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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
동성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LCR은 은행이 뱅크런 등 30일간 지속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高유동성자산(HQLA)을 보유
토록 하는 규제이다. 학계 및 BCBS 내부의 일각에서는 LCR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은행들의 자산 및 부채 관리행태 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LCR 규제와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 경로와 관련한 논의의 요체는 LCR이 시행될 경
우 은행의 유동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단기자금 조달행태의 변화 등으로 통화정책 파
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채와 같은 양질의 HQLA가
구조적으로 부족하여 은행들의 LCR 규제 준수부담이 큰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성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무
담보 단기자금조달시장에서는 은행들의 30일 초과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여 기간프리
미엄(term premium)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만기 30일 초과 자금이
30일 이내의 자금에 비해 위기시 현금이탈률이 낮아 LCR 수준 제고에 유리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셋째, 단기자금 조달시장내에서 무담보 거래수요중 일부가 현금이탈률이 낮
게 적용되는 담보부 자금조달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단기금융시장의 구
조변화 가능성은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LCR 수준은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보유 HQLA 구성도
유동성이 높은 Level 1 HQLA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은행들의 30일 이내 단기
자금 조달·운용규모도 크지 않다. 이러한 시장여건들은 LCR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준
수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유동자산 포트폴리오와 단기자금 조달행태에 변화가 생길 가
능성이 낮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RP매매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non-HQLA 등으로 확대하는 통화정책 변화는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
에 은행의 LCR 수준도 높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

Ⅰ. 서론
1.ㅇ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도입1)하였다. 이
는 금융위기 초기에 은행들이 유동성 경색국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 LCR은 은행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 등 30일간 지속
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高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규제이다. 즉, LCR 도입의 기본취지는 은행이 유동성 위기시 중
앙은행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
회적 비용2)을 은행 자체의 부담으로 내부화(self insurance)하는 것이다.

<참고 1>			
■LCR =

LCR 개요

高유동성자산 (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s)
純현금유출액 (위기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현금유입액)

≥ 100%

- HQLA : 시장에서 즉시 처분할 수 있는(unencumbered) 자산으로서 유동성 위기시 현
금화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
Level 1 : 지급준비금, 국채 및 국채에 준하는 채권 (할인율 : 0%)
Level 2A : 회사채(AA-이상) 및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 (할인율 : 15%)
Level 2B : 주택담보유동화증권(RMBS, 할인율 : 25%), 회사채(A+~BBB-) 및 보통주
(할인율 : 50%)
- 현금유출액 : 은행 부채 세부 항목별로 위기시 30일 동안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
탈률(0%~100%)을 적용하여 합산
- 현금유입액 : 은행 자산 세부 항목별로 위기시 30일 동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
입률(0%~100%)을 적용하여 합산

1) 기
 존의 자본비율 규제 중심의 바젤Ⅱ 체계가 유동성비율 규제 등을 포함하는 바젤Ⅲ 체계로 확대되었으며, 유동성비율 규제는 ①단기 유동성비율 규
제인 LCR과 ②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NSFR(Net Stable Funding Ratio)로 구성된다. BCBS는 LCR을 2015년부터 시행하되 은행시스템
의 안정 및 자금조달활동상의 부작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인 2015년 60%로 시작하여 2019년 100% 완전이행을 목표로 매년 10%
씩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중
 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의존은 은행의 도덕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고, 유동성의 가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 공정경
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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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ㅇ이에 따라 BCBS는 LCR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앙은행 신용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LCR이 일상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천
명하였다. 그러나 LCR 설계 의도와는 달리 LCR 시행 전후 나타날 수 있는 은행들의 자산 및 부
채의 보유행태 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학계뿐만 아
니라 BCBS 내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ㅇ본고에서는 LCR 규제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예상 경로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 LCR 규제와 통
화정책 간 상호작용 경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어 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LCR 수준 및 高유동성자산(이하 HQLA) 구성, 단기자금 조달시장 여건에 비추어 LCR
규제 시행이 통화정책 수행여건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
책 운영수단과 LCR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Ⅱ. LCR 규제와 통화정책 간 상호작용 예상 경로
4.ㅇLCR 규제와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정책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양자가 똑같이 HQLA를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LCR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HQLA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토록 요구하고 있고, 일상적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은 이러한 HQLA를 담보로 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자가
모두 단기금융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단기금융시장은 은행입장에서
단기적인 유동성 과부족 조절시장인 동시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파급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가. LCR 규제가 통화정책 수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
5.ㅇLCR 규제가 시행되면 LCR 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산과 부채 양 측면에서 포
트폴리오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측면에서는 보유중인 포트폴리오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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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부채측면에서는 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자금조달을 늘려 단기적 자금유
출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산조정 측면 : ① 시장에서 유통중인 HQLA의 양을 감소시킬 가능성)

6.ㅇLCR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이상의 HQLA를 평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 등 HQLA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 전세계 은
행이 LCR 최저기준(100%)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HQLA 총량은 약 2조달러 내
외3)로 추정된다. 아울러 Bindseil and Lamoot(2011)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은행들의
수요 증가로 유동성 정도에 따른 자산간 수익률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유
동성이 높은 HQLA는 수요 증가로 수익률 하락(가격 상승)압력이 생기는 반면 non-HQLA는
수요 감소로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수익률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ㅇ국채와 같은 양질의 HQLA가 구조적으로 부족하여 은행들의 LCR 규제 준수부담이 큰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성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4). 다만, CGFS(2013.5월)의 연구에 의하면 주요 통화 표시 HQLA의 발행잔액이 48조달
러(2012년말)인 데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금융규제 개혁 이후 예상되는 HQLA
수요 증대에 따른 공급부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5)된다.

3) BCBS-IOSCO(2013년)의 분석에 따르면 약 1.8조달러로, BCBS(2012년)의 분석에 따르면 2.4조달러로 각각 추정되었다. (Stein, 2013, p.11
에서 재인용)
4) BCBS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국가(호주, 남아공 등) 은행들의 LCR 규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약
정’(CLF: Committed Liquidity Facility)을 HQLA의 대안수단으로 허용하고 있다.
5) 수
 요부분에서는 은행의 담보부 자금조달 증대와 함께 LCR 규제 도입,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개시증거금 및 기금 부과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으
로 우량 담보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급부문에서도 정부채 및 우량 회사채의 신규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우량자산 수요 증대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내생적 공급(커버드 본드, 담보재사용 및 담보스왑 등) 확대 유인도 있어 우량자산 공급이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CGFS, 201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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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정 측면 : ②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

8.ㅇLCR 규정상의 HQLA보다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인정하는 적격담보의 범위가 넓을 경우 은
행은 신용도가 낮은 non-HQLA를 우선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유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
행이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유럽 은행들의 ECB가 공급하는 유동성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ECB의 신용위험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oeure, 2013.10)

9.ㅇ유럽은행들의 ECB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로는 첫째,ECB의 주요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인 MRO6)(main refinancing operation)를 통해 취득한 자금(부채)은 LCR 산정시 현금
이탈률이 0%인 데다 둘째, ECB가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가 LCR 규정상의 HQLA
보다 넓은 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로서는 보유중인 HQLA 대신 non-HQLA를 담보
로 제공하고 MRO를 통해 EC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Schmitz
(2011)도 유럽 은행들이 ECB와 거래 시 HQLA는 계속 보유하는 대신 non-HQLA7)를 담보
로 제공할 유인이 커져 ECB가 부담하는 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
였다.

10.ㅇ이러한 가능성은 중앙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또는 대출거래 시 인
정하는 적격담보의 범위를 LCR 규정상의 HQLA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중앙은행의 적격담보 범위가 LCR 규정상 HQLA 범위보다 좁
으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채조정 측면 : ① 장기자금 조달 증가에 따른 수익률 체계 변화 가능성)

11.ㅇ무담보 자금조달시장에서는 만기 30일 초과 자금이 30일 이내 자금에 비해 위기시 현금이
탈률이 낮아 LCR 비율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30일 초과 자금조달 수요가

6) ECB 공개시장 조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만기 7일의 逆환매조건부거래(reverse Repo)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동
 non-HQLA에는 선순위 은행채(senior bank bonds),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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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Bindseil
and Lamoot(2011), Bech and Keister(2013) 등은 시장에서 유통중인 HQLA의 양이 적을
수록 은행들의 LCR 준수 부담이 커지므로 만기 30일 초과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기간프리미
엄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Bonner and Eijffinger(2012)는 단기
유동성규제 시행 이후 은행간 무담보부 단기금융시장에서 만기 30일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대출의 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8)를 제시하였다.

12.ㅇ은행들의 무담보부 단기자금 조달구조 변화에 따른 수익률 체계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통화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LCR 규제 준수에 애로를 겪는 은행이 많아
질수록 단기자금시장에서 만기 30일을 기준으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steepen)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 경우 금리인하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

<표 1> LCR 기준서상 부채 종류별 유동성 위기시 현금이탈률1)
이탈률

부채

100%

금융기관 등 기타법인으로부터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기타 담보부 차입

50%

Level 2B 자산 담보부 차입

40%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무담보부 차입

25%

Level 2B 자산에 포함된 RMBS 담보부 차입, 영업목적의 예금

15%

Level 2A 자산 담보부 차입

10%

불안정적2) 정기예금 (소매·중소기업)

5%

안정적2) 정기예금 (소매·중소기업)

0%

담보부 중앙은행 차입, Level 1자산 담보부 차입

주 : 1) 30일 이내에 ‘만기 전 임의상환’을 요구할 수 있거나 계약상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및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 등을 포
함(LCR 기준서 pr.86). 따라서 자금제공자가 계약상 30일 이전에 임의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자금 및 잔존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예금에는 현금이탈률 ‘0%’를 적용
2) LCR 기준서상 정의(pr.75~81)에 따라 잔존만기 30일 이내 예금으로서 예금보험제도 또는 공적보장에 의해 예금 상환이 전액 보장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안정적’ 및 ‘불안정적’ 정기예금으로 구분

8) 네덜란드가

LCR과 유사한 단기 유동성 규제인 DLCR을 시행한 2003년 이후 은행들의 예금/대출 행태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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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조정 측면 : ② 무담보 단기금융시장의 위축 가능성)

13.ㅇ단기자금 조달시장내에서는 위기시 현금이탈률이 높은 무담보 거래수요중 일부가 현금이탈
률이 낮게 적용되는 담보부 자금조달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chmitz(2011)는
은행들의 담보부 단기자금 조달수요 증가에 따른 무담보 단기금융시장의 위축 현상이 현금이탈률
이 높게 적용되는 30일 이내의 대출시장에서 현저할 것으로 예상했다.

14.ㅇBonner and Eijffinger(2012)는 실증분석을 통해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가 평상시보다
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간 무담보부 자금시장을 위축시키는 정도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chmitz(2011)는 유로지역의 은행간 무담보 단기자금 조절시장9)(Unsecured Markets)을 예
로 들면서 동 시장이 위축될 경우 시장이 갖는 긍정적 기능인 네트워크 외부성10)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negative feedback loop)을 발생시
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15.ㅇ은행간 단기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파급경로이므로 LCR 규제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무담보 단기금융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1) 특히 LCR 최저기준에 미달하
는 은행들의 경우 기타 담보대출이나 무담보 단기대출보다 LCR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유리한 중
앙은행 대출을 이용할 유인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2).(Coeure, 2013.10)

9) 유로지역의 전체 단기자금 조절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데 1개월 미만의 거래비중이 약 95%(익일물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자
료: 금융위, 2010.7.27.)
10) 시
 장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 용이성, 정보 집결에 따른 적정 가격설정,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능력 등이 클 때 발생한다.
11) 대
 부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은행간 무담보 단기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정책목표금리로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페
드럴펀드시장, 유럽의 은행간 무담보자금시장, 일본의 콜시장 등) 따라서 은행간 무담보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는 통화정책의 원활한 파급경로의
전제조건이 된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기본원리도 은행간 무담보 지준조절시장인 콜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은행의
지급준비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12) 중앙은행 담보부 차입금은 담보 종류 및 만기에 관계없이 현금이탈률이 0%이지만 여타 HQLA 담보대출은 0~50%, 무담보 단기대출은 100%이
므로 중앙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LCR비율 제고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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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CR 규제가 통화정책 수행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은행의
행태 변화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능성

통화정책 수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세계 HQLA 발행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

(자산측면)

일정수준의 HQLA 상시 보

정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별무 영향

유에 따른 HQLA 유통물량

다만, 국채 등 Level 1 HQLA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감소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위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성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보유 자산
구성 변화

평상시에는 중앙은행 적격담보를 Level 1 HQLA로
低신용도 자산을 우선적으로

유지할 것이므로 별무 영향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다만, 유동성 위기시 적격담보를 Level 2 또는

유인 증가

non-HQLA로 확대할 경우 중앙은행이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부채측면)

단기자금 조달시장에서 만기

LCR 준수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이 많아질수록 수익

30일을 기준으로 수익률곡

률곡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 경우 정책금

선이 가팔라짐

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단기자금
조달행태
변화

현금이탈률이 높은 무담보
단기자금 조달시장 위축

LCR 준수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이 많아질수록 무담
보 조달시장 위축 가능성이 높아짐. 이 경우 공개시장
조작의 정책효과가 제약될 소지

나. 통화정책 운영방식이 은행들의 LCR에 미치는 영향
16.ㅇ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 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적격담보의
범위에 따라 은행의 LCR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indseil and Lamoot(2011)은 가상의
은행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채만을 적격
담보로 인정하는 경우에 비해 은행의 LCR이 높아지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중앙은행
이 적격담보를 국채 외에 신용도가 다소 낮은 Level 2 HQLA 또는 non-HQLA로 확대 → 은
행은 국채 대신 신용도가 낮은 Level 2 HQLA 또는 non-HQLA를 중앙은행에 우선적으로 담
보로 제공 → 은행은 적격담보를 확대하기 전에 비해 더 많은 국채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므로
HQLA가 늘어나는 효과 → 국채만을 적격담보로 했을 때보다 LCR이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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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ㅇBech and Keister(2012)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에 공급할 경
우 국채 등 HQLA를 담보로 했을 때와 non-HQLA를 담보로 했을 때 대상 은행의 LCR에 미
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채 담보시에는 은행이 보유한 HQLA가 줄어들
지만(∵담보제공된 국채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대신 Level 1 HQLA인 지급준비금이
동일 가치만큼 증가하므로 HQLA의 합계는 일정하다. 순현금유출액도 중앙은행 차입금은 현금
이탈률이 0%이므로 불변이다. 따라서 LCR은 이전과 동일하다.

LCR1 =

HQLA0 + 지급준비금 - 국채
순현금유출액0

=

HQLA0
순현금유출액0

= LCR0

단, LCR0은 조치 전 비율, LCR1은 국채담보 시 비율
18.ㅇ그러나 non-HQLA 담보시에는 원래 HQLA 합계에 포함되지 않던 non-HQLA를
HQLA인 지급준비금과 거래했기 때문에 HQLA의 합계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분모는 중앙은행
차입금의 현금이탈률이 0%이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LCR이 상승하게 된다.

LCR2 =

HQLA0 + 지급준비금
순현금유출액0

› LCR0

단, LCR2는 non_ HQLA 담보 시 비율
19.ㅇ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적격담보 범위가 Level 1 HQLA와 유사한 평상시에는 공개시장
조작이 은행의 LCR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중앙은행이 적
격담보의 종류를 Level 2 HQLA나 non-HQLA로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시장안정 효
과와 함께 은행의 LCR도 높이는 부수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8

한국은행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

Ⅲ. 우리나라의 여건 점검
가. 은행들의 LCR 수준 및 HQLA 구성
20.ㅇBCBS의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대상 국내 8개 은행들의 LCR은
2013.12월말 현재 모든 은행이 100%를 상회한 가운데 전체 평균은 128.2%로 나타났다(최저
111.1%, 최고 156.1%). BCBS에서 LCR 규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들의 준수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상향조정(2019년 100% 이행)하는 일정을
각국 정책당국에 권고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미 안정적 단기 유동성 상황을 유지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3) 아울러 이는 주요 선진국 대형은행들의 LCR 수준보다 소폭 높은 수준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국내 8개 은행1)의 HQLA 구성 및 LCR 수준
(단위 : 십억원)

HQLA
2013. 6

191,823

2013.12

183,216

Level 1

Level 2

170,407

21,415

(88.8)

(11.2)

161,888

21,607

(88.4)

(11.6)

순현금유출액

LCR

165,699

115.8 %

142,963

128.2 %

주 : 1)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은행. 본 LCR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은행들이 보유한 유가증권 합계(2013
년말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LCR 규제 대상 은행 유가증권 합계액 중 20.6%임(자산총액 기준으로는 17.6%). 또한 이들 중소형은행
들의 원화유동성비율(잔존만기 1개월 이하 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은 모두 120%를 상회
2) ( )내는 HQLA대비 비중 (%)
자료 : 금감원

21.ㅇ보유 HQLA의 구성을 보면 유동성이 가장 높은 국채, 통안채, 공공채, 지급준비금 등
Level 1 자산의 비중이 거의 90%를 차지하여 HQLA의 구성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된다.

13) 이
 는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부터 LCR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원화유동성비율(잔존만기 1개월 이하 유동성자산/유동성 부채)울 규제해왔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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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ㅇ한편 우리나라 채권의 종류별 발행잔액을 보면 전체 1,390조원중 Level 1 HQLA인 국채
(467조원, 33.6%) 및 통안증권(164조원, 11.8%)이 631조원이다.(2013년말 현재) 이는 상기
8개 은행이 보유중인 국채(51.0원) 및 통안증권(21.6조원) 총액의 8.7배에 해당된다. 특수채와
금융채 중에도 Level 1 HQLA로 분류되는 ‘정부가 보증한 채권’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상
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Level 1 HQLA 발행총액은 8개 은행이 보유중인
Level 1 HQLA 총액을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발행채권은 은행, 자산운용사, 증
권사, 연기금 등이 각각 15%~20%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금융권의 시장지배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총액 : 1,390조원

<그림 2> 금융기관별 채권보유 현황

(%)

국내은행
증권사
외국인

30

지방채
1.3%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외은지점

회사채
16.0%
국채
33.6%

20

특수채
21.2%
10

금융채
16.2%

통안증권
11.8%
0
06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3년말 기준)

07

08

09

10

11

12

13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기간말 기준)

23.ㅇ국내 은행들의 LCR이 100%를 여유있게 상회하는 가운데 보유중인 HQLA도 Level 1 자
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의 Level 1 채권 발행잔액도 은행들의 LCR 준수에 필요
한 규모보다 충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C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은
행들의 자산 및 부채측면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작아 통화정책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앞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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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14), 장외 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 강화15), PFMIs16) 국내 적용에 따른 한국은행의 차액결제
납입담보 증액17) 등으로 은행의 HQLA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요인들에 따른
HQLA 수급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다.

나.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
24.ㅇ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은 무담보 자
금대차가 이루어지는 콜시장과 담보부 자금대차시장인 환매조건부거래(RP)시장(한국은행의
RP매매 포함)으로 대별된다.18)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는 대부분이 무담보(unsecured)로 이루
어지며,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1일물이 95% 내외
를 차지하고 있다. RP시장에서는 만기 제한이 없으나 1일물 거래가 약 65%를 차지하며, 2~7
일물이 20% 내외, 8~31일물이 약 6%이다.(2013.하반기 기준) 담보로는 국채, 통안증권, 은
행채, 특수채 등 안전자산이 주로 이용되지만 회사채, 지방채, 기타 금융채 등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1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4.15일)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은행이 Covered Bond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이에 기
초가 되는 담보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Covered Bond 발행한도는 은행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므로 Covered
Bond 발행 가능 총액은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2012년말 은행 총자산 기준)
15) 2
 015.12월부터 장외파생거래중앙청산소(CCP)를 이용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예치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13.6월말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국내 은행 및 외은 지점의 개시증거금 예치 규모는 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다.(총자산의 0.1%)
16) P
 FMIs(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2012.4월 발표)는 금융시장에서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을 수행하는 금융시장
인프라(FMI)가 준거로 삼아야 할 원칙을 글로벌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17) 한국은행은 PFMIs의 국내 적용을 위해 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대비 담보납입률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
다. 이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납입담보(적격담보 :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규모는 2012년말 14.7조원에서 향후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18)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등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시장으로 일부 기능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통화정책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중
시하여 콜시장과 RP시장만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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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간 단기금융시장 개요
콜시장

참
가
기
관

RP 시장

한국은행 RP 매매

주요 기능

금융기관간 자금조절

금융기관간 자금조절

시중 유동성 조절

법적 성격

금전소비대차

채권매매

채권매매

자금조달
(발행)기관
자금운용
(매입)기관

금융기관간 : 콜시장 참가기관
은행, 은행신탁,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

대고객 : 은행, 증권, 증권금융,
체신관서
자금중개, 증권, 증권금융

한국은행의 거래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증권사,
증권금융

중개기관

자금중개사

자금중개사, 증권

만기

최장 90일 이내

자유화

최장 91일 이내

2008.3월까지 한국
은행의 정책목표금리,
현재는 기준금리와
연동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장단기
채권 금리로 파급되는 시발점

2008.3월 이후
정책 기준금리

금리의 기능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시장」

25.ㅇ정부와 한국은행이 2010년 중반부터 추진하고 있는 단기금융시장 구조개편 노력 등으로
콜시장의 경우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RP시장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콜시장 거
래규모는 2008년 17조원 정도에서 2013년 25.7조원으로 늘었으나 금융기관간 단기금융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중 72.5%에서 53.1%로 축소되었다. 콜시장에서 은행의 비중
(2013.12월, 일평균 기준)은 콜공급(38.0%)보다 콜차입(70.5%)이 두 배 정도 커 콜시장이 주
로 은행의 무담보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ㅇ기관간 RP 거래의 규모는 2008년 6.4조원 정도에서 2013년 22.8조원으로 확대되었다.
동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은 RP매도(자금조달) 측면에서는 2.2%(증권사 및 증권신탁이 약 80%
를 차지), RP매수(자금공급) 측면에서는 15.1%(자산운용사, 증권신탁, 증권금융 등이 60% 이
상을 차지)에 그쳐 콜시장에 비해 은행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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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금융기관간 단기금융시장 규모
(기말잔액기준,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콜시장

32.5
<98.4>

33.0
<95.7>

17.0
<72.5>

21.1
<73.3>

22.5
<68.7>

17.0
<54.7>

24.0
<58.0>

25.7
<53.1>

기관간 RP

0.5

1.5

6.4

7.7

10.3

14.1

17.4

22.8

[대고객 RP]

[57.3]

[66.4]

[62.4]

[64.3]

[66.7]

[68.3]

[67.2]

[76.9]

주 : < >내는 콜시장과 기관간 RP시장 전체에서 콜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금융투자협회

27.ㅇ한편 전체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중 콜시장과 RP시장을 통한 조달·운용의 비중을 보면
각각 1.7%, 2.7%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말 기준) 콜 및 RP시장의 실제
거래의 대부분이 만기 3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비중은 은행권 전체의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은행권 전체의 자금조달·운용 중 단기 조달·운용 비중
(10억원)

자금조달 총액
예수금
차입부채

1,568,826
1,145,319
423,507

자금운용 총액
현금 및 예치금

1,745,366
95,069

유가증권

282,087
1,368,210

- 콜머니

15,395 (0.98)

대출채권

- RP매도

10,622 (0.68)

- 콜론

29,265 (1.68)

- RP매수

17,650 (1.01)

주 : ( )내는 자금조달 및 운용 총액 대비 비중 (%)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3년말 기준)

28.ㅇ지금까지 살펴본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단기자금 조달·운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LC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서 콜시장 및 RP시장의 기능에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콜시장이 현재 만기 1일물 중심에서 30일 초과로 거래만기가 장기
화될 가능성은 첫째, 동 시장의 은행간 초단기 지준과부족 조절기능과 둘째, 만기가 길어질수록
신용위험이 커지는 무담보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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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ㅇ은행의 단기자금 수요중 일부가 콜시장에서 현금이탈률이 낮게 적용되는 담보부인 RP시장
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정부의 RP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한
편 RP거래의 만기가 현재 30일 이하 중심에서 30일 초과로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RP매도(자금조달) 자금의 현금이탈률이 담보부 자금조달의 특성으로 인해 계약
만기 30일을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점19)에 근거한다.

<참고 2>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구조 개선 방안 개요

■콜시장 :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시장으로의 기능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은행간
지준자금조절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설정
-증
 권사의 월평균 콜차입 잔액 : 자기자본의 25%(2012.7월) → 15%(2014.4월) →
0% (2015.1월 계획, 다만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 및 국고채 Primary
Dealer는 15% 유지)

■RP시장 : 대고객 RP거래의 비중이 큰 RP시장을 금융기관간 자금조절시장으로 육성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P시장 관련 규제완화 및
거래시스템을 개선
-R
 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 도입, 장외 RP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기관간 RP 표준
계약서 사용 활성화 지원, RP 담보채권의 대차거래 지원, 기관간 RP시장 참여기반
확충 등 (금융위 보도자료, 2010.7.27. 참조)

19) RP매도로 조달된 자금의 현금이탈률은 계약만기가 30일을 초과하면 ‘0%’가 적용되지만 30일 이내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제공된 담보의 종류가
Level 1 HQLA인 경우에는 여전히 0%를 적용한다. 제공된 담보가 Level 2A, Level 2B인 경우 현금이탈률이 각각 15%, 25%로 상승하지만
무담보 자금조달이 잔존만기 30일 초과에서 이내로 변하면서 현금이탈률이 0%에서 100%로 상승하는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미미하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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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방식과 LCR간의 연관성
가. 공개시장조작 방식과 LCR
30.ㅇ한국은행의 일상적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은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RP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매개
로 한 유동성 조절방식은 첫째,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안증권 발행·환매 거래와 둘째,
기준금리 목표 유지를 위한 일상적 유동성 조절수단인 RP거래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일상적
유동성 조절방식인 RP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31.ㅇRP매매 적격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등이며 2014.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도 포함되었는데, 동 적격담보 범위는 LCR 규정상의 HQLA 범위보다 좁다. 만기
는 최장 91일이지만 실제로는 7일물이 대부분이며,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RP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표 7> 한국은행의 적격담보 증권과 LCR 규정상 적격 HQLA 범위
국채

통안채

정부
보증채

MBS

한은의 적격담보

◯

◯

◯

◯1)

LCR 적격 HQLA

◯

◯

◯

△

주 : 1) 2014.6월 이후부터 인정

회사채

Covered
Bond

보통주

△

△

△

2) △ 표시는 Level 2 HQLA

32.ㅇ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기조적인 유동성 잉
여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RP매매도 유동성 흡수를 위한 RP매각 위주로 수행되고 있
다. 2013년말 현재 對금융기관 RP매각 잔액은 14조원 정도이며 RP매입은 없는 상태이다.

33.ㅇ한편 앞서 Ⅱ-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RP
매입 거래 시 은행의 LCR에 미치는 영향은 담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상의 은행 B/
S를 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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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은행의 RP 매매 실적
(기말잔액기준,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RP 매각

2.8

-

13.0

13.5

7.9

4.5

16.0

14.0

RP 매입1)

-

-

7.9

1.8

1.7

-

-

-

1)

주 : 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신용경색 해소 등을 위해 RP매입을 크게 확대한 바 있음 (총 10회 16.8조원을 지원)
자료 : 한국은행

34.ㅇ먼저 국채 등 Level 1 HQLA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은행의 LCR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는 RP계약기간동안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보유 HQLA에서 제외되지만, RP 매입대금이 은행의 당좌예금에 지준을 늘리는 형태로 제공되
기 때문이다. 즉, 은행의 HQLA 구성만 변할 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RP매각 거래의 경우에
도 은행의 HQLA 증가분만큼 지준이 감소하므로 HQLA 총량은 변화가 없다. 아울러 기조적 유
동성 조절방식인 통안증권의 발행·환매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지준 감소 및 증가로 나타나므로
HQLA 구성만 변할 뿐 총량은 똑 같다.

<표 9> 국채 등 Level 1 HQLA 담보부 중앙은행 차입 시 LCR 변화

자금거래 전 B/S : LCR = 100.0
자산

부채 및 자본

지준

50

국채

50

MBS1)

40

non-HQLA

30

대출

400

예치금

30

예수금

한국은행

300

기타 부채

200

자본

100

지준

50 + 50 + 30
150 – 20

국채
MBS
non-HQLA
대출
예치금

600
= 100.0

주 : 1) MBS 에 대한 haircut : 25%
2) 분자 : HQLA = 지준 + 국채 + MBS
분모 : 현금유출액 150, 현금유입액 20 가정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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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

600
LCR2) =

국채 담보부 차입 : 20
부채 및 자본
50
+20
50
40
30
400
30

예수금

300

기타 부채
CB 차입

200
+201)

자본

100

620
LCR =

70 + 30 + 30
150 – 20

주 : 1) 현금이탈률 0% (담보·만기 무관)
2) 담보제공액 20은 처분 불가능

62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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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ㅇ하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Level 2 HQLA
또는 non-HQLA로 확대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즉, 이 경우에는 앞서 Ⅱ-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LCR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행
은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에 대응하여 2008년 11월 7일부터 은
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1년간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 적격증권에 포함한 적이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MBS(level 2 HQLA)를 적격담보로 인정할 때 MBS에 적용하는 담보가액 할인율이
LCR 규정상 할인율(haircut) 25%보다 작을 경우에도 LCR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표
10> 참조)

<표 10> Level 2 및 non-HQLA 담보부 중앙은행 차입 시 LCR 변화
non-HQLA 담보부 차입 : 20
자산
지준
국채
MBS
non-HQLA
대출
예치금

부채 및 자본
50
+20
50
40
30
400
30

300

지준

기타부채
CB 차입

200
+201)

자본

100

국채
MBS2)
non-HQLA
대출
예치금

70 + 50 + 30
150 – 20

주 : 1) 담보·만기 무관 현금이탈률 0%

자산

예수금

620
LCR =

MBS 담보부 차입 : 20

50
+20
50
40
30
400
30

예수금

300

기타 부채
CB 차입

200
+201)

자본

100

620

620
= 115.4

부채 및 자본

LCR =

620

70 + 50 + 13.5
150 – 20

= 102.7

주 : 1) 담보·만기 무관 현금이탈률 0%
2) 한국은행의 담보인정비율 90%(=할인율 10%)로 가정하면 22만큼
담보로 제공되어야 함. 즉, 담보제공액 22는 처분 불가능 →
HQLA에 포함되는 처분 가능 부분 : 18×75%* = 13.5
* LCR 규정상 MBS에 대한 할인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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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수신 제도와 LCR
① 대출제도

36.ㅇ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제도는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금융중개지
원대출20) 등 세 가지가 있다.(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2조) 자금조정대출21)은 금융기관의
단기적 자금수급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며, 일중당좌대출은 금융기관의 일중의 지급·결
제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37.ㅇ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증권담보대출로 운영하고 있다. 적격담보 증권으
로는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것), 국채 또는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통안증권 등이 이용된다. 대
출기간중 은행이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담보는 처분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자금조정대출 담보자
산은 HQLA에서 제외하되, 일중당좌 대출의 담보는 HQLA에 포함하고 있다.22)

38.ㅇ자금조정대출 시 은행이 제공한 담보가 국채 등 Level 1 HQLA일 경우에는 LCR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vel 1 HQLA내에서 줄어든 국채만큼 지준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on-HQLA인 신용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HQLA가 증가하므
로 LCR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non-HQLA를 대가로 HQLA인 지준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② 예금제도

39.ㅇ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예금은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결제전용예금
등 세 가지가 있다.(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규정 제2조) 당좌예금은 예금지급준비금 및 은행간

20)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舊 총액한도대출)로서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는 목적보다는 일종의 신용정책이므로 본 논
의에서 제외하였다.
21) 금리수준 : 기준금리+100bp, 대출기간 : 1일물, 단 30일까지 연장 가능
22) 당
 일 업무마감 전에 전액 상환되고 이때 사용되지 않은 담보는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동 자산을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unencumbered)’으로
간주한다. 한편 LCR 기준서(pr.31)에서는 ‘중앙은행 또는 공적기관에 예치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 중 유동성 창출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자
산은 HQLA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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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자금 수입을 목적으로, 자금조정예금은 은행의 일시적 자금수급조정을 위해 도입되었으
며, 결제전용예금은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예금제도이다.

40.ㅇ이들 예금중 당좌예금은 LCR 규정상의 지급준비금으로 해석하여 Level 1 HQLA에 포함
하되 나머지 두 예금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23) 일반적 예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조정예금과 결제전용예금에 예치된 자금은 위기 상황에서 30일내 전액 현금유입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현금유입률 100%) 한편 일상적 유동성조절 목적으로 설치한 통화안정계정의 예
치금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규정’에서 명시한 예금은 아니지만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광의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위기시 현금유입률을 100%로 인정하고 있다.24)

41.ㅇ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현금유입률 100%인 예금을 증가시키더라도 LCR 상승 효과
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자금조정예금, 결제전용예금 및 통안계정 예치금의 증가는 순현금유출
액 감소(=LCR 분모↓)로 반영되지만 동시에 동 자금의 재원이 지급준비금일 것이므로 동일 금액
의 지준이 감소(=LCR 분자↓)하기 때문이다.25)

다. 지급준비율과 LCR
42.ㅇLCR 기준서에서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Level 1 HQLA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
스 상황에서 실제로 인출 가능한 범위를 각국 정책당국이 별도로 정하여 동 범위까지만 Level 1
HQLA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법적 성격,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그동안 은행들이 지준 전액을 HQLA로 간주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해 온 관행 등을 감안하여
지준 전액을 HQLA로 인정하였다. 지급준비금이 전체 HQL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국채(27.8%)보다 낮고 공공채(19.6%)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12월말
기준)

23) 한
 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규정」(제2조②)에 따라 자금조정예금 및 결제전용예금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4) 통안계정 예치금(만기 최장 91일)은 기본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다. (통안계정규정 제8조)
25) L
 CR 계산 원리상 초기 LCR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예금이 증가하면 LCR이 소폭 상승하지만, 초기 LCR이 100%일 때는 예금이 증가하더라
도 LCR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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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ㅇ이론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준 총액중 일부만을 Level 1 HQLA
에 포함할 경우 은행의 LCR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준율은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으로서 빈번히 조정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지준의 HQLA 인정비
율도 한 번 정하면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급
준비율’이나 ‘지급준비금 중 HQLA 인정비율’을 은행의 LCR 수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은행의 유동성과 LCR에 미치는 영향
LCR에 미치는 영향
평상시
공개시장
조작
(RP 매입)
대출제도

예금제도
지급준비율

유동성 위기시

적격담보가 Level 1 HQLA와 동일하므

적격담보의 범위를 Level 2 또는

로 LCR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non-HQLA로 확대할 경우 LCR 상승

적격담보의 종류가 Level 1 HQLA일 경우 LCR에 영향 없음.
다만, 적격담보가 Non-HQLA인 신용증권일 경우 LCR 상승
위기 상황에서 전액 인출이 가능(현금유입률 100%)하지만 예금 증가분만큼 지준이
감소하므로 LCR 상승 효과는 제한적
지급준비금 중 Level 1 HQLA 인정범위를 높일수록 LCR 상승

Ⅴ. 종합평가
44.ㅇLCR 규제와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 경로 관련 논의의 요체는 LCR 규제에 따른 은행의 유
동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단기자금 조달행태 변화 등으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등 양질의 HQLA가 부족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위
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동성 지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간 단기
금융시장에서 ①만기 30일 초과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 ②무담보부 거래의 위축 소지 등이 지적
되고 있다. 이는 LCR 규제 시행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변화 가능성을 면
밀히 파악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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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ㅇ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보유 HQLA 구성, 국내 고유동성 채권의 발행잔
액, 단기자금 조달·운용구조 등을 고려할 때 LCR 규제 시행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국내 금융시
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은행들의 현재 LCR 수준이 기준치를 여
유있게 상회하고 있고 보유 HQLA의 구성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나 단기
자금 조달시장이 LCR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6.ㅇ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시기에 RP매매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확
대할 경우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은행의 LCR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 위기시 RP매입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Level 2 HQLA나
non-HQLA로 확대하는 통화정책 수행방식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26) 그러나 이 경우 한국은행이 비우량 담보자산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부담
이 생길 뿐 아니라 은행의 역선택 및 도덕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고 하겠다.

47.ㅇ한편 지급준비율을 LCR 수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급준비금 총액중
Level 1 HQLA에 포함할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러 개별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 조정을 위해 운영중인 여수신제도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
조절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정 은행의 LCR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8.ㅇ끝으로 LCR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LCR과 통화정책 간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은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
의 논의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한 계량영향평
가를 통해 은행의 LCR 규제 준수 과정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는 경로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26) M
 ark Carney BOE총재는 위기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조건이 은행의 자기보험으로서의 HQLA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유동성 공급
수단의 설계 및 운영이 건전성 정책과 중요한 시너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014.3.18일, BOE의 조직개혁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
(strategic plan)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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