로써 벌칙금리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금리현실화
조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통해 보다 많은 자
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적극 억
제해 나가겠다는 정책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1968년 3월에는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보다 낮은 연
21%로 인하되었고 그 후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인하 추이에 맞
추어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되었다. 1977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실시된 금융기관 여신금리 인하시에는 상업어음 할인금리가 연 15∼19%
범위내에서 유동화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10∼15%(우대적
격업체어음은 연 9∼14%)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업어음
할인금리가 밴드의 상한선에서 장기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1978년 6월 상업어음 할인금리의 유동화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업어음 재
할인금리를 연 15%(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14.5%)의 단일 수준으로 환
원하였다.
1980년 1월에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환율과 금리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도 연 21%(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20.5%)로 상향 조정되었
다. 그러나 그 해 6월부터는 국내외 경기가 크게 부진해짐에 따라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금리인하조치는 경기회복 지연
으로 1982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때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는 1980∼
1981년중 세 차례, 1982년중 두 차례 등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1982년 3월에는 연 5.5%(우대적격업체어음은 연 5.0%) 수준까지 하락
하였다. 그 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
였기 때문에 금리수준의 조정보다는 금리체계의 개선에 금리정책의 역점
이 두어져 1982년 5월 그 동안 일반적격업체어음과 우대적격업체어음에
대해 차등 적용되었던 재할인금리가 연 5.0%로 단일화되어 1986년 상반
기까지 유지되었다.
1986년 하반기부터는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할인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986년 7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종전의 연 5.0%에서 연 7.0%로 인
상한 데 이어 1988년 9월에는 다시 연 8.0%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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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에는 원화절상, 임금상승, 노사분규의 심화 등으로 위축되어 온
기업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어
음 재할인금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할인금리를 연 7.0%로 인하 조정하
였다. 1993년에는 설비투자 부진,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처하여 1월과 3
월 두 차례에 걸쳐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재할인금리
를 연 7.0%에서 연 5.0%로 인하 조정하였다.
한편 무역금융, 농수축산어음 담보대출 등 당해어음 담보대출의 금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훨씬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1982년 들어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 축소방침에
따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가 연 5.0%까지 계속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당해어음 담보대출금리는 종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상업
어음 재할인금리와 이들 정책금융 재할인금리와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
지해 왔으나 한국은행 차입의존도가 큰 일반은행의 수지부담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대체로 낮게 책정하였다. 다만 1965
년 12월부터 1972년 1월까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한국은행 차입 억제를
목적으로 동 금리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
용되기도 하였다. 1976년 이후 일반자금대출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
책금융지원자금(A자금)과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유동성조절자금(B자금)
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다가 유동성조절자금이 1984년 3월 일상적 유동성
조절자금(B1자금)과 일시부족자금대출(B2자금)로 구분되면서 일상적 유
동성조절자금에 대하여는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수준의 금리가, 일시부족
자금대출에 대하여는 벌칙금리가 각각 적용되었다.
1988년 9월에는 복잡다기한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 체계를 단순화하
고 금리지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다수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를 상업어음 재할인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
다. 1993년 3월에는 일시부족자금대출의 금리를 벌칙성격을 유지하면서
도 실세금리의 변동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전의 고정금리에서 콜
금리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시장금리 연동방식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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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支給準備制度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 법정지급준비제도가 채택된 1950년부터 1965
년 9월 금리현실화 조치 이전까지는 악성 인플레이션하에서 저금리정책
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할인총액한도제 등의 직접규제방식이 통화정책의
주축을 이루었고 지준율 조작은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쳤
다. 지급준비정책은 유동성 조절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의 수지 및 자금사
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용되었으며 이 기간중 지급준비
율은 10∼20%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금리현실화 조
치시 지준율은 저축성예금 10%, 요구불예금 15%였으나 그 후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1967년말에는 장기저축성예금 18%, 단기저축
성예금 25%, 요구불예금 35%로 높아졌다. 특히 1966년 10월부터 1967
년 3월까지는 저축성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45%, 요구불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50%의 한계지급준비율이 부과되었다.14) 이와 같이 고율의 지준
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내외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급격한 외자유입과 국
제수지 흑자 등으로 해외부문 통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화긴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15) 이
처럼 지준정책이 본격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낙후로
마땅한 간접조절수단이 없었던 당시 지준정책은 유용한 통화관리수단으
로 활용되었다.
1968년 이후 외자도입이 억제되고 월남특수경기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으로써 1971년말에는 지준율이 저축성예금 12%, 요구
불예금 18%로 낮아졌다. 사채조정과 특별금융 지원으로 도산 위기에 몰
14) 1952년 9∼12월중에는 예금 증가액에 대하여 50%의 한계지준율을 부과함으로써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는데 한
계지준율은 같은 해 10월 45%로 변경되었다. 1953년 1월부터는 1952년 하반기 대비 매반월 예금평균증가액에 대
하여 45%의 한계지준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당시의 급속한 통화팽창으로 1953년 2월 15일 통화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실시가 중단되었다.
15) 그러나 높은 지준율은 초과지준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능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동시에 만성
적인 지준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준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지악화
를 완화하는 한편 지준부족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일반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지준부족 현
상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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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기업들을 구제하였던 1972년 8월의「8·3 긴급경제조치16)」
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1972년과 1973년에는 소폭의 지준율 인상 조정이
있었다. 그 후 1977년까지 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안정계정17) 등이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지준율은 저축성예금이 15∼17%, 요구불
예금이 18∼24% 수준에서 큰 조정 없이 운용되었다. 1978년 이후에는
중동건설 붐과 수출증대 등으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지속되자 이를
흡수하기 위하여 지준율을 세 차례에 걸쳐 1% 포인트씩 총 3% 포인트 인
상함으로써 지준율은 저축성예금 20%, 요구불예금 27%로 높아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은행들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여수신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수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여러 차례에 걸
쳐 인하하여 1984년 9월에는 4.5%까지 낮아졌다. 한편 1981년 7월에는
예금종류별로 지급준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신종예금 도입
등으로 예금의 구성비가 변할 경우 금융기관 자금사정이 함께 변동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의 구분없이 모든 예금에 대
해 동일한 지급준비율이 적용되었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
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7.0%로 2.5% 포
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에 다시 10.0%로 인상하였으며 이 때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
준비율을 예금종류별로 다시 차등화하였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등에 대
한 지급준비율은 3.0%로 1% 포인트 인상하고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
은 종전과 같이 7.0%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기타예금은 10.0%로 3% 포
16)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에 의거 私債의 조정과 특별금융지원 조치 등을 단행하였
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소유 사채를 신고하게 하여 연리 16.2%, 3년 거치 5년 분할상
환 채무로 조정하고 ② 은행이 연리 5.5%에 2,000억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조달한 장
기저리자금으로 기업에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기업체별로 기존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대
출, 즉 貸換해 주며 ③ 私金融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고자 단기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설치하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한 비상조치였다.
17) 1967년 3월 4일 단기적인 유동성조절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통화안정계정이 설치되었다.
통화안정계정은 영국, 이탈리아, 호주, 핀란드 등에서 실시된 특별계정, 특별예금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를 설치
하게 된 것은 Stanford大의 J.G. Gurley와 E.S. Shaw, Yale大의 H.T. Patrick 등이“한국의 금융발전에 관한
보고서(Outline of Report on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에서 통화안정계정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
데다 정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단기적인 통화조절수단으로서 공개시
장조작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해외부문을 통하여 급격히 팽창되는 유동성을 흡
수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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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인상하였다.
한편 1989년 들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가와 민간신용의 확대로 통
화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5월에는 4월 상반월 평균잔액
을 초과하는 예금증가액에 대해 30%의 한계지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러나 이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
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 2월 이를 폐지하는 대신 2년이상 만
기 예적금의 지준율을 8.9%로, 기타예금의 지준율은 11.5%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1990년대는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의 재정이관 등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통화조절도 통화안정증권 발행
과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 등 공개시장조작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
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전반기에는 대출
취급방식이 변경된 상호부금에 대하여 1991년 2월부터 3%의 지급준비율
을 부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준비율 조정이 없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는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
고, 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활용기반 마련 등을 위하여 1996년 4월과 10월, 그리고 1997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이 평균 9.4%에서 3% 수준으로 6% 포인트 이상 인
하되었다. 지준율 인하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1996년 4

공개시장조작 및 지준 규모 추이1)

<표 I-1>

(억원,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금

합 계

1995.12

1996.12

1997.12

1998.12

1999.12

2000.12

2001.7

263,100

248,782

205,638

451,638

546,546

657,170

727,255

(67.6)

(73.6)

(74.2)

(85.8)

(84.5)

(84.6)

(84.8)

89,231

71,389

74,671

100,002

119,492

130,117

(32.4)

(26.4)

(25.8)

(14.2)

(15.5)

(15.4)

(15.2)

389,311

338,013

277,027

526,309

646,548

776,662

857,3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6,211

주 : 1) 월평잔기준, ( )내는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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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실시일

1970년대 이후 지준율 변경 추이 및 배경
지준율1)(%)

지준율 변경 배경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1971. 1. 1
10.28

26
18

16
12

- 금융기관의 수지개선 및 은행의 한국은행 의존도
경감 도모

1972.12.16

19

14

- 8.3 조치 이후 통화량 증대에 따른 과잉 유동성의 흡수

1973.15.16

22

18

- 공공부문과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압력에 따른
유동성의 흡수

1974.18. 1

19

15

-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개선 도모

1975. 1. 1
3.2 1
7.2 1

21
23
24

17
16
17

- 재정부문의 통화증발요인 흡수
-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증대노력 촉진
- 제한적인 통화공급을 통한 총수요관리 강화

1978. 2.23
~4.23

27

20

- 국제수지 호전과 양곡수매자금 방출로 인한 유동성의
흡수(1개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단계적 인상)

1980. 1. 8
9.23

20
14

11
10

- 시중은행의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 및 여수신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완화

1981. 7. 8
11.23

5.5
3.5

5.5
3.5

-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수지개선 도모

1982. 5.23

5.5

5.5

- 낮은 지준율로 한은 당좌계정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
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 해소

1984. 9. 8

4.5

4.5

- 금융기관의 산업합리화자금 지원에 따른 수지부담 완화

1987.11.23

7.0

7.0

-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발압
력에 대응

1988.12.23

10.0

7.0~10.0

- 해외부문 통화공급에 대응

1989. 5. 8

10.0[30.02)]

14[30.02)]

- 민간신용 확대로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
데 대응하여 한계지준 부과

1990. 2. 8

11.5

8.0~11.5

- 한계지준제도 폐지와 함께 기본지준율 인상

1996. 4.23
11. 8

9.0
7.0

6.0~9.0
4.0~7.0

-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 및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 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

1997. 2.23

5.0

2.0~5.0
[2.03)]

〃

주 : 1) 일반은행에 대한 지준율
2) 1989년 4월 상반월 예금평균잔액에 대비한 매반월 예금평균잔액 증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계지준율
3)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지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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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준율 인하시에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었고 1996년 10월과 1997
년 12월에는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었다. 아울러 1997년 2월의 지준율
인하시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하여도 새로이 2.0%의 지준율이 부
과되었다.
이처럼 지준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전체 유동성조절 규모에서 지준예
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32%에서 1998년 이후에는 15%내외
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이 要지급준비금중 시재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현금보유
인정비율의 변경 추이를 보면 1950년 한은법 제정 이후 최초의 지준율
부과시에는 필요지준의 20%를 인정하였으나 1953년부터는 전시 통화팽
창으로 금융기관 보유 시재금이 늘어남에 따라 동 비율을 25%로 인상하
였으며 1965년 7월에는 지준율 인상과 함께 현금보유인정비율을 25%에
서 10%로 대폭 인하하였다. 1979년 들어 현금통화비율이 상승하고 시재
금 규모도 증가하자 7월에 15%로 인상하였으며 1980년 1월에는 지준율
인하와 함께 20%로, 9월에는 22%로 각각 인상한 데 이어 지준율을
5.5%로 대폭 인하한 1981년 7월부터는 25%로 다시 인상하였다. 1996년
이후 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로 금융기관의 실제현금보유비율(시재금/필
요지급준비금)이 현금보유인정비율(25%)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및 수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1998년 5월에는 현금보유인정비율을
35%로 인상하였다. 다만 컴퓨터 2000년 문제로 인한 민간의 현금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
해 19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는 시한부로 현금보유인
정비율을 50%로 인상하였다.
<표 I-3>

현금보유인정비율 추이
(%)

50∼52

20

53∼65.6 65.7∼79.6 79.7∼12

25

10

15

80.1∼8

80.9∼81.6

81.7∼98.4

98.5∼(99.11.23∼2000.3.22)

20

22

25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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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開市場操作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당시부터 한국
은행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개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시행되지
의 제정을 계기로 시
못하다가18) 1961년 11월「韓國銀行 通貨安定證券法」
작되었다. 이 때 34억환19) 규모의 91일 만기 통안증권을 연 8%의 할인율
로 시중은행에 인수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공개시장조작의 효시이다.
그러나 조작대상이 시중은행에 국한되었고 강제로 매매하는 방식이었으
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증권의 가
격과 금리를 한국은행이 결정하여 동 증권의 매매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이를 통해 예금은행의 초과지준을 규제한다는 의
미만 가졌다.20) 이후 1962년부터 수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지
원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1965년까지
는 통안증권의 발행이 중단되었다.
한편 1969년 2월부터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증권매매조작이 가능해
졌다.21) 한국은행은 1969년 4월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중은행을 상대로
도로국채와 주택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약 30억원의 자금을 공급
하였다. 그 후 1972년까지 전력채권, 산업금융채권 등 국공채를 대상증
권으로 환매조건부 매입조작을 실시하였으나 그 규모는 1,121억원에 그
쳤다.
공개시장조작여건의 미성숙으로 증권매매를 통한 기동성 있는 통화량
조절이 어려움에 따라 1967년 3월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안정계
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통화안정계정은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으로서 통화
18) 당시 공개시장조작정책의 전제가 되는 조작대상 우량적격 국공채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발행 국채도 대부분 금융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기 저리채로서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할당방식으로 소화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통화량 조절수단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19) 당초 50억환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응모가 부진하여 발행금액이 34억환에 그쳤다.
20) 통화안정증권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특수유통증권으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공개시장조
작 대상증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공채는 아니다. 이처럼 국공채가 아닌 중앙은행 발행채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국공채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보전을 국채의 발행보다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공채 발행이 활발하
지 못하였고 발행금리도 시장실세를 반영하지 않은 장기저리조건이어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활용되기 어
려운 실정이었다.
21) 한국은행은 1969년 2월 20일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는 정부발행 또는 정부보증 증권의 매
매조작을 실시키로 하고 동 증권의 매매조작상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1인의 임명직 금통위
원 등 3인으로 구성되는「금융회사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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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동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고 통화량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금액을 해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인데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예치케 한다는 점에서 지급준비제도와 유
사하나 기능면에서는 신속하고도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
개시장조작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6년 10월부터
운용되어 왔던 고율의 한계지준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은행은 과잉유동
성을 흡수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4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예치금리 연
5%로 일반은행에 대하여 6.5억원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케 하였다.22)
이와 같이 1960년대의 공개시장조작은 그 규모가 미미하였을 뿐만 아
니라 통화안정증권을 은행에 강제매각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공개시
장조작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들어서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확충 및 발행조건의 시장실세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972년 12월에는 통안증권 발행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매출 이
외에 공개시장에서의 일반공개매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1973년 8월에
는 종래의 고정금리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에 시장금리에 의한 공개경
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등 통화안정증권 발행방식을 다양화하였다.23)
22) 1967년 3월에 도입된 통화안정계정에 그 해 7월부터 選別金融機能이 부여되어 외화획득용 원자재에 대한 원화
대출분을 통화안정계정에서 인출토록 하였으며 8월부터는 外貨貸出財源도 통화안정계정 예치액을 해지하여 공
급토록 하였다. 1968년에 들어서는 금융회사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대폭적인 통화안정계정 인출이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처하여 통화안정계정 기예치액이 전액 해지되었다.
1975년 4월 통화안정계정이 甲計定과 乙計定으로 구분되어 금융회사와의 스왑거래에 수반되는 원화자금은 乙計
定으로 흡수되었으나 1977년 1월 스왑거래가 폐지되면서 乙計定 잔액은 그 해 7월 모두 인출되었다. 1977년 5월
부터 연말까지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에 대처하여 限界支準積立方式으로 통화안정계정이 운용되었는데 동
기간중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0%와 요구불예금 증가액의 70%를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1977년말 3,736억원에 달하였으나 1978년 상반기중 단행된 지준율 인
상조치로 금융회사의 지준자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 인출이 이루어졌다.
1979년말까지는 통화안정계정을 통한 유동성조절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준율의
대폭 인하로 크게 늘어난 금융회사의 여유자금 흡수와 스왑관련 원화자금의 동결을 목적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활
용되기 시작하였다. 통화안정계정 예치잔액은 1986년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8년 12월말 外債減縮施策에 따른 대규모 뱅크론 상환 등으로 스왑관련 예치분
이 크게 줄어들어 3조 1,842억원으로 반감하였다.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1989년 5월 유동성조절
목적의 통화안정계정 예치액 전액이 해지되었다.
23) 그러나 이는 한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7년 들어 해외건설 호조에 따른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그 해 5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통화안정증권이 처음으로 발행되었으며 1980년 들어서는 개인투자
가에 의해 통안증권이 매입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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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2월에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커짐에 따라「한국은
행 통화안정증권법」
을 개정하여 동 증권의 발행한도24)를 금통위가 신축
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통위는 1978년부터 통안증권의 발
행한도를 종전 통화량(M1)의 1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1980년에
는 40%로 확대하였다.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가 총통화(M2)로 변경
됨에 따라 1981년 11월에는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15%로 조정
하였으며 1983년 12월에는 다시 총통화의 25%로 확대하였다.
종전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던 국공채매매조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7년 4월 은행 이외에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등 제2
금융권을 포함하는 총 22개 기관을 국공채 거래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
다.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고 단순매매는 다
시 상대매매와 경쟁매매로 나누는 등 다양화함으로써 국공채매매조작 활
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전반까지의 공
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계정에 의한 유동성조절과 민간신용(DC)규제의
보완적 수단에 머물렀고 대상기관도 은행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공개시장조작정책의 활성화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86년 9월 공개시장조작 전담기구로서 자금부
내에 公開市場操作室을 신설하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7개 단자
회사와 10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 발행방법도 종전의 直
接賣出方式 위주에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의한 引受賣出方式 위주
로 개선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규모 확대로 유
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을 상회하여 동 채권의 소화가 어렵게 되자 통화
조절용 채권의 主引受機關인 단자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
사, 은행신탁계정 등 5개 그룹으로 引受團을 구성하고 총발행예정금액을
한국은행과 5개 인수기관 그룹별 실무대표자로 구성되는 인수협의회에
서 사전에 합의된 그룹별 인수비율에 의해 인수기관이 자동적으로 전액
24)「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은 1968년 4월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통화량(M1)의 10%로 설정하고 있었다.

214 附錄

인수토록 하는 총액인수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988년 1월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25%에서 35%로 늘린 데 이어 8월에는
다시 총통화의 50%로 확대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공개시장조작을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실시하기 위해서 1982년 이
후 중지되어 온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통안증권 발행이 재개되었다. 통안
증권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증권의 수요촉진을 위한 대책도 추
진되었다. 즉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371일, 392일, 546일 만기 증권
을 추가하여 통안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반투자가의 수요증대
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 3월 통안증권의 최저발행단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매출창구도 종전의 한국은
행 본지점 이외에 58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한국은행 통화안
정증권 代理店으로 지정하여 확대하였고 동년 6월에는 500만원까지의
소액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을 경감시켜 주는 소액채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통안증권의 발행이 확대되어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유
동성조절 부담을 재정부문과 분담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중장기 외국
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1986년 이
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활성화에 필수적인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25)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제도의 지속적 정비에 힘입어 공개시장조작
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1993년 3월에는 그 동안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
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실
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4년 3월에는 통
화안정증권 발행 및 국공채 매매시의 가격결정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複數金利方式
(Conventional method)과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가격)중 최고금리
(최저가격)를 매매금리(가격)로 하는 單一金利方式(Dutch method)중에
서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그리고 1995년 3월에는 28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이 신규로 추가되었
25) 한국은행은 1986년 10월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으로부터 총 149억원의 국공채를 단순매입하였으며 1987년
4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계절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인
증권회사 및 단자회사로부터 179억원 상당의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단순매입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糧穀證券
6,900억원 및 財政證券 3,700억원을 인수하였으며 1989년 12월에도 양곡증권 8,900억원을 추가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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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년 9월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취급에 맞추어 통화안정증권
의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392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개시되었다. 1996년 들어 국내자본시장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되고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년
12월 2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이 신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2월에
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시 미낙찰분이 발생하더라
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해 소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방식
이 실질적으로 완전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1997년 8월에는 입찰방
식이 종전의 서면입찰에서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
식으로 바뀜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의 기동성이 제고되었다. 1998년 4월 1
일 시행된 개정 한국은행법에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이외에 금융통화위
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은
행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통화안정증권과 기업의 금융회사 부채상환
과 관련하여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을 대상증권에 추가하였다.
한편 정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
에서 유동성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통화안정계정은 1988년
12월 금리자유화 조치와 함께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
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1989년 5월 유동성 조절 목적의 예치액 전액이 해
지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단기유동성 조절에는 통화안정계
정의 활용을 중단하고 실세금리에 의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조작을 이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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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主要國의 通貨政策 運用手段

1. 中央銀行貸出
美 國
미 연준의 대출제도는 지준 부족 금융기관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도 부족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창구이다. 그러
나 연준의 대출창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차입빈도에 대한 평가와 감
독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자금운용능력에 대한 금융시장내에서의
평판도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연준의 대출제도에는 일시적·계절적 요인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유
동성이 부족해진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조정신용(Adjustment Credit),
계절신용(Seasonal Credit), 확장신용(Extended Credit), 일중당좌대
출(Daylight Overdraft)과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 직접 대출해 주는 긴
급신용(Emergency Credit)이 있다.
조정신용(Adjustment Credit)은 개별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
족을 보전해 주기 위한 대출제도로서 연준은 해당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심사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서만 지원한다. 대출 후에도 차입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을 점
검함으로써 금리차를 얻기 위한 차입이나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상업은행 및 지준예치대상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
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증권은 재할인적격어음, 국채, 금융채,
지방정부증권 및 연준이 이용하는 어음을 포괄한다. 금리는 재할인금리
를 적용하나 대형 금융기관이나 빈번히 차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
성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대체로 1주일 이내인데 익
일물이 대종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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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신용(Seasonal Credit)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예금 및 대출금이 크
게 변동하는 소형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서 중서부 농업지역
및 관광지에 소재하는 소규모 은행 가운데 예금규모가 2억 5천만달러 이
하인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다. 담보증권은 조정신용과 동일하며 금융기
관별로 월별 차입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는데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은
자체 조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페더럴펀드금리와 90일 만
기 CD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장 9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나
통상 6개월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확장신용(Extended Credit)은 금융기관 부실화, 금융제도 개편, 천재
지변 등 예외적인 요인에 의해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지원
하는 일종의 특별융자이다. 차입기관은 향후의 유동성 확보계획 및 차입
금 상환계획 등을 연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최초
30일간은 공정할인율 또는 각 지역연준이 정하는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벌칙성 금리를 부과한다. 벌칙성 금리는 최초 적용금리보다
0.5% 포인트 이상 높아야 하며 지역연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최초 30일
에 대해서도 벌칙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조정신용보다 장기
인데 통상 3주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표 II-1>

확장신용 지원사례

대상기관

대출조건

지원배경

기간 : 1984.5∼1985.9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금리 : 최초에는 페더럴펀드금리와
CD수익률의 평균,

예금인출사태 발생

1개월후부터는 동 금리에 0.5% 포인
트 가산

Bank of New York

기간 : 1985(1일간)

컴퓨터시스템 고장에 따른
국채거래대금의 결제불능

기간 : 1990.1.15∼6.13
Bank of New England

금리 : 최초에는 페더럴펀드금리,
1개월후부터는 동 금리에 0.5%
포인트 가산

부실자산 증가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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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당좌대출(Daylight Overdraft)은 연준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대출로서
통상 해당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금융기관 재무상태 등에 따라 최고
2.25배) 범위내에서 영업마감시각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부과하지 않으
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0.2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긴급신용(Emergency Credit)은 기업 도산의 확산 등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자금조달수단이 여의치 않은 개인,
단체, 기업 등에 연준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는 여
타 연준대출금리의 최고수준을 상회하는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
간은 90일 미만이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제로 긴급신용이 이
루어진 사례는 없다.
미 연준의 형태별 유동성 공급 잔액1)

<표 II-2>

(백만달러)

1990말

1995말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5말

190

135

2,036

17

187

110

153

(0.07)

(0.03)

(0.45)

(0.00)

(0.04)

(0.00)

(0.03)

조정신용

112

111

2,001

1

140

33

67

계절신용

55

24

35

16

47

77

86

확장신용

23

0

0

0

0

0

0

긴급신용

0

0

0

0

0

0

0

259,786

394,693

455,261

482,855

478,144

511,833

527,572

(99.93)

(99.97)

(99.55)

(100.00)

(99.96)

(100.00)

(99.97)

RP매입

18,354

13,862

23,840

30,376

0

0

0

단순매입

241,432

380,831

431,421

452,479

478,144

511,833

527,572

259,976

394,828

457,297

482,872

478,331

511,943

527,72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출금

공개시장조작

계

주 : 1) ( )내는 점유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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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國
영란은행 대출은 공개시장조작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일
시적 결제부족자금을 보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3월
공개시장조작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영란은행의 대출제도도 어음할인
형식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방식으로 모두 바뀌었는데 현재 일시
대출(Late Lending)과 일중결제부족자금대출(Intraday Repo)의 두 가
지를 운용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매일 두 차례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데, 공개시장조작이
종료된 후에도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경우 일시대출을 통해 유
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공개시장조작금리(2주 만기 RP금
리)에 0.25% 포인트를 가산한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며 거래형태는 1일물
RP(overnight repo) 방식이다.
일중결제부족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을 영업마감시각 전
까지 환매조건부채권매입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중에 상환되는
초단기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결제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이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1일물 RP
로 자동 전환된다.

日 本
일본은행은 전통적으로 대출제도를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 왔으
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 채권시장의 발달 등으로 공개시장
조작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금은 공개시장조작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
로만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완대부제도(롬바르트형 대출), 일중당좌대출, 긴급자금대출(일
은특융)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어음 재할인제도(Rediscounting Commercial Bills)가 있으나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2001년
6월말부터 이의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상업어음 재할인
잔액은 없다.
보완대부제도(Complementary Lending Facility)는 단기금리의 상승
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도입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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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차입을 신청하면 자금용도 등에 관한 사전심사나
사후관리 없이 담보요건만 확인하여 신청금액만큼 자동 지원한다.1) 담보
는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정부 발행채, 회사채, 할인어음 등 일본은행이
정한 적격증권이며 대출금리는 공정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지준적립기간
중 5일2)을 초과하여 빈번하게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2% 포인트
의 벌칙성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일이지만 5일 동안
연속해서 재대출(roll-over)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 9월 18일부터는
미국 테러사건의 충격을 감안하여 재대출 가능기간을 10일로 확대하였
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공정할인율 0.1%(도입당시는 0.35%)에
서 무한정 자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교란 요인이 발생
<표 II-3>
대상기관
山一證券
大井證券
코스모信用組合
兵庫銀行
木津信用組合
미도리銀行
(현 미나또銀行)
阪和銀行
京都共榮銀行
北海道拓植銀行
山一證券
德陽시티銀行

일본은행의 특융 사례
자금의 성격
예치유가증권 지급자금 공여

실시기간
65.6∼69.9

금액(억엔)
282

〃

65.7∼69.7

53

예금지급자금 공여

95.8∼96.3

1,980

영업계속을 위한 유동성 공여

95.8∼96.1

6,120

예금지급자금 공여

95.8∼97.2

9,105
1,100

증자 지원

96.1~2006.1

(2000.3월 660억엔 상환,
현재 잔액은 440억엔)

예금지급자금 공여

96.11∼98.1

영업계속을 위한 유동성 공여

97.10∼98.10

2,690
130

〃

97.11∼98.11

폐업·해산의 원활한 처리 지원

97.11∼

수시실행중

26,771

영업계속을 위한 유동성 공여

97.11∼98.11

2,283

미도리銀行

〃

98.5∼99.4

193

國民銀行

〃

99.4∼2000.8

665

幸福銀行

〃

99.5∼2001.2

2,786

東京相和銀行

〃

99.6∼2001.6

4,876

나미하야銀行

〃

99.8∼2001.2

1,264

니까타中央銀行

〃

99.10∼2001.5

1,643

信用組合關西興銀

〃

2000.12∼

수시실행중

朝銀近畿信用組合

〃

2000.12∼

〃

1) 다만 일본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금액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일본은행은 필요시 별도 고시에 의하여 공정할인률이 적용되는 기준일수를 5일에서 최장 15일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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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익일물 콜금리는 0.1% 이내에서 안정될 수 있다.
긴급자금대출은 신용제도 보호를 규정한「일본은행법」제38조3)를 근
거로 금융위기시 문제 금융기관에 대해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특별융자이
다. 대출금리는 통상 공정할인율에 0.25%포인트를 가산한 벌칙성 금리
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3개월 단위로 일본은행이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
로 결정한다. 2001년 9월말 현재 동 대출금의 잔액은 6,323억엔이다.
일중당좌대출은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한도제한 없
이 당일 영업마감시각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2001년 1월 도입되었다.

ECB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출정책은 유로지역의 금융기관이 일시적 유동
<표 II-4>

주요국의 일중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지원형식

당좌대출

당좌대출

RP

당좌대출

지원한도

통상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
(금융기관 재무상태
등에 따라 최고
2.25배)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적격담보

무담보

국공채 등
대출적격 담보

국공채

국공채

연 0.27%
(자기자본의
10%까지는 면제)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벌칙금리 부과한
대출로 전환

벌칙금리 부과한
대출로 전환

벌칙금리 부과한
RP로 전환

벌칙금리 부과한
대출로 전환

금리(수수료)
대출(또는 RP)
취급시 사전심사
일중지원자금
미상환시 조치

3)「일본은행법」제38조(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 ① 대장상은 금융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과 기타 상황에 비추어
신용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
본은행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기타 신용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② 일본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요청에 따라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에 특별한 조건에 의한 자금대출 및 기타 신용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22 附錄

성 부족에 처했을 경우 초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
고 있다. ECB의 대출제도에는 한계대출제도(marginal lending facility)와 일중당좌대출제도가 있다.
한계대출제도는 결제부족자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초
단기 대출제도로서 지원기간은 1영업일이다. 대출금리는 공개시장조작금
리보다 1.0% 포인트 높은 벌칙성 금리를 적용한다.
일중당좌대출은 결제부족자금을 영업마감시각까지 한도제한 없이 지원하
며 당일중 상환되는 초단기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이자는 징구하지 않는다.

2. 支給準備制度
美 國
지급준비대상 기관은 외은지점을 포함하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
부조합, 신용조합, 에지법인4)(Edge Act corporations) 등 모든 예금취
급금융기관이다.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연준 가입은행으로 국한되어 있었
으나 1980년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 of 1980)에 의해 모든
예금취급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고물가, 고금리기
에 지준적립에 따른 부담으로 가입은행의 상당수가 연준을 탈퇴하자 이
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지급준비대상채무는 거래계정5)(transaction
account), 비개인정기예금, 유로채무로 한정되어 있다. 지급준비자산으
로 연준 예치금 외에 금융기관 보유현금 전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범
초기 연준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을 지준에 포함시켰으나 예금자보호
를 위하여 1917년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준 가입은
행들의 탈퇴를 막기 위하여 1959년 다시 보유현금을 지준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지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의해 일정규모
4)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母銀行이 소재하는 洲와는 다른 주에 설립이 허용된 자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가운데 월 일정횟수(종류별로 4회 또는 7회) 이상 제3자에게 자금이체가 가능
한 예금을 포괄한다. 거래계정의 포괄범위가 요구불예금 이상으로 넓어진 것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거래계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결제기능을 보유한 상품(sweep account)이 대거 개발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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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급준비율1)

<표 II-5>
예금종류

지준율(%)

거래계정2)
0∼42.8백만달러3)
42.8백만달러 초과

34)
10

비개인정기예금

0

유로채무

0

주 : 1) 2001년 8월 현재
2) 주로 요구불예금이며 인출횟수가 월 4회 또는 7회 이상 허용되는 일부 저축성예금 포함.
1980년 통화관리법에 의해 일정금액까지는 3%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8
∼12% 범위내에서 연준이사회가 지준율을 결정함
3) 5.5백만달러까지는 0%
4) 0% 및 3%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매년(6월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거래계정 증감액의
80%를 기존의 기준금액에다 가감하는 방식으로 조정. 단 0% 지준적용 금액기준은 거래계
정 감소시에는 변경하지 않음

이상을 예치토록 한 決濟準備計定6)(clearing balance)에는 이자를 지급
하고 있다. 1998년 6월 이전에는 2주일 평잔 2일 이연의 동시적립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지금은 2주일 평잔 30일 이연의 완전이연적립방식으로 바
뀌었다. 또한 지준과부족 금액을 일정한도(필요지준 및 필요결제준비계
정 금액의 4% 또는 5만달러중 큰 금액)내에서 다음 적립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비개인정기예금 및 유로부채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이 0%이며 거래계
정에는 예금규모에 따라 누진형태로 0∼10%를 부과하고 있다.

日 本
지급준비대상기관은 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7), 농림중앙금고 등
6) 결제준비계정(clearing balance)은 미 연준이 필요지준이 매우 낮거나 면제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결제시스템
에 참가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은 계약에 의
해 일정규모 이상을 필요지준과는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연준은 이에 대해 페더럴펀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결제준비계정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준계정과 통합되어 관리되는데 계좌의 잔액은 필요
지준을 충족하는 데 우선 사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결제준비계정 잔액으로 계상된다.
7) 1963년 지준대상 편입당시에는 예금잔액이 200억엔 초과 상호은행과 신용금고가 모두 대상이었으나 1990∼92년
중 상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연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금액이 점차 인상되
어 2001년 8월 현재 예금잔액 1,600억엔 초과 금고만 지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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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밖에 1972년 법개정에 의해 시행령으로 정할 경우 생보사도 대
상금융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급준비대상채무는 예금, 금융채, 금전신탁(원금)이며 미국과는 달리
금융기관 현금은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은행 예치금만
지준으로 계상된다.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
편 지준적립은 1개월 평잔 반월이연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은 채무종류별, 금융기관별, 채무규모별로 1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9종류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지급준비율1)

<표 II-6>
대상기관
은행·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

대상채무

금액구분

지준율(%)

정기성예금·CD

2조5천억엔 초과
1조2천억엔 초과~2조5천억엔
5천억엔 초과~1조2천억엔
500억엔 초과~5천억엔2)

1.2
0.9
0.05
0.05

기타예금

2조5천억엔 초과
1조2천억엔 초과~2조5천억엔
5천억엔 초과~1조2천억엔
500억엔 초과~5천억엔2)

1.3
1.3
0.8
0.1

농림중앙금고

정기성예금·CD
기타예금

0.05

은행·장기신용은행

금융채

0.1

금전신탁(원금)
은행·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

주 : 1) 2001년 8월 현재
2) 500억엔까지는 0%

0.1

0.1
비거주자외화채무
거주자외화예금
정기성예금
기타예금
비거주자엔화예금
특별국제금융거래계정

0.15
0.2
0.25
0.1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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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지급준비대상기관은 모든 신용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8)이며 지
급대상채무는 예금, 금융채,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paper) 등이
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보유현금은 지급준비자산에서 제외되며
중앙은행 예치금만 인정된다. 초과지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
지만 필요지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준 적립기간중 단기자금 공급조작
금리9) 평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지준적립방식은 전월말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필요지준을 당월
24일부터 익월 23일까지 적립하는 1개월 평잔 24일 이연적립방식이다.
대상채무 및 만기별(2년 만기)로 지준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ECB의 지급준비율1)

<표 II-7>

종 류

지준율(%)

익일물 예금, 만기 2년 이내 예금·금융채, 단기금융상품

2

RP, 만기 2년 초과 예금·금융채

0

주 : 1) 2001년 8월 현재

臺 灣
지급준비대상기관은 예금은행과 우체국이며 대상채무는 예금, 신
탁, 기타부채 등이다. 금융기관보유 현금도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
며 중앙은행 예치금은 甲戶 준비금과 乙戶 준비금으로 나누어진다. 은
행이 수표를 발행할 경우 그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중앙은행에
의 갑호 준비금이나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데 갑호 준비금은 금융
기관간 지급결제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필요지준금에서 위의 갑호 준
비금과 현금을 제외한 금액이 을호 준비금인데 이는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 민간으로부터 예금 등을 수취하고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은행 뿐 아니라 저축
은행(savings bank), 신용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등을 포괄한다.
9) ECB의 공개시장조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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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지급준비율1)

<표 II-8>
종 류

지준율(%)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보통
정기
정기예금
외화예금
신탁
기타부채

13.5
13.0
6.5
5.0
6.25
10.0
15.125
0.0

주 : 1) 2001년 8월 현재

갑호 준비금에 대해서는 附利하지 않으나 을호 준비금은 연 4%의 이자
를 지급한다. 지준적립방식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채무규모를 기준
<표 II-9>

선

주요국의 지준부과 현황

국 가

지준부과 대상 채무

지준율(%)

시재금의 지준
인정 여부

한국

예 금

1.0∼5.0

35%까지 인정

미국

거래계정, 비개인정기예금, 유로채무

0.0∼10.0

○

일본

예금, 금융채, 금전신탁(원금)

0.05∼1.3

×

ECB

예금, 금융채, RP, 단기금융상품

0.0∼2.0

×

싱가포르

예 금

3.0

×

인도네시아

예 금

3.0∼5.0

×

말레이시아

예금, 금융기관 차입금

4.0

×

태국

총부채

6.0

2.5%까지 인정

브라질

예 금

15.0∼75.0

15%까지 인정

칠레

예 금

3.6∼9.0

○

이스라엘

예 금

0.0∼6.0

×

러시아

예 금

8.0∼11.0

제한적으로 인정

대만

예금, 신탁, 기타부채

0.0∼15.125

○

진
국

개
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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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된 필요지준을 해당월 4일부터 익월 3일까지 적립하는 1개월
평잔 3일 이연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은 제한적인 지준이월제도
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준적립 부족금이 필요지준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의 지준초과금을 이월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지준율은
대상채무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3. 公開市場操作
美 國
미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결정하면 뉴욕
연준이 동 금리를 목표치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규모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에 상응하는 비차입지준
(nonborrowed reserve) 규모와 비차입지준의 공급 예측치간 차액을 기
준으로 결정된다.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에 상응하는 비차입지준 규모는
뉴욕 연준이 예금추이, 계절요인, 지준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지준 규모를
산정한 다음 초과지준 예측치를 가산하고 연준 대출창구를 통한 차입금
을 차감하여 설정한다. 이를 위해 대형은행으로부터는 매일, 그 밖의 금
융기관중 표본으로 선정한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주간 단위로 예금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받는다. 비차입지준 공급 예측치는 통화동향, 재정
수지, 외환거래 등 지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안하여 추산한다.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는 단순매매(outright purchase and sales)방
식과 RP매매방식이 있다. 지준과부족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이 있어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단순매매방식이 사용되
는데 이용빈도는 낮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은 대부분 RP거래를 통해 이
루어지는데 RP거래의 최장만기는 3개월이나 실제는 익일, 20일 및 1개
월 만기 거래가 대부분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은 미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Treasury
Securities)과 연방기관 발행증권인데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개시장조작
시에는 주로 재정증권을 활용한다. 최근 지속적인 재정흑자로 재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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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상증권 확대 문제도 고려되고 있다.10)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primary dealer로
한정되어 있다. primary dealer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는 은행
또는 증권 딜러 가운데서 선정하는데 2001년 7월 현재 primary dealer
의 수는 25개이다. Primary dealer는 뉴욕 연준의 공개시장데스크와 거
래를 하여야 하며 시장정보 및 분석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
어 있다.
참고

II-1
뉴욕 연준의 실제 공개시장조작 일정

① 정보수집(오전 8시경):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 정부채 거래동향, 딜러 및 대형은
행의 금융시장 전망, 금융경제동향 및 분석자료, 각종 뉴스
등 수집
② 미 재무부와의 전화 회의(5분 내외): 재정수지 예측
③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공개시장데스크에서 그날의 시장개입 계획 수립
④ 연준 본부의 예측 청취: 연준 본부 통화정책과(Division of Monetary Affairs)
의 비차입지준 예측치 입수
⑤ 전화회의(15분 내외) : 공개시장데스크, 연준 본부 통화정책과, 뉴욕연준 총재 및
FOMC 참여 지역연준 총재중 1인이 참석하여 시장상황 및
각종 정보 등을 점검하고 그 날의 실행계획을 확정
⑥ 보고(전화회의 직후): 회의 결과 요약보고서를 연준 이사들과 각 지역연준 총재들
에게 송부
⑦ 시장개입(오전 9:30분부터 약 10분간): 실행계획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실시
⑧ 결과보고(오후 5시경): 그 날의 시장개입 결과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각 지역연준
총재 및 워싱턴의 통화정책과에 송부

10)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학계 등에서는 국채시장 위축에 따라 공공기관(GSEs :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채권이 유용한 대용채권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대표적 GSEs로는 Fannie
Mae(FNMA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HLMC(Freddie Mac), FHLB(Federal Home
Loan Bank), Sallie Mae(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Farm Credit Banks,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등을 들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용등급은 AA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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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本
일본은행은 1980년대 이후 공개시장조작을 주요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익일물 무담보 콜금리이나 2001
년 3월 19일 제로금리정책으로의 복귀 이후에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
액을 실질적인 운영목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의 목표수준을 정하
며 공개시장조작은 이 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로금리정책
으로의 복귀시 잔액목표는 5조엔이었으나 2001년 8월 6조엔으로 상향조
정되었으며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는“6조엔 이상”
으로 다시 높아졌다.
2001년 10월중의 동 예치금 규모(평잔)는 8조 5,540억엔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는 단기국채(Treasury Bill: TB), 정부단기
증권(Financing Bill: FB), 장기국채(Japanese Government Bond:
JGB), 일본은행 발행 어음,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11), 우량 CP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일본은행 발행 어음은 유동성 흡수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
<표 II-10>

일본은행의 일중 공개시장조작 형태
시 간

결제방식1)

공개시장조작 형태
·TB/FB RP거래

9:20 a.m.

당일 결제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 단순매입거래
·일본은행 발행어음 단순매도거래

9.30 a.m.

익일이후 결제

·JGB RP거래
·TB/FB RP거래

10.10 a.m.

익일이후 결제

·TB/FB 단순 매입 및 매도 거래
·CP RP거래
·JGB 단순매입거래

12.10 p.m.

당일 및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 단순매입거래

익일이후 결제

·일본은행 발행어음 단순매도거래

주 : 1)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일 기준의 분류로서 당일 결제는 거래일과 자금결제일이 일치하는 데
비해 익일 이후 결제는 거래일과 자금결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거래일 익일부터 4
일 사이에 자금결제
11) 금융기관이 TB, FB, JGB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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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발행 표지어음과 우량 CP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작대상기관은 은행,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중에서 일본은행이 선정한다.
조작방법은 RP방식과 단순매매방식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단
순매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행은 일중 2∼4차례 시장에 개입하
는데 공개시장조작 형태는 <표 II-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별로 고
정되어 있다.

ECB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회원국의 금융시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다는 취지하에 1일물 EONIA12)(Euro Overnight Index Average)를 적
정수준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ECB 정책이사회가 월 2회
발표하는 정책금리는 후술하는 14일물 단기자금 공급조작(main refinancing operations)의 RP금리이다. 실제 EONIA는 정책금리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1일물 시장금리의 상하한(일종
<그림 II-1>

ECB 정책금리 및 EONI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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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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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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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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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이 금융기관들의 무담보 익일물 콜금
리를 거래규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유럽은행연합회(European Banking Federation)
가 작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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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rridor)으로 작용하는 1일물 대출(앞에서 살펴본 한계대출제도)과
예금제도(deposit facility)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제도를 통
칭 standing facilities라고 부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일
물 대출제도의 금리는 ECB의 정책금리에 1.0% 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에
서 정해지는데 만약 시장금리가 이보다 높아진다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시
장에서보다는 한계대출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므로 정책금리 +
1% 포인트는 1일물 시장금리의 상한(ceiling)이 된다. 반면 1일물 예금제
도의 금리는 정책금리에서 1.0% 포인트를 차감한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만약 시장금리가 이보다 낮아진다면 금융기관들은 여유자금을 여타 금융
기관보다는 ECB에 예치할 것이므로 정책금리－1.0% 포인트는 1일물 시
장금리의 하한(floor)이 된다.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유로지역내 금융기관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하에 지준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개방되어 있는데
1999∼2000년중 단기자금공급조작에 참여한 금융기관 수는 400∼600
여개에 이른다.
한편 구체적인 공개시장조작은 각 회원국 중앙은행(NCB: National
Central Banks)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진다. ECB 정
책이사회의 금리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13)
가 공개시장조작 규모 등을 결정하면 시장조작 실무는 ECB 공개시장부
와 회원국 중앙은행(NCB) 공개시장조작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ECB와 NCB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ECB와 NCB 직원으로 구성된
공개시장조작위원회(Market Operation Committee)가 운영되는데
NCB 공개시장 담당부서는 매일 아침 자국의 지준전망과 일일금융시장동
향을 ECB 공개시장부에 보고한다. ECB 공개시장부는 이를 집계·정리
하여 NCB에 통지한 후 매일 오전 11시 NCB와 전화 회의를 개최하고 여
기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정기입찰 또는 수시입찰 등 공개시장조작
을 수행한다.14)
ECB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
13) 집행위원회는 ECB의 임원(총재, 부총재 및 이사 4인) 6인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정책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회원국 중앙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다.
14) ECB 공개시장부가 입찰내역을 NCB에 통지하면 NCB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과의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규모
등은 ECB 공개시장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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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상증권은 유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Tier 1과 특정국에 한정되
는 Tier 2로 이원화되어 있다. Tier 1은 ECB가 정하는 적격요건을 충족
시키는 증권으로, Tier 2는 NCB가 정하는 적격요건15)을 충족시키는 증
권으로 구성된다.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목적과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단기자금 공급조작
(main refinancing operations), 장기자금 공급조작(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미조정 조작(fine-tuning operations) 및
구조적 조작(structural operations)으로 구분된다.
ECB의 주된 공개시장조작수단인 단기자금 공급조작은 2주 만기의 RP
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주 1회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신용금융기관
(credit institutions)으로서 ECB의 최소지급준비금 요건 및 회원국 중
앙은행이 요구하는 공개시장조작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주 조
작대상증권은 회원국 정부의 국채, 채무증서, 기업발행 유가증권 등이다.
ECB는 매주 목표 금리수준에 부합하는 지준을 산정한 다음 외생적 요인
의 변동을 감안한 지준공급을 전망하여 그 차이만큼의 유동성을 단기자
금 공급조작에 의하여 조절한다.
장기자금 공급조작은 3개월 만기의 RP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매
<표 II-11>

ECB의 공개시장조작 수단
거 래 형 태
유동성공급 유동성흡수
단기자금 공급조작

·RP거래

-

장기자금 공급조작

·RP거래

-

미조정 조작

·RP거래 ·RP거래
·외환스왑 ·외환스왑

만 기
2주

빈 도

거래방식

매주(화요일)

표준입찰

3개월 매월(24일이후
첫째 수요일)

표준입찰

불특정

수시

간이입찰
/상대매매

-

수시

상대매매

정기/수시

표준입찰

수시

상대매매

·정기예금수취
·단순매입 ·단순매각
구조적 조작

·RP거래 ·채무증서발행 특정 및
불특정
·단순매입 ·단순매각

-

15) 다만 NCB의 적격요건도 ECB가 정하는 최소한의 적격요건(minimum eligibility criteria)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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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시한다. 다만 월별 총자금공급 규모는 ECB 정책이사회가 미리 결정
하여 공표하는데 통상 그 규모는 금융기관의 전체자금수요에 다소 못 미
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미조정 조작은 예상치 못한 유동성 변동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
시키기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이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조작으로 RP매
매, 단순매매, 외환스왑, 중앙은행 정기예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다. 다만 미조정 조작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실시되기 때문에 RP매매의 경우 경쟁입찰절차가 1시간만에 종료되는 간
이입찰(quick tender)16)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구조적 조작은 금융기관의 구조적 자금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수행하
는 조작으로 RP매매, 단순매매, ECB부채증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英 國
영란은행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위원회가 매월 결정, 발표하
는 14일물 RP금리이다. 영란은행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에 괴리가 크
지 않도록 ECB와 마찬가지로 corridor를 운용한다. 15:30분에 이루어지
는 RP 형식의 1일물 대출제도(overnight lending facility)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1.0% 포인트 높으며 1일물 시장금리의 상한을 형성한다. 2001
년 6월 27일에 새로이 도입된 1일물 예금제도(overnight deposit
facility) 금리는 정책금리보다 1.0% 포인트 낮으며 1일물 시장금리의 하
한을 형성한다.17)
영란은행은 2주만기 RP거래를 주된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활용한다.
ECB가 시장조작을 주 1회 실시하는 데 비해 영란은행은 매일 2회(09:45
및 14:30) 실시한다. 이처럼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빈도가 높은 것은
영국의 경우 지준제도가 없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자금 부족이 자주 발생
16) 미조정 조작 이외의 여타 공개시장조작수단에 이용되는 RP거래에는 절차완료에 총 24시간이 소요되는 표준입
찰(standard tender)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17) 1일물 예금제도의 이용실적은 도입후 8월 3일까지 5회에 그쳤다. 예치금액도 소규모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금융
기관들이 이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시험을 해 보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란은행의 분석이다.(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Autum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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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두 번의 공개시장조작 이후에도 자금이 부족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5:30분에 이루어지는 1일물 RP를 통해 유동성
을 지원한다. 공개시장조작이 종료된 후에도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
의 경우에는 16:20분에 이루어지는 전술한 일시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
원받을 수 있다. 2001년 5∼8월중 금융기관의 일평균 자금부족액은 23억
파운드였는데 이중 84%가 하루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해소되었으며 나머지 16%는 1일물 RP를 통해 해소되었다.18)
일일 공개시장조작은 주로 금액입찰(fixed rate)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란은행이 미리 정한 RP 금리에 따라 금융기관은 응찰한다. 만일 응찰
금액이 영란은행의 지원 총액을 초과할 경우 참가기관의 신청비율에 따
라 비례배분한다. 공개시장조작 실시 전 영란은행은 당일의 자금과부족
규모를 금융시장에 공표하고 입찰실시 후에는 결과를 즉시 금융시장에
공표한다.19)
지준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인 ECB와
는 달리 영란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20개 내외로 제한하고 있
다. 이전에는 할인상사(discount house)20)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주택
대부조합(building society), 증권회사 등이 추가되었다. 영란은행은 공
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데 이는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신용상태가 과대평가될 수 있
음을 감안한 것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은 재정증권(Treasury Bill), 지방채, 적격은행
인수어음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채(Gilt)21)가 추가된 이후 현재
는 국채 RP거래의 비중이 60% 정도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18) 2001년 2∼4월중 1일물 RP 비중은 20%였다. 이 비중은 시장참가자들의 정책금리 변경에 대한 기대에 의존한다.
영란은행의 RP 금리가 곧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 금융기관들은 정기입찰에서 2주일물 RP로 자금을
지원받기보다는 일단 1일물 RP를 이용한 다음 금리가 인하된 후 정기입찰에 응한다. 그러나 2001년 5∼8월 사이
에는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 라는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일물 RP 이용실적이 이전에
비해 낮았다.
19) 영란은행은 Reuters, Telerate, Knight-Ridder, ICV/Topic, Bloomberg 등 통신사를 통해 정보를 금융시장
에 전달한다.
20)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회사의 콜자금 또는 단기예금을 받아 이를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출 또는 할인방식
으로 융통해 주는 등 금융회사간 자금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로 영란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증권의 매도요청, 정보
제공, 재정증권 공모미달분 인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긴급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21) 1996년 1월 도입한 환매조건부 국채(Guilt)시장이 만기 다양화 등으로 급속히 성장하자 1997년 3월 공개시장조
작 대상증권에 국채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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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1981년 신통화관리방식(New Monetary Control
Arrangements)을 도입하면서 지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금예치
(cash ratio deposit)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하에서 은행과 주택대
부조합은 대상예금채무의 일정비율(도입 당시 0.5%이었으나 현재는
0.15%)을 영란은행에 6개월간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계산방식
을 보면 전년도 11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 대상예금채무 평잔
액중 4억파운드 이상 금액의 0.15%를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예치
한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은 12월부터 5월까지
예치한다. 이 자금은 은행 등이 지급결제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란
은행이 이를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운영경비의 일부로 충당한다. 이 제도
는 발권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전액을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는
영란은행에 소득을 보조해 주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공개시장시장조작의 기준이 되는 운용목표가 여러 차
례 바뀌었다. 1985년 지준제도의 폐지와 함께 결제계정잔액 목표제를 도
입하여 은행이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하는 자금의 규모를 일정수준에 관
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융시장 등 민간 경제주체
에 알리거나 유동성 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다. 이는 결제계정잔액 목표수준이 금리, 통화량 등 금융지표와 나아
가 성장, 물가 등 실물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불명확하여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준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6년 12월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통화상황
지수(MCI : Monetary Condition Index)22)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MCI
도 목표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뉴질랜드 같이 소규
모 개방경제는 외부충격에 의해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데 MCI 목표
를 지키려면 환율변동을 중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빈번히 조정해야 하고
그럴 경우 경기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뉴질
22) 단기금리와 환율의 변동을 가중 합산한 유동성사정 판단지표로서 만일 MCI가 하락하였다면 이는 금리하락 또는
환율절하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유동성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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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중앙은행은 MCI가 목표를 벗어나더라도 이를 용인해 오다가 1999
년 3월 17일부터 1일물 시장금리의 목표수준인 OCR(Official Cash
Rate)을 통화정책의 운영목표로 채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개시장조작
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OCR은 연 8회(6주 간격) 공표되며 주된 공개
시장조작수단은 국채 또는 뉴질랜드 준비은행 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RP거래이다. 뉴질랜드 준비은행은 1일물 시장금리가 OCR에 수렴할 수
있도록 초단기여수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ECB나 영란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corridor와 유사하다. 즉 뉴질랜드 준비은행의 결제계정
에 예치된 금융기관 예금 전액에 대해 OCR보다 0.25% 포인트 낮은 금
리를 지급하고 RP를 통해 1일만기 자금을 OCR보다 0.25% 포인트 높은
금리로 제한 없이 공급한다. 이에 따라 OCR±0.25% 포인트는 1일물 시
장금리의 상하한이 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은행간 익일물 금리23)(overnight interest rate)를
통화정책의 운영목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
하기 위하여 운영밴드(operating band)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 운영
밴드는 0.5% 포인트로서 운용목표±0.25% 포인트이다. 은행들은 영업
시간 마감후인 18:00∼18:30분중 결제전 자금거래(pre-settlement
trading)를 통해 자금과부족을 최종 조정24)하나 그래도 결제자금이 부족
한 은행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을 담보로 운용목표+0.25% 포
인트(이를 Bank Rate라 함)로 지원한다. 또한 결제전 자금거래에도 불
구하고 결제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중앙은행은 동 예치금에 대해
운용목표－0.25% 포인트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매일
23) 익일물 금리는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거액결제시스템(Large Value Transfer System :
LVTS)에 참여하는 은행간 자금조정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다. 캐나다의 경우 은행예금에 대한 지준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결제준비자금만을 예치하고 동 자금의 과부족 발생시 은행간 자금거래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
24) 캐나다의 거액결제제도는 실시각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총액결제제도와는 달리 참가기관간 최종결제가 특정시간
대(19:00∼19:30)에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제도(deferred net settlement system)이다. 최종결제시각 이전
의 금융기관간 결제시 결제자금 과부족 조정을 위해 동 제도 참가 금융기관들은 상호간 일중신용한도(bilateral
cap)를 설정·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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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결제자금 과부족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은행간 익일물 금리는
운영밴드 범위내에서 변동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주로 국공채 RP거래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고
있으나 익일물 금리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개입 빈도는 그리
많지 않다. 시장개입 시간은 11:45분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월말과 같이
자급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 한하여 14:15분에도 시장에 개입
한다. RP거래는 모두 익일물로 이루어지며 거래 빈도는 월평균 2회 정도
이다.
거래대상기관은 primary dealer로 한정되며 시장개입 규모는 원칙적
으로 거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최종결제 종료후 결제계좌
position의 합이 零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월말과 같이 자
금수급이 불규칙적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position 목표를 확대하기도 하
는데 이 경우 전일 16:30분에 동 목표치를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