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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구사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은 크게 간접조절수단과 직접
조절수단으로 구분된다. 간접조절수단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부합
하는 이른바 市場親和的 정책수단으로서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정
책 및 공개시장조작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메커니즘
보다는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regulatory power)을 통하여 수
행되는 것으로서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1)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
이 통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당시부터 법적인 면에서는 간접조절수단을
갖추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던 데다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
때문에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통제가 효과적이
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직접규제방식은 당시 여건상 불가피한 면도 없
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 정책운용이 보편적 틀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리의 단계적 자유화2), 금융기
관 경영의 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통화정책도 간접조절방식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의 흑자 반전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자 이를 중화하기 위하여 대출정
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등 정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더 많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1998년 4월에 발효된 개정 한국은행법은 시장친화적
통화정책 수행을 한국은행의 기본임무로 규정3)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일상적 통화정책 수행을 모두 간접조절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1) 한국은행은 은행 여수신금리의 최고이율을 결정하였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이를 실행이율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사
실상 모든 금리가 한국은행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2) 1980년대 중반부터 금리규제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 12월에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저
축성예금의 금리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동 조치 이후 물가 및 시장금리 상승,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1989년 하반기부터는 창구지도 등을 통해 금리를 다시 규제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8월에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19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시작으로 1993년 11월 제2단계,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완료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제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중 일부가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금리를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가 자유
화되어 있다.
3) 현행 한국은행법 제4조 제2항은“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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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中央銀行 貸出政策
1. 中央銀行 貸出政策의 意義 및 機能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
지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 준다. 중앙은행 제도 초기에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다시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통상 재할인제도
라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재할인정책을 운용한 英蘭銀行은 20세기
초까지 주로 어음을 재할인하여 통화를 공급하되 그 어음의 적격(eligibility) 여부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물거래의 결과 발생한 진성어음(real bills)만
을 재할인하면 자금의 공급량이 전체 경제활동 수준에 맞게 조절4)될 뿐
만 아니라 적격요건의 변경을 통하여 상업은행의 대출종류도 통제할 수
있다는 眞性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5)에 입각한 것이다. 이후 각국
의 중앙은행은 어음재할인 방식 뿐만 아니라 증권을 담보로 해서도 금융
기관에 대출을 해 주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대출시 징구하는
담보는 국채를 비롯하여 안전성이 높은 적격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안전장치이다.
중앙은행 대출은 도입초기 상당기간 동안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서는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어려
울 경우 마지막으로 의존하는 창구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선진국의 경
우 대출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들이
4) 경기상승기에는 금융기관 어음할인 증가 → 중앙은행 재할인 증가 → 통화량 증가의 경로가, 경기하락기에는 금융
기관 어음할인 감소 → 중앙은행 재할인 감소 → 통화량 감소의 경로가 작동하여 실물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통화
공급 규모가 자동조절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고전학파의 경제철학에 바탕을 둔 진성어음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성어음주의에
입각한 통화공급은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을 제약
한다. 아울러 진성어음주의는 재할인을 통한 본원통화의 증감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에 의해 통화승수배만큼 통화공
급량을 변동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확대공급된 통화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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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금조달 및 운용 능력의 부
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신용과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금융
기관들은 가급적 중앙은행 차입을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대출
정책은 대출금리의 변경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시장에 알리는 공시기
능과 금융위기시 시중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로서의 기
능6)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공시기능을 잘 활용하는 미국의 예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조정할 때
정책기조 변경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페
더럴펀드 목표금리와 중앙은행 대출금리인 재할인금리(discount
rate)를 동시에 조정하고 그 정도가 약할 시에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만 조정하고 있다. 1990년 이후 2001년 11월까지 총 47번의 금리조
정 가운데 재할인금리까지 함께 변경하여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준 경우
<그림 3-1>

미국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및 재할인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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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래 금융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점을 들어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자원배
분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대출정책보다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다.(Kaufman, 1991)
또한 대출정책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날 수도 있으므로 금융위기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라도 중앙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한다.(Schwartz,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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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28회였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중앙은행 대출정책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공급 창구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특정산업에 대해 금리 또는 한도
를 우대 적용하는 등 산업정책을 위한 선별금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
였다.7) 그러나 이로 인해 통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 나라에서는 중앙은행 대출의 정책금
융적인 성격을 없애 나가고 있다.8) 금융시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어 중
앙은행 대출정책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과 독일에서도 최근 금융시장
의 고도화 진전으로 중앙은행의 시장조절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2. 우리나라의 中央銀行 貸出政策
變遷 槪要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통화조절 수단으로서보다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
창구로 주로 활용되었다. 즉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
에서 은행이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은 그 중 일부(30∼
60%)를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통화가 과도히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
7) 과거 대만중앙은행은 일반적인 대출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선별금융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그러
나 근래에 와서는 대만도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979
년 1월 공개시장을 통하여 단기어음조작을 시작한 이래 주로 연말, 세금납부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월초 등에
단기어음 및 재정증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해 왔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흑자로 발생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수속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8) 중소기업 지원자금, 농업자금 등 중앙은행의 대출창구를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의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은행 대출활동을 準財政活動(quasi-fiscal activity)이라 부른다. 개도국에
서 정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준재정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자금의 배분을 둘러싼 국민경제 각 부문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준재정
활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그 내용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부문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작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은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통화공급경로
의 왜곡, 금융시장 교란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정책금융은 한번 지원되면 쉽게 회수되기
어렵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자동으로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 1990년대 이후 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개도국 중
앙은행들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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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고정되고 대출규모도 한국은행의 정
책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능동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대출창구를 통해 공급된 과다한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함으로써 통화안정증권이 누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이 과도히 발행되면 이자지급액이 늘어나고 이
를 다시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늘어
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표 3-1>

한국은행의 대출 추이
(억원)

1980말
1985말
1990말
1993말

당해어음 담보대출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농수축산

방위산업

2,974
13,208
38,196
51,781

12,913
20,392
8,919
10,549

1,211
1,736
3,482
5,078

167
63
63
58

기 타
2,674
679
4
11

일반자금
대 출

계

4,510
54,632
59,684
91,702

24,450
90,710
110,348
159,178

199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 방식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중앙은행 대출이 지나치게 정책금융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정책
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즉 總額限度貸出制度를 도입하여 상업어
음 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을 총액한도대출로 통폐합
하였다. 아울러 대다수의 정책금융은 정부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
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전
체한도(총액한도)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서 자동재할인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즉 종전에는 한국은행이 수동적 위치에서 자금을
공급하였으나 총액한도대출제도하에서는 한국은행이 주도적 입장에서
대출규모와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0년 6월 총액한도대출과는 별도로 流動性調節 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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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 개편내용

<표 3-2>

(1994년 3월 15일)
개 편 전

개 편 내 용

- 상업어음재할인

새로 도입하는 총액한도대출에 흡수

- 무역금융

-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 소재·부품 생산자금

생산자금 :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로 운용

- 지방 중소기업자금

- 지방 중소기업자금: 지점별 총액한도로 운용

- 일시부족자금대출

종전대로 운용

- 농수축산자금

정부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

- 수출산업설비금융
-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및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등
- 방위산업금융

폐 지

- 유동성조절자금
- 산업구조조정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산업합리화자금 등
신규취급이 없는 자금
-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

6개월마다 연장지원여부 검토

出制度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대
하여 필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국과 같이 대출금리의 신축적 조절을 통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를 알리는 공시효과를 적극 활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 9월에는 하루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급결제 부족자금
을 지원하기 위한 日中當座貸出制度가 도입되었다. 한편 오랫동안 폐지
여부로 논란이 되어 왔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5월에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2001년 2월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중 일부를 총액
한도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現行 制度 및 運用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받은 어음을 재할인
하거나 적격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하고 있다. 담보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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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은 재할인이 가능한 어음 등 신용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
정증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거나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우발적 사고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는 위에서 열거한 자산 이외
에 대해서도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1992년 한국·대한·국민투자신탁회사
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시 해당 투신사에 대한 대출의 결과로 은행이 취득한 어음에 대해 임시적
격성을 부여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용경색이 심각하여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비상시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대출
을 할 수 있는데 1997년말 외환위기시 이루어진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
리기금에 대한 자금지원이 그 예이다.
<표 3-3>

금융시장 안정 대책자금
대출대상

한국증권금융(주)

신용관리기금

지원방법

한국증권금융은 동 한은차입금을
산하 증권사에 전대

신용관리기금은 동 한은차입금을
산하 종금사에 전대

지원조건
대출한도
금 리
만 기
대출잔액

2조원
1조원
(대출규모: 26개 증권사 1조 1,275억원) (대출규모: 13개 종금사 8,710억원)
콜금리
콜금리
6개월
6개월
—
—
(98.7.6일 회수 완료)
(98.7.6일 회수 완료)

한편 한국은행 대출의 기간은 최고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과도한
차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출의 거부 및 벌칙금리 부과 등의 수단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실제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는 총액
한도대출, 유동성조절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특별대
출의 다섯 가지가 있다. 이밖에 1994년 3월 재할인제도 개편시 폐지되었
으나 은행들이 이미 취급한 정책자금대출에 대하여 만기도래시까지 지원
하는 대출이 2001년 9월말 현재 83억원 남아있다.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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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대출제도 현황1)

<표 3-4>
기

능

총액한도대출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

유동성조절대출

- 통화정책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신축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방향 공시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은행이 차입을 신청
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시
장의 안정 도모

일시부족자금대출 - 은행의 지급결제(또는 지준) 부족자금 지원
일중당좌대출

-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특별대출

- 최종대부자 대출

대출한도

대출금리

만 기

11.6조원

연2.5%

1개월

3조원

부족자금
범위내
한은당좌예금
평잔의 200%

연3.75%
(3개월이상
연속 차입시는 1개월이내
연4.75%)

콜 목표금리
+ 2%p
무이자

1영업일
당일
업무마감시각

시행시 결정

주 : 1) 2001년 10월 현재

( 總額限度貸出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
(aggregate ceiling)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배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별 은행은 자신에게 배분된 한도에서 한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정책금융창구에서 순수 유동성 조절기능을 발휘하는
선진국형 대출제도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체 한도를 한
국은행이 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선진국형 제도로의 진전이며 배분기준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 연계되어 있거나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
다 낮다는 점에서 보면 과거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
니라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여건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책을 일시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총액한도대
출의 한도를 점차 낮추고 금리도 현실화하여 중앙은행 대출정책의 기능
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한국은행의 중장기적인 목표였다. 실제
1994년 3월 제도도입 당시 총액대출한도는 8.8조원이었으나 1996년 11
월과 1997년 2월 예금지급준비율의 인하와 함께 한도를 3조 6천억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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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적극 활용되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가 4조원
증액되었다. 이어 2001년 1월에도 2조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
기둔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데다 일부 기업의 자
금경색과 잇따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 9월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 발생으로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도를 다시 2조원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1년
10월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11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출금
리는 제도도입 이후 연 5.0%가 적용되다가 1998년 9월 연 3.0%로 인하
하였으며 2001년 9월에는 다시 연 2.5%로 낮추었다.
한도증액, 금리인하와 함께 총액한도대출 자금의 배분기준도 그때 그때
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그 결과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정통적인 유동성 조절수단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성
격이 강해졌다.
<표 3-5>

총액대출한도 및 금리의 변경 추이
(조원, 연%)

한도
금리

94.3

94.4 94.10 95.1

95.4

96.11

97.2

8.8

9.3

9.2

6.4

3.6

9.5

9.1

5.0

97.12 98.3
4.6

5.6

98.9

2001.1

2001.9

7.6

9.6

11.6

3.0

2.5

총액대출한도는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
점에 따로 배분하는 지점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9)
금융기관별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우대지원 한도
로서 은행이 특정자금을 취급하면 이의 50%를 일정한도 범위에서 자동
9) 2001년 10월 현재 총액한도 11조 6,000억원중 금융기관별 한도는 8조 6,257억원이며 지점별 한도는 2조 9,743
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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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0)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취급을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은행이 취급한 동 대출실적의 50%를 총 4조 3천억원 한도에
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우그룹 계열사와 2000년 11월 3일 발표된 구
조조정 대상 기업11)의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 협력업체
에 지원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해서도 취급액의 50%를 각각
5,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총 한도에서 우대지원 한도를 제외한 자금은 총액한도 대상자금의 신규
대출실적과 총 취급잔액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비례 배분한다. 이 때
총액한도 대상자금은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및 전
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다.
이와 같이 한도를 산정한 다음 은행별 기업자금 지원실적을 평가12)하
여 은행을 5개(A∼E)등급으로 구분한 후 D, E등급 판정을 받은 은행으
로부터 총액한도의 일정비율(20∼30%)을 차감하여 A, B등급 판정을 받
은 은행에 전액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점별 총액한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경제사
정(경제규모, 지역별 특수사정 등) 등을 감안,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은행 지점별로 배분·운용하고 있다. 각 지점은 배분받은 한도중
30% 이상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에
따라 비례 배분하며, 나머지는 지점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배분한
다. 한국은행 지점은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벤처·기술집약형 중소
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등을 우선지원부문으로 선정하여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10) 이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이전의 자동재할인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서 특정한 대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한다.
11) 동아건설산업, 대한통운, 우방, 청구, 태화쇼핑, 해태상사, 서한, 영남일보, 동양철관, 동보건설, 세계물산, 광은파
이낸스, 기아엔터트레이드, 삼성상용차, 양영제지, 한라자원, 해우, 대동주택, 대한중석, 미주실업, 삼성자동차,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 피어리스, 삼익건설, 서광,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 등 29개사
12) 기업자금 지원실적 평가 항목 및 가중치
평 가 항 목

가중치(배점)

기업여신1)실적

30

가계대출(△)

40

중소기업 신용대출

30

주 : 1) 대기업대출(1∼4대계열 제외) + 중소기업대출 + 회사채 +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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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대출한도의 배정 구조1)

<표 3-6>

총액대출한도(100%)
금융기관별 한도(74%)
우대지원한도
(38%)

대상자금기준
비례배분한도
(36%)

지점별 한도(26%)
지점장 별도기준
배분한도
(18%)

대상자금기준
비례배분한도
(8%)

주 : 1) 2001년 10월 현재

한편 총액한도 대상자금 취급실적을 과다 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
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 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流動性調節貸出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 대출정책의 중심인 총액한도대출제
도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 대출금리의 중요한 역할인 공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2000년 6월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통화정책 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신축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콜금리 목표수준의 변경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책의도
를 금융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는 금리공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공개시장조작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개별은행의 일시적 유동
성 부족상황 발생시 이들 은행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함
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금융불안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개별 금
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는 분기별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며 분기한
도 범위에서 대출신청 은행의 유동성 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상황, 경영
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대출금리는 매
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논의시 콜금리 목표와 함께 결정
하여 고시하며13) 은행의 차입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
13) 통화정책기조의 변경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콜금리 목표수준만을 조정하며 정책기조 변경 필요성이 상대
적으로 클 경우에는 콜금리 목표수준과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를 동시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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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개월 연속해서 차입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1% 포인트의 가산금리
를 부과하고 있다.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이용한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이 자금 조달 및 운용 상황, 유동성 개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유
동성조절대출 지원시 수반되는 심사기능을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시장조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
표, 예컨대 은행의 건전경영이나 유동성 사정 개선 등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 2조원이었던 대출한도는 2001년 1월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과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
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3조원으로 확대되었다. 대출금리는 도입 당시 고시된 4.5%를 유
지하여 오다가 2001년 8월 9일 콜금리 목표 인하에 맞추어 4.25%로 하
향 조정된 데 이어 9월 19일에는 미국 테러사태 발생에 따른 콜금리 목표
인하와 함께 다시 3.75%로 하향 조정되었다.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는 콜
금리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경우에도 금융
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조정신용
(Adjustment Credit)의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보
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동성 개
선 등 통화신용정책의 질적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중앙은행이 유동성
조절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최소한의 차입 인센티브
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 도입 이후 지원실적을 보면 2000년 12월중
2개 은행에 대하여 총 2,7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동 대출금은 한
차례 재대출(roll-over)된 후 2000년 2월 만기도래시 전액 회수되

<표 3-7>

유동성조절대출 한도 및 금리 변경 추이
(조원, 연%)

2000.8

2001.1

2001.8

2001.9

한도

2

3

3

3

금리

4.5

4.5

4.2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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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4) 대출 당시 적용금리는 연 4.5%, 대출기간은 1개월이었다.
( 一時不足資金貸出 )
일시부족자금대출은 예금지급준비금이나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한 은
행에 지원하는 대출이며 1984년 3월 도입되었다. 지준부족자금은 대출
신청은행의 3개 반월전 필요지급준비금 평잔15)의 100% 범위내에서 자
동지원된다. 필요시에는 지준부족규모 범위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특
별승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급결제 부족자금은 대출신청은행의 당일 부
족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일(영업일기준)이며 필요시 재대
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절도 있는 유동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금리(콜 목표금리+2% 포인트)를 적용하
고 있다.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차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및 운
용상황, 유동성 개선대책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1995년 1월 이후 지급
준비금 또는 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한
은행은 없다.
( 日中當座貸出 )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
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간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거래 증대 등으로 금융기관간 자금결
제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지급결제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해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예금 평잔의 2배16)
범위에서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업무마감시각(평일 17:30, 토요일
14)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이 차입을 신청하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없거나 적을 경우, 또는 한국은행 차입보다 유리한 자금조달방법이 있을 경
우에는 대출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굳이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조
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5) 필요지급준비금 규모는 확정치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3개 반월전 지급준비 대상예금(반월평잔)에 금반월의 지급
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3개 반월전이라 함은 예컨대 금반월이 10월 하반월(10.16∼31)일 경우 9월 상
반월(9.1∼15)을 의미한다.
16) 2001년 7월부터 일중당좌대출 한도를 한국은행 당좌예금 평잔의 1배에서 2배로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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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까지 실시각(real time)으로 자동 지원해 준다. 이 자금은 현재 무이
자로 지원되고 있다.
적격담보는 부도위험이 없고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각·회수할 수 있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17)로 한정되어 있다. 업무마감시각까
지 그 날 차입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상환
하지 못한 금액을 벌칙금리(콜 목표금리+2% 포인트)가 적용되는 일시부
족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차입한 경우에는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제한18)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유동성 개선
대책 등을 점검한다.
<표 3-8>

일중당좌대출 이용실적 추이
(일중평균잔액기준, 억원)

2000.10

11

12

시중은행

774

649

684

지방은행

18

10

특수은행

7

외은지점
합

계

2001.1

2

3

4

5

6

7

1,084

1,963

2,153

895

615

613

1,299

22

28

5

4

1

3

4

11

70

448

228

134

81

108

109

149

155

76

84

95

51

120

149

78

85

55

207

876

813

1,249

1,391

2,222

2,387

1,083

811

821

1,672

2001년 7월말 현재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 8개, 특수은행 3개, 지방은행 1개, 외은지점 10개이며 이용실적
은 시중 유동성 사정과 결제자금 수요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중
평균잔액기준으로 적게는 800억원 정도에서 많게는 2,400억원 수준
에 이르고 있다.
( 特別貸出 )
특별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별도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대출로서 한
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지원하는 대출
을 의미한다.
17) 2001년 7월부터 기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외에 정부보증채도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18) 일시부족자금대출 차입시 일정기간 동안 일중당좌대출한도를 50% 차감하고 일시부족자금대출을 월중 2영업일
이상 차입하거나 최근 3개월간 3영업일 이상 차입시에는 일중당좌대출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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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997년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이에 대처하
여 총 10조 7,656억원의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이 대출은 대상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장실세금리 수준
으로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에 실시되었던 수지보전적 성격의 저리
특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19)
특별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997년 9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
던 제일은행에 대하여 1조원을 당시 일반은행의 평균자금조달비용 수준
인 연리 8%로 공급하였으며20) 그 해 10월에는 부도유예협약 기업에 대
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16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거
래은행을 통해 1조원을 연리 8%에 지원하였다. 이어 12월에는 14개 종합
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업무정지에 따라 콜시장을 통한 금융기관간 자
금거래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금융·자본시장이 위기 국면에 처함에 따
라 은행에 6조 7,671억원을 콜금리-1%의 금리로,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1조 1,275억
원 및 8,710억원을 콜금리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 이후 금
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회수하여 현재는 잔
액이 없다.
한편 1999년 8월에는「컴퓨터 2000년 문제」
로 인한 은행의 지급결
제자금 부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19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
지 6개월간 Y2K 특별대출제도를 시한부로 운용하였다. 그러나 우려
하였던「컴퓨터 2000년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Y2K 특별대
출실적은 없었다.

19) 한국은행은 1985∼1987년에 걸쳐 원유가 폭등 및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부실화된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총 1조 7,221억원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다. 1987년
3월에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 의해 영세 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하여 지원한 농수축협에 2,500
억원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다. 또한 1992년 8월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신탁
회사에 2조 9천억원의 투신사 경영정상화자금을 연리 3%로 지원하였다.
20) 동 대출의 만기가 1998년 9월 도래하였으나 제일은행이 해외매각을 앞두고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대출 1조원을 콜금리로 재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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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한국은행 대출금 추이
(억원)

대출종류

1995말

1996말

1997말

1998말

1999말

-

-

-

-

-

-

2,700

-

88,321

90,678

56,727

42,664

63,616

75,971

73,601

95,669

-

-

-

-

-

-

-

-

농수축산자금

4,677

6,684

1,872

1,155

-

-

-

-

잔액관리대출1)

28,554

13,430

8,785

4,960

2,417

766

258

83

투신사 경영정상화
자금

13,000

-

-

-

-

-

-

-

제일은행 특별대출

-

-

-

10,000

10,000

10,000

-

-

종금사 특별대출

-

-

-

10,000

-

-

-

-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

-

-

59,389

62,470

-

-

-

67,384 128,168 138,503

86,737

76,559

95,752

유동성조절대출

총액한도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합 계

1994말

134,552 110,792

2000말 2001.9말

주 : 1) 1994년 3월 재할인제도 개편시 신규취급이 중단된 대출금으로 기대출금의 잔액만을 관리(만기도래시 회수)

참고 3-1

어음代替制度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간 상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어음에 의해 결제되어 왔다. 어음거래
관행은 자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
킬 뿐 아니라 발행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
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음제도의 폐지는 필요했지만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어음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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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5월부
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
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하면 구매기업은 통보받은 환
어음의 지급결제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시 말해 구매기업은 물품대금을 어음대신 자신이 직접 대출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대출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저리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우대지원하고 정부도 이
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어음발행을 많이 하는 1∼30대 계열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의 제약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한
국은행은 납품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
권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여 2001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두가지 어음대체제도의 이용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현금결제가 어음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간 상거래 관련 대출 추이1)
(10억원)
2000.6
기업구매자금대출(A)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
합계(C=A+B)
상업어음(D)2)
C / D (%)
주 : 1) 말잔기준

65
65
18,454
0.4

2) 중소기업 기준

12
3,359
3,359
19,310
17.4

2001.3

6

9

4,627
226
4,853
15,552
31.2

6,391
469
6,860
15,403
44.5

8,221
785
9,006
15,930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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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支給準備政策
1. 支給準備政策의 意義 및 役割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운
용한다. 이러한 자산 가운데는 장기채권, 대출 등 짧은 시간에 현금화하
기 어려운 자산도 있으므로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 왔을 때 이에 순조롭
게 응하려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
처럼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
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reserve)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가장 유
동성이 높은 현금(cash)과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은 무제한적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겨 놓은 자금은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유
동성 자산이다.
그런데 가능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유동성
자산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금융기관이 받은 예금
의 99%를 장기채권이나 대출로 운용했다고 하자. 이 경우 수익성은 높아
지겠으나 예금자의 인출요구가 한번에 집중된다면 1%의 유동자산만으
로 고객의 지급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자금을 빌리려고 할 것이
어서 금리가 뛰고 시장이 불안해진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에
의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지급준비제도는 법에 의해 예금의 일정비율(지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863년 제정
된 미국 國法銀行法(National Bank Act)이 은행권의 유통성 확보21) 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국법은행권 및 예금에 대해 법정지준을 부과한 것
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 지준율을 변경하여 본
21) 1837년의 경제공황 이후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자기신용에 의해 은행권을 발행하는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
system)가 출현하여 1844∼1860년 사이에 은행수가 400개에서 1,560개로 늘어났으며 1860년경에는 유통되는
화폐의 수만 해도 약 1만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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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22)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1933년 미 의회가 연준에 대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지준
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정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23)
이후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대부
분의 중앙은행들이 이 제도를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였
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성장통화 공급이나 외자유입
등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준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이 발
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강력한 통화량 조절효과
를 거둘 수 있는 지급준비정책은 이들 나라에 매력적인 정책수단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법적 강제력보
다는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조
작이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떠오르고 여러 제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지
준율을 인하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
기도 하였다. 지급준비정책의 역할이 축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상황에서
강제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준비정책도 금융기관의 자율적
자금운용을 제약하는 규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22)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에 의해 통화는 승수
(money multiplier)배만큼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즉 중앙은행이 10 만큼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은 이중 1(지
준율 10% 가정)을 지준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를 대출한다. 대출받은 사람은 이를 은행에 예치하며 은행은 다시
이 가운데 0.9를 지준으로 남겨두고 8.1을 대출한다. 이는 다시 은행예금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
되면 결국 통화는 100만큼 늘어난다. 이때 승수는 10이다. 이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 = m × MB, m = 1/r
(M : 통화량, m : 통화승수, MB : 본원통화, r : 지준율)
그러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를 모두 예금하는 것은 아니며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 통화량은 100보다 덜 늘어나게 된다.
23) 연준은 대공황 이후 유동성 인출사태에 대비하여 은행이 초과지준을 많이 보유하게 되자 급격한 신용팽창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하여 1936년 8월, 1937년 1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통화증가
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1937∼38년 극심한 불황이 발생하자 1938년에는 지준율을 다시 인하하였다. 이러한 경
험을 겪고 난 후 연준은 지준율 변경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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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의 조작목표로 지준보다 금리를 중
시하게 되면서 금리를 목표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한 미조정(fine tuning)
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준율은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전체 유동
성 수준이나 금융기관의 수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이를 빈번히 사용할 수는 없었다. 지급준비정책은 일상적인 유동성조
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급준비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다듬으려는 것에 비유
되기도 한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급준비의무는 모든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대상인 은행권에 부과
된다. 그런데 지급준비금은 무수익 자산이므로 이를 강제로 보유하는 금
융기관은 간접적인 세금, 즉 지준세(reserve tax)를 납부하는 셈이 된다.
이는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일부 국가들
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준부과 대상 금융기관이나 대상채무를
확대24)하기도 하였으나 금융혁신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
립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의 개방화가 진전되어 외국 금융기
관의 국내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
라는 차원에서도 지급준비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지급준비정책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지급준비정책은 그 자체보다는 공개시장
조작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다는 점에서 아직도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제도 폐지 논란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4) 미국은 1980년 통화조절법(Monetary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연준의 지급준비 대상기관을 종전의 연준가
맹 상업은행에서 모든 상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일본은
1972년 금융채, 금전신탁, 거주자 외화예금 등에 대해서도 지급준비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밖에 지급준비제도
도입 당시 지준부과대상에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까지 포함시켰던 독일도 1983년에 그 대상기관을 건축대
부조합 저당은행으로 확대하였으며, 프랑스도 저축금고 및 도시신용금고(1985), 예금공탁금고(1986), 프랑스
부동산금고, 국립신용회사 및 지역개발회사(1987) 등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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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支給準備政策
變遷 槪要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가변현금준비제도
형태의 지급준비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급준비정책은 1960년대 중반까지
만 하더라도 직접규제수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 조치25)를 계기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으로 해외부문 통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적
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
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現行 制度 및 運用
( 支準率 )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외자유입 증대와 수출의 급신장으로 본
원통화 증발압력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1966∼67년중 지준율을 종전의
10∼15%에서 18∼35%까지 대폭 인상하였다가 1971년말에는 12∼18%까
지 다시 낮추었다. 그 후 유동성 조절은 통화안정증권과 통안계정을 활용
하였기 때문에 지준율은 대체로 15∼25% 수준에서 조금씩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한편 1980년대에는 높은 지준율이 은행 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준율을 계속 인하하여 1984년에는
4.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3저 시대중 해외부문 통화
증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8년 10%로 인상되었으며 1989년 5월부
터는 예금 증가액에 대해 30%의 지준을 부과하는 한계지급준비제도가 실
25) 저축의 획기적 증대 및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해 1965년 9월 24일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금리의 법정
최고한도를 연 20.0%에서 연 36.5%로 높이는 한편 9월 30일 수신금리를 정기예금은 연 15.0%에서 연
30.0%로, 여신금리는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연 15.0%에서 연 26.0%로 각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
금리정책이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 증권시장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1968년 4월부터 금융
기관 여수신금리를 수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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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1990년 2월 한계지준율이 폐지된 대신 지준율이 11.5%로 인
상된 이후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다가 1996년 4월 이후 금융
자유화와 통화정책 수단의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 세 차례에 걸쳐 지준율
이 인하됨으로써 지금은 평균지준율이 3% 미만으로 크게 낮아져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준율1)과 통화증가율 추이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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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지급준비금/지준대상예금

현행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
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저한 통화팽창
기에는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50%이상
<표 3-10>

예금별 지급준비율 현황1)
예금종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지준율(%)
1.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대고객CD

2.0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5.0

주 : 1) 2001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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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까지의 한계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
체적인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2001
년 10월말 현재 평균지준율은 2.9%이다.
( 支準對象 )
현재 예금지급준비제도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등이다.「한국은행법」
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
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거「한국은행법」
상의 예금지급준비관련 조항을 적
용받고 있다.26) 지준 대상채무는 要求拂預金과 貯蓄性預金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7년 2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발행한도를 철폐
하면서 CD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참고 3-2

지준부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는가?
현재 지준예치의무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은행
과 유사한 예금업무를 하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
다. 지준부과 대상 확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효과로는 은행권에 한정되어 있는 통화정책 대상기관이 확대됨으로써 효과적인
유동성 조절이 가능해질 것이며 지준예치금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
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은행, 비은행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
도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준관리를 통해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보다 정확
히 예측할 수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지준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단기금리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비은행금융기관은 영업자금을 콜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조달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수요와 관계없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단
기금리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준의 형태로 일정한 수준의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
으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임)
반면 부정적 효과를 보면 무수익 자산의 보유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질
26) 비은행금융기관도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규 등에 의거 예수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
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예금자의 일상적인 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정책 목적과는 무관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익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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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은행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도 중앙은행 대출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중앙은행의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급준비의무 대상기관을 확
대하는 것은 금융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 支準積立方式 )
한국은행은 1977년까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
까지 반월간의 필요지급준비금(지급준비대상예금의 평균잔액에 지급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같은 기간에 적립하는 半月平殘 同時積立方式을 활
용해 왔다. 그러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은 기간중에 적립해야 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1978년부터는 필요지급준비금 계
산기간과 실제지급준비금 적립기간 사이에 1주일간의 시차를 두는 半月
平殘 一週日 移延積立方式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들
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상반월)의 필요지급준비금을 같은 달 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중에,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하반월)의 필요지급준
비금은 같은 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의 기간중에 적립하고 있다.
<그림 3-3>
1일

우리나라의 지준적립방식(上半月)
지준계산기간

15일

7일

지준적립기간

30.31일

22일

금융기관이 반월중 적립한 실제지급준비금이 필요지급준비금에 미달하
는 경우 그 반월중 부족금액 평잔의 1%를 과태금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
여야 한다. 2개월 반 이상 지준부족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
융통화위원회가 필요지급준비금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중 시재금으로 보유토록 허용한 현금보유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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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5%이다.27)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
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支準附
利). 한국은행은 1986년까지 금융기관의 수지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준비
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바 있지만 1987년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
다.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
다. 첫째,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자금으로 사용되고 중앙은
행의 지급결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지준부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대한 수수료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그만큼 무이자
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데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상쇄되는 효과
가 있다.
( 支準制度 존폐에 관한 논란 )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이 위축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준율을 큰 폭으로 인하
하든지 지급준비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급준비제
도 폐지가 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과 은행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준
율의 대폭 인하로 금융기관의 지준예치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
기관간 지급결제통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규모는
2001년 1∼8월중 일평균 60.2조원으로 지준율이 대폭 인하되기 이전인
1995년에 비해 5.7배 늘어난 반면 금융기관의 지준예치금 규모는 같은
기간중 9.8조원에서 9.1조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이 동
27) 현금보유 인정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의 지준관리 부담이 경감된다. 영업목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을 지급준비금
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중앙은행에 무수익자산을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며 금융기관이 무수익성 자산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보유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데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나치게 높은
현금보유비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앙은행에 유입되는 현금의 양을 축소시켜 손상권이 원활히 교환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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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참가하는 차액결제 규모도 1995년 일평균 6조원 수준에서 2001년
1∼8월중 12조원으로 2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결제규
모에 대한 지준예치금의 비율도 총액결제기준으로 1995년의 94%에서
2001년 1∼8월중 15%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차액결제기준으로도 161%
에서 76%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준율을 0% 가까이 인하하거나 지급준비제도를 폐
지할 경우 개별 은행의 결제리스크가 높아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 동안 일중당좌대출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결제자금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한 지급준비제도의 유효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금리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준비제도
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결제자금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준을 유지
하게 되면 결제자금수요의 불규칙한 변화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그림 3-4>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급
준비제도가 없는 (a)의 경우 금리는 금융기관의 결제자금수요 변화(Dw1
→ Dw2 또는 Dw3)에 따라 r1에서 r2 또는 r3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이
경우 금리변동을 방지하려면 결제자금의 수요에 따라 중앙은행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흡수해야 한다. 반면 지급준비제
도에 의해 금융기관의 지준수요가 결제자금수요(Dw1)를 초과하는 Dr로
고정되어 있는 (b)의 경우에는 결제자금수요가 Dw2, Dw3로 변하더라도
금리는 r1에서 안정될 수 있다.
지급결제규모 및 지준예치금의 비율 추이1)

<표 3-11>

(10억원, %)

1995(A)

1997

1999

2001.1∼8(B)

B/A(배)

총액결제규모(C)

10,492

22,146

51,499

60,209

5.74

차액결제규모(D)

6,103

8,776

13,256

12,034

1.97

지준예치금(E)

9,820

4,976

6,254

9,182

0.94

E/C

93.6

22.5

12.1

15.3

E/D

160.9

56.7

47.2

76.3

주 : 1) 일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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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필요지준에 의한 금리변동 완충기능

금리

금리
Dw
Dw2 Dw1 3

Dw2 Dw1 Dw3 Dr

SS

SS

r3
r1

r1

r2

R1
(a)

유동성

R1

유동성

(b)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고금 수급과 외화자금의 유출입 등으로 본
원통화가 불규칙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준비제도는 이러한
변동을 흡수·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금리의 불규칙한 변동을 방지
해 준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준적립기간중에 금리가 상승하면 지준적립
을 뒤로 미루고 자금을 운용하고자 함으로써 금리상승 압력을 완화시키
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지준을 앞당겨 적립하고자 자금을 차입함으
로써 금리하락 압력을 완화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금리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급준비제도의 의의는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준율 인하 또는 지급준비제도 폐지 주장은 이러한 조치가
통화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
앙은행이 통화를 확대공급하려고 해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설득력을 얻는 주장이
다.28) 그러나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되어 금융기관이 더 이상 자금을 중
앙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이나 유가증권
매입에 투입함으로써 통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29) 왜
28) 우리나라에서도 신용경색이 문제가 되었던 1998년 8∼9월경에 통화공급 확대론에 근거하여 지급준비제도 폐지
주장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29) 이론적으로 지준율이 0이 되면 M2 승수는 2001년 8월 현재의 15.2에서 27.8로 상승하게 되며 따라서 M2는
438조원에서 802조원으로 83%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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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은행들은 결제자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이 빗나
가 급히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직간접비용이 발생하기 때
문에 지준의무가 없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결제준비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된 영국, 캐나다
등은 금융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벌칙성 금리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 결제자금 부족이 자주 발생할 경우 신인도에
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예금평잔의 1∼2%를 중앙은행 계정에
예치하고 있다.30)
참고 3-3

지준제도 폐지국가들의 보완대책
지준제도 폐지국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단기금리의 급변동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은 1981년 지준제도 폐지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해 매영업일 마감시 영란은행에
개설한 결제계정(settlement account) 잔액을 零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였다. 마감 때
까지 결제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시대출(Late lending)을 제
공하며 1996년 실시각 총액결제제도 도입 이후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의 일중결제자금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에는 일중RP제도를 도입하였다.
뉴질랜드 준비은행은 1985년 지준제도의 폐지와 함께 개별은행에 대해 영업일 마감
시 零 이상의 결제예치금을 유지토록 하였다. 마감시각까지 결제계정잔액이 부족한 은
행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1998년 실시각 총
액결제제도 도입 이후 은행의 일중결제자금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중RP제도
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장금리가 운용목표로 활용하고 있는 OCR(Official Cash
Rate)에 수렴할 수 있도록 초단기여수신제도(금리는 OCR±25bp)를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994년 지준제도의 폐지와 함께 동행에 예치하는 개별 금융기관
의 결제예치금 잔액을 零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단기금리의 변동성을 줄
이기 위하여 운용목표±25bp의 운용목표 밴드(operating band)제를 운용하고 있다.
마감시각에 금융기관의 결제계정잔액이 零 미만일 경우 운용목표＋25bp의 담보부 대
출을 공여하되 1개월 단위 기준으로 적수(담보부대출 제외)가 零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
금을 부과한다. 결제예치금이 남는 경우에는 운용목표－25bp의 이자를 지급한다.

30) 이를 실효지준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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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公開市場操作政策
1. 公開市場操作政策의 意義 및 特徵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이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
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31)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32)
금융기관은 자금운용을 위해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한다. 만약 금융기관
이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생겨 채권을 현금화시켜야 한다
면 이를 유통시장에 내다 팔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한 상대방의 현금보유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기관 전체로
볼 때 유동성 규모는 변함이 없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사람들이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는 동기(flight to liquidity)가 커지거나 중앙은행에 예
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모자란다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팔려고 하더라도
이를 사고자 하는 상대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공
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채권을 매입해
줌으로써 새로운 유동성(fresh liquidity)을 공급한다. 반대로 시중에 유
동성이 풍부하여 채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채권물량이 부족하
다면 이때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아 과잉유
동성을 흡수한다.
이처럼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아 자신의 유동성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시장전체로는 유동성의
보유주체만 바뀔 뿐 총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개시
31) 公開市場(open market)은 顧客市場(customer’
s marke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매의사와 구매력만 있
으면 누구나 참여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고객시장은 구매의사와
구매력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백화점이 공개시장이라면 대
학은 전형적인 고객시장이다. 즉 돈이나 참여의사만 있다고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
졸업, 수능시험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등은 자금과 매매의
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이라고 부른다.
32) 공개시장조작은 동태적 공개시장조작(dynamic open market operations)과 방어적 공개시장조작(defensive
open market operation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공개시장조작
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이다. 후자는 일시적 요인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해 자금사정이 변화할 때
이를 중화시키기 위한 수동적 또는 수용적(accommodative) 공개시장조작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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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매하면 시장전체의 유동성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다. 금융기관들은 늘어난 유동성을 활용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다른 채권
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승수과정을 거쳐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100 매입했다고 하
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33)
A 은행 B/S

중앙은행 B/S
채권

+100

채권
-100
지준예치금 +100

지준예치금 +100

A은행은 100의 초과지준이 생겼으므로 이를 모두 대출하는데 대출을
받는 기업의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 이로써
A은행은 당좌예금 형태로 100의 통화를 창조하게 된다(당좌예금은 M1의
구성요소).

A 은행 B/S
채권

-100

지준예치금 +100 당좌예금 +100
대출

+100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좌예금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출을 할
것이며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B은행에 예금을 한다. B은행
은 당좌예금 100에 대한 법정지준 10(지준율 10%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90을 대출한다.

B 은행 B/S

A 은행 B/S
채권 -100

지준예치금 +10

대출 +100

대출

33) F. Mishkin(2001) p395∼405에서 인용

+90

예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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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C은행에 이를 입금하였다면 C은행의
당좌계정이 90늘어난다. 이러한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 통화가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다.
공개시장조작의 기원은 1830년대 영란은행의 콘솔(Consol)공채34) 매
각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로 금
융기관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영란은행이 주로 사용하던 재할인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수
단이었고 그것도 은행이 요청을 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수동적 성격이라
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영란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콘솔공채를 매
각하여 은행의 여유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공
개시장조작을 활용한 최초의 예이다.
공개시장조작이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세
기에 들어와서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란은행 및 독
일제국은행은 전쟁공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미국은
1913년 연준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항을 가장 먼저 입법
화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을 금지하고 있어 재정
적자를 국채발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국채가 풍부히 발
행되어 공개시장조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와 혁신의 진전으로 금융시장 발전이 가속됨
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공개시장조작을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
게 되었다.
공개시장조작은 재할인정책이나 지급준비정책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신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시
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앙은행 대출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규모를 변경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앙은행 대출창구 이용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는 못한다.
둘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섬세한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필요한 조
절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만큼만 채권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34) 1752년부터 영국정부가 전비조달목적으로 발행한 영구국채(Consolidated Ann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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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개시장조작의 실시시기, 빈도,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절
할 수 있어 대단히 신축적이다. 이에 비해 지급준비정책은 지준율을 소폭
변경하더라도 금융기관 유동성 사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
준율을 수시로 조정하기도 어렵다. 중앙은행 대출금리나 대출규모를 수
시로 변경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공개시장조작은 신속하다. 중앙은행 대출정책이나 지급준비정책
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하나 공개
시장조작은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절차
가 시작되고 종결된다.
넷째, 중앙은행과 시장참가자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보의 신속
한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정책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시장친화적이면서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작대상이 되는 국공채 물량이 풍부히 존재해
야 하고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의 만기별 금리체
계(term structure)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등 갖추어야 할
조건도 많다. 이 때문에 개도국들은 초기에는 주로 중앙은행 대출정책이
나 지급준비정책에 의존하다가 금융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 와
서야 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채권을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하
거나 환매조건부매매(RP매매 : repurchase agreement)35) 하는 두 가
지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순매매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
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기조적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환매조건부매매는 중
앙은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
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채권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형태인데 시중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35) RP매매는 대상증권(underlying asset)의 만기내에서 RP 만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대
상증권을 매수(매도)한 후 다시 매도(매수)하는 두 개의 단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함으로써 단순매매시 발생
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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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公開市場操作政策
變遷 槪要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
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
이 가능해졌고 1977년에는 매매대상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였다. 1986
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에서 증발된 통화를 흡수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도
를 꾸준히 높여 왔다. 1993년 3월에는 그 동안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실세
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1997년 2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시 미낙찰
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하여 소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을 실질적인 완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
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정책 운용체제를 정
착시켰다.

現行 制度 및 運用
( 流動性 調節 方式 )
공개시장조작의 과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콜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콜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
기 위해 초단기(대부분 1일물)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콜시장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모두 참가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잉여
자금이나 부족자금도 거래은행의 계정을 통해 나타나므로 결국 은행의
자금 과부족이 중요한 변수이다. 콜시장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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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행이 새
로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환수하면 이는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변동으로 나타나며 은행은 남거나 부족한 자금을 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에 콜금리가 변동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좀더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은 상반월(매월 1일∼15일) 및 하반월(16일∼
말일)의 지준을 1주일이 지난 후 반월간(8일∼22일, 23일∼7일) 적립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해야 할 지준, 다시 말해 필요지준 규모는 사
전에 정해지는데 이것이 지준의 수요36)가 된다. 그러나 지준의 공급37)은
다양한 부문을 통해 발생하며 매일매일 달라진다.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사람들은 현금이나 은행예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이 줄어든
다.38) 반대로 정부가 시행한 공사대금을 민간업자에게 지불하면 그만큼
새로운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므로 지준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서 달러화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원화를 지급해야 하므로 지준이 공급된
다. 한국은행 대출창구를 통해 은행에 자금이 공급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
준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이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지준공급 규모를 예측
하여 이를 지준수요와 비교한 다음 지준의 과부족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결정한다. 지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기로 하자. <표 3-12>는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의 공개시장운영팀에서 실제로 작성한 2001년 8월 2일자 지준전망표
이다. 당일 정부부문에서 2,000억원의 정부지출이 있을 것이나 교통세
등으로 2조 3,500억원이 흡수될 예정이어서 정부부문을 통한 지준공급
은 2조 1,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날 한국은행은 은행들에
36) 지준은 필요지준과 초과지준으로 구성된다. 필요지준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되어 있는 지준
이며 초과지준은 지급결제 목적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등의 목적으로 필요지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준이
다. 지준잔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초과지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7) 지준의 공급이란 은행이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정의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한국은행 계정잔액이 100억원이었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계정잔액이 110억원이 되어
지준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38) 정부가 거두어 들인 세금은 일단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예금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은행의 지준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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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빌려준 총액한도대출금 3,100억원(－)을 상환받는 대신 은행에 팔았던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200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민간의 현금수요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예치한 계정에서 현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지준잔액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날은 민간의 현금수요가
800억원 줄어 현금이 환수됨으로써 그만큼 금융기관의 예치잔액(지준)이
늘어났다. 한편 통화안정증권 5,700억원이 만기가 되어 한국은행이 이를
현금상환해 주어야 했지만(＋) 7월 27일 한국은행이 매입했던 RP 5조원
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
둘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4조 4,300억원
을 받아야 하므로 그만큼 지준공급이 줄어들 전망이었다.
이를 모두 합해보면 8월 2일 은행지준은 6조 7,900억원이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되었다. 한편 전일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지준
잔액이 14조 2,400억원이었으므로 8월 2일 지준잔액은 7조 4,500억원
실제 지준전망표1)

<표 3-12>

증감규모(억원)
◇ 정부부문

-21,500

세출

2,000

세입

23,500

◇ 해외부문

-3,100

◇ 기타

200

◇ 유동성조절분 만기도래
통화안정증권
RP

-800
5,700
-50,000
-67,900

전일 지준규모(B)

142,400
74,500

필요지준규모(D)

129,900

당일 지준과부족(C-D)

-55,400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통화안정증권
RP
주 : 1) 2001.8.2

총액한도대출
통화안정증권 이자

-44,300

금일 예상지준 증감(A)
금일 예상지준규모(C=A+B)

교통세 등

-

◇ 대출
◇ 현금통화(-)

주요 요인

50,000
50,000

7.27일 RP매입분

130 제3장 通貨政策 手段

(14조 2,400억원－6조 7,9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필요
지준을 계산한 결과 은행들은 이날 12조 9,900억원을 잔액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지준은 5조 5,400억원 부족한 셈이 되었
다. 만일 한국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부족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자 할 것이며 그 결과 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콜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이
필요하게 되는데 부족자금 전액을 공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콜금리
목표수준이 4.5%라고 할 때, 부족자금 5조 5,400억원 전액을 공급하면
콜금리가 4.5%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목표
를 하회하게 되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인 5조원을 RP매입을 통해 공급해
줌으로써 콜금리가 4.5% 근처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運用手段 )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증권매매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
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서 공개시장조작에 필
수적인 국공채 물량이 부족했던 시절부터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통화안정증권은 만기가 비교적 긴 데다 일단 발행되면 원칙적으로 만기
전 중도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기조
적인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1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기별로는 14일
물에서 2년물까지 총 11종39)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를 만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및 만기별 구성1)

<표 3-13>

(억원)
91일물

182일물

364일물

392일물

546일물

2년물

계

10,000
(1.3)

44,322
(5.7)

263,277
(33.6)

16,500
(2.1)

25,000
(3.2)

423,710
(54.1)

782,809
(100.0)

주 : 1) 2001년 9월말 현재, ( )내는 구성비(%)
39) 통화안정증권의 종류는 할인채로 14일물, 28일물, 63일물, 91일물, 140일물, 182일물, 364일물, 371일물, 392
일물, 546일물 등이 있으며 이표채로는 2년물이 있다. 이중 단기물(14일) 통화안정증권은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
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급된 본원통화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RP매각 대상증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8년 9월까지 자주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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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2001년 9월말 현재 2년물이 전체의 54.1%로서 가장 많으며
364일물이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증권매매는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환수하
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과 대상증권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
하고 있다.
<표 3-14>

증권매매시 대상증권의 범위
증권 단순매매

대상증권

RP매매

국채

국채, 통화안정증권1)

정부보증채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2)

토지개발채권2)

주 : 1) RP매입에 한함
2)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에 한함

매매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매매와 RP매매(환매조건부 매
매)를 활용한다. 단순매매 가운데 유동성을 흡수하는 단순매각은 통화안
정증권 발행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어 실
RP거래 실적1) 및 만기별 구성

<표 3-15>

(억원)
1일물

2일물

3일물

4일물

5일물

매입

404,010 194,910
(15)
(8)
<36.1>
<17.4>

235,760
(7)
<21.1>

121,720
(6)
<10.9>

35,000
(1)
<3.1>

매각

700,170
(24)
<66.8>

68,700
(3)
<6.6>

184,000
(7)
<17.5>

70,000
(2)
<6.7>

-

1,104,180 263,610
(39)
(11)
<50.9>
<12.2>

419,760
(14)
<19.4>

191,720
(8)
<8.8>

35,000
(1)
<1.6>

합계

주 : 1) 2001년 1∼9월중,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실적(적수기준)
2) ( )내는 조작횟수
< >내는 금액 구성비(%)

6일물

7일물

계

88,430 39,800 1,119,630
(2)
(1)
(40)
<7.9>
<3.5>
<100.0>
25,000
(1)
<2.4>

-

1,047,870
(37)
<100.0>

113,430 39,800 2,167,500
(3)
(1)
(77)
<5.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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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으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단순매입도 보유채권의 소유권 이전 등
실무적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한 자금공
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하다.
따라서 증권매매는 RP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RP거래의 최장만
기는 91일이지만 실제로는 지준적립기간인 15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통
상 장기물은 13∼15일물, 단기물은 1∼3일물로 운용된다.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RP매매조작은 총 77회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매입조작(통화공급)이 40회, 총 112조원으로 매각조작(통화환수) 37회,
총 105조원보다 조금 많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1년중 경기둔화에 대
처하여 콜금리 목표수준을 계속 인하하고 유동성을 풍부히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만기별로는 매입 및 매각조작 모두 1일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
며 1, 2, 3, 4일물을 합하면 전체의 91%에 이른다. 7일을 초과하는 만기
의 RP매매조작은 없었다.
<표 3-16>

공개시장조작 운용수단
조작방법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대상증권
—

환수
장기

증권 단순매각

한은보유 국공채

자금
잔존만기가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조절
공급

증권 단순매입
RP매각

비 고

지금까지
실적없음

—
거래대상기관 보유
국공채1)
한은보유 국공채

환수
단기

단기물(14일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자금
조절
공급

RP매입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환매

—
거래대상기관 보유
국공채1)
—

주 : 1)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토지개발채권(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기업
의 금융기관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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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賣買方式 )
공개시장조작은 대부분 한은금융망(BOK-Wire)40)을 통한 공개경쟁입
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를
통해 일정금액을 일정가격(금리)에 판매하기도 한다.
경쟁입찰시 한국은행은 내정가격(내정금리)을 먼저 정한다. 한국은행이
RP매각을 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통화 환수시)할 때는 채권을 파는
입장이므로 내정가격은 응찰가격의 하한(floor, 금리는 상한)을 형성한
다.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RP매입시에는 채
권을 사는 입장이므로 내정가격은 응찰가격의 상한(ceiling, 금리는 하
한)을 형성한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RP매각시에는 내정가격보다 높게(내정금리보다 낮게) 응찰한 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파는데 배정방식은 높은 가격 순서대로 결정하되 동일
한 응찰가격으로 경합된 기관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
며, 적용가격은 낙찰자에게 유리하도록 각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최고 금리)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이를 단일가격 방식 또는
Dutch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RP매각(통화환수)시 낙찰자에게 유리
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화를 환수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대출재원을 줄이는 것이므로 응찰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한편 RP매입시에는 내정가격보다 낮게(내정금리보다 높게) 응찰한 기
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사는데 배정방식은 낮은 가격 순서대로 결정하되
동일한 응찰가격으로 경합된 기관의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
분하며, 적용가격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가격(금리)을 따로따로
적용한다(이를 복수가격 방식 또는 Conventional 방식이라고 한다). 이
는 RP 매입이 통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응찰유인이 상
대적으로 커서 구태여 낙찰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기로 한다. 먼저 RP 1,000억
원을 매각하는데 총 응찰금액이 2,100억원이고 한국은행의 내정가격이
40) 입찰공고, 입찰실시, 낙찰결과 통보 및 자금결제 등 일련의 과정이 한국은행과 거래대상 금융 기관간에 구축되어
있는 On-Line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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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금리 5.75%)이라고 하자. 10개 기관이 응찰하였는데 내정가격
98.58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중에서 가격 순서대로 1,000억원의 범
위에 드는 7개 기관이 낙찰을 받았다. Dutch 방식에 의해 낙찰받은 7개
기관은 응찰가격중 최저인 98.75(기관 6과 기관7의 응찰가격)를 일률적
으로 적용 받는다. 물량은 높은 가격을 써 낸 기관 1부터 응찰금액 전부를
배정한다. 순서에 의하여 기관 5까지 총 9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100억원은 응찰가격이 같은 기관 6과 기관 7에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
분한다.41)
<표 3-17>

RP 1,000억원 매각시(例示)
(내정가격 98.58)

기 관

응찰가격

응찰금액(억원)

낙찰여부

낙찰가격

1
2
3
4
5
6
7
8
9
10

99.23
99.11
99.02
98.92
98.81
98.75
98.75
97.52
98.33
98.65

100
300
100
200
200
300
200
200
400
100

○
○
○
○
○
○
○
×
×
×

98.75
98.75
98.75
98.75
98.75
98.75
98.75
－
－
－

합계

2,100

낙찰금액(억원)
100 (100)
300 (400)
100 (500)
200 (700)
200 (900)
60 (960)
40(1,000)
－
－
－
1,000

주 : ( )내는 누적금액

이번에는 RP 1,000억원을 매입한다고 가정하자. 내정가격은 98.88이
다. 10개 기관이 응찰하였는데 내정가격 98.88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5
개 기관이 낙찰을 받았다. Conventional 방식에 의해 낙찰자들은 모두
자신이 써낸 가격을 따로따로 적용 받는다. 물량은 낮은 가격을 써 낸 기
관 1부터 응찰금액 전부를 배정한다. 순서에 의하여 기관 3까지 총 700
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300억원은 응찰가격이 같은 기관 4와 기관
5에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41) 내정가격보다 높게 쓴 응찰자 모두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관1의 응찰금액이 400억원, 기
관2가 500억, 기관 3이 300억원이었다면 이때 기관1은 400억원, 기관2는 500억원, 기관3은 100억원을 낙찰받
는다. 그리고 이 때의 낙찰금액은 기관3이 제시한 99.0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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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RP 1,000억원 매입시(例示)
(내정가격 98.88)

기 관

응찰가격

응찰금액(억원)

낙찰여부

낙찰가격

낙찰금액(억원)

1

97.52

200

○

97.52

200 (200)

2

98.33

400

○

98.33

400 (600)

3

98.65

100

○

98.65

100 (700)

4

98.75

300

○

98.75

180 (880)
120(1,000)

5

98.75

200

○

98.75

6

99.23

100

×

－

－

7

98.92

200

×

－

－

8

99.11

300

×

－

－

9

98.81

200

×

－

－

10

99.02

100

×

－

－

합계

2,100

1,000

주 : ( )내는 누적금액

( 去來對象 機關 )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매매의 대상기관42)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의 효율성과 대상기관의 자산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선정기준에 의
거하여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지정하는데 2001년 9월 현재 예금은행을 포
함한 53개 금융기관43)이 지정되어 있다.

42) 거래 대상기관의 범위와 수는 금융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장조성자와의 특수관
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장발전을 촉진하고 중앙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겠는데 극단적으로 대조가 될 수 있는 예는 소수의 primary dealer
와만 거래하는 미 연준과 지준의무가 부과된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입찰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경우이다.
43) 국내 예금은행 전체(20개), 9개 외은지점, 23개 증권회사,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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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일상적 공개시장조작 실행과정

공개시장조작 과정

일 자

시 간

차기 반월중 지준전망

D-2일

전반월
지준마감후

D-1일

영업시간중

〃

영업마감후

D일

08:30~09:30

〃

09:30~10:50

〃

11:00

비 고

↓
외생적요인에 의한
지준변동요인 파악

정부, 제도금융, 해외부
문 등 변동요인 파악

↓
익영업일 지준전망

↓
당일 예상 금융시장동향 파악

↓
자금조절수단, 규모 및 횟수
결정, 공고

↓
오전 자금조절
내정금리 결정

↓
오전 자금조절 실시(입찰)

〃

11:10~11:20

〃

11:40

〃

14:50

〃

15:00~15:10

〃

15:30

↓
낙찰결과 통보 및 공표

당일 지준전망치와 필요
지준과의 차이, 콜금리
목표 등 고려

주로 장기유동성 과부족
조정을 위하여 통화안정
증권 발행 또는 장기물
RP매매 실시

↓
오후 자금조절
내정금리 결정

↓
오후 자금조절 실시(입찰)

↓
낙찰결과 통보 및 공표

↓
필요시 영업마감겸 긴급
자금조절 실시 결정 및 입찰 실행

〃

16:30경

〃

16:30~17:00

↓
증권 수수 및 자금결제

주로 단기자금 과부족 조
정을 위하여 단기물
(1∼3일물) RP매매 실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자금
과부족 규모가 확대되어
콜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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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위한 입찰실행과정

입찰 과정

일 자

시 간

비 고

장기 지준사정 전망

D-1일

영업시간중

반월지준전망표, 월·
분기별 통화전망 등
고려

D일

10:00경

통화정책방향, 장기지준
사정 전망 등 고려

〃

10:30경

〃

11:00경

〃

11:00~11:40

〃

11:40

D+2일

16:30~17:00

↓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및
만기결정

↓
입찰내역 공고

↓
통화안정증권 입찰내정금리
결정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CD, CP 등의 유통수익률
과 환율동향 등을 고려

↓
입찰 실시

↓
낙찰결과 통보 및 공표

총 낙찰규모 및 낙찰
금리는 언론을 통해
공표

↓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자금결제

대부분 증권실물의 교부
없이 BOK-Wire를 통
한 등록방식으로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