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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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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개편될 경우의 콜금리 움직임의 특징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하여 콜금리 결정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값에 적절한 값을 부여하는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콜금리의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와 변동성이 현재의 콜

시장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가기관 제한으로 콜시장 수급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콜금리의 변동성은 한

국은행의 자금조정대출금리 및 자금조정예금금리에 적용되는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클수

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해 보면 향후 콜시장이 지준의무기관인 은행만이 참가하는 지준시장

으로 전환될 경우 콜금리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지준공급자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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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콜시장은 주로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으로서 금리정책과 금융시장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다. 금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콜금리는 금리경로의 시발변수(trigger variable)로서 정책

금리에 반영된 통화정책 스탠스를 장․단기 시장금리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정책금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일 수 있도

록 시장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융거래가 콜시장에 집중되면

서 여타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무담보 거래 관행에 따른 신용위험관리 능력 저하로 일부 금융기관의 신

용리스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으로의 과다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체 금융시스

템 유동성 문제로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정책 유효성 제고 및 기타 단기금융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콜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2008년 이후 지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

리 변경, 그리고 자금조정예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

영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0년 7월에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

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통해 콜시장에 집중된 단기자금거래를 기타 단기금융시장 활

성화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콜시장에서의 환경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콜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콜금리 결정에 대한 이론 모형 구축을 통해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3월 이후부터 시행하

고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향후 콜시장이 지준적립의무가 있는 은행만이 참가

하도록 개편될 경우 콜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oole(1968) 이후 진행된 불확실성 관점에서의 지준시장 관련 이론모형을 참고하

여 콜금리 결정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Prez-Quirs 등(2006) 및 Gaspar 등(2008)을 참고

하여 동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로부터 콜금리 행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콜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신규로 

도입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에 기인하여 콜금리의 변동 폭이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되

기 때문이다. 둘째, 콜금리 변동성은 지준적립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클수록 확대되었다. 셋째, 

국내은행들의 자금조정예금 사용빈도가 지준마감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최근의 콜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콜금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이

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시사점 및 향후 추가적인 연구방향

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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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콜시장 환경 변화

1.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편

한국은행은 1999년 5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

하여 2008년 3월부터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도입하였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은 경제의 자율화, 개방

화 진전 등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금리변동에 민감해짐에 따라 금리변동이 각종 경제변수로 

파급되는 금리경로(interest channel)에 의존하여 통화정책 효과를 도모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금리는 초단기금리인 반면, 실물경제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시장금리는 장기금리인 까닭에 초단기 시장금리 변동이 장기시장금리로 파급되

는 금리경로의 원활한 작동 여부가 금리중시 통화정책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금리경로에서 시발변수(trigger variable)인 초단기 시장금리로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하

루인 1일물금리가 사용되고 있다.2) 특히 지준적립과 지급결제 등의 목적으로 은행간에 형

성되는 1일물 지준시장금리가 기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수익률곡선의 최단기 영역인 1일물 초단기 시장금리를 

운용목표금리(operating target rate)로 설정하여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3) 

그러나 운용목표금리인 초단기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인 까닭에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직접 결정하여 통화정책 신호를 나

타낼 수 있는 정책금리(policy rate)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에 반영된 통화정책 스탠스가 초

단기 시장금리인 운용목표금리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준제도, 공개시장조작, 중앙

은행 예금․대출제도 등의 통화정책 집행구조(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ework)를 유기적으

로 구축․운용하고 있다.4)

이러한 금리중시 통화정책은 그동안 전략(strategy)과 집행(operating)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논

의되어 왔다. Borio(1997)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전략을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각종 정

보변수에 근거하여 정책금리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중시 통화

정책의 집행을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금리 선택, 

그리고 지준제도, 공개시장조작 및 중앙은행 대출․예금제도 등 통화정책 집행구조의 효율적 

구축 ․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화정책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통화정책 

집행구조와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5) 다만, Borio(1997) 및 BIS(2001) 등이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집행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출범하는 과정

에서 논의가 진전되었을 뿐이었다. 최근에는 Bindseil(2004b)이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하여 

통화정책 집행구조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금리경로의 시발변수로서 만기가 하루인 시장금리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Manna, Pill and Quiros(2000), 그리고 

Bindseil(2004b) 참조

3)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Federal funds rate, 일본에서는 Call rate, 영국에서는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유로지

역에서는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등이다.

4) 이에 따라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금리경로는 정책금리 → 운용목표금리 →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 

→ 실물경제(소비, 투자 등)의 단계적 파급경로를 가지게 된다.

5) 최근 거시경제학의 주된 흐름인 뉴케인지안 경제학(New Keynesian Economy)은 정책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 전략 관련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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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전략6)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통화정책 집행에 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다만, 차현진(2003, 2007)이 한국

의 통화정책 집행구조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왔을 뿐이

다. 차현진(2003)은 1999년 5월 이후부터 통화정책 전략이 매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정책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집행구조

는 여전히 과거 통화량중시 통화정책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중시 통화정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2008년 3월 이전의 과거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은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빈번히 실시하고 있는 공개시장조작의 적

정성이다. 한은RP거래를 통해 수시로 콜시장에서의 자금과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은행들의 

지준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나아가 콜시장을 제외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다.7)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하고,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

를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콜금리는 과거와는 달리 운용목표금리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과거에

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콜금리에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콜금리는 정책금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운용목표금리 기능도 수행하였다. 반면에 새

로운 제도에서는 정책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8)로 변경됨에 따라 정책금리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

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도 콜금리는 운용목표금리로서 금리경로의 시발이 되는 1일물 초단기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자금

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다.9) 동 제도는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는 1일이고 재대출 및 재

예치가 가능하다. 또한 금리의 경우 자금조정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00bp 높으며, 자금조정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00bp 낮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준마감일에는 콜금리의 급변동을 방

지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대비 가산금리에 대해 자금조정대출금리는 50bp 높게, 그리고 자금

조정예금금리는 50bp 낮게 설정되었다.10) 

한편 한국은행은 기존의 지준적립방식을 개선하여 지준적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준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필요지준규모가 확정되도록 지준적립기간을「반월계

산 7일 이연 적립방식」에서「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6) 예를 들면, 박형수․신관호(2000), 김양우(2002), 이명활(2003), 강희돈(2006), 권영선(2006), 전성인(2006) 등은 정책금리 조정 

여부와 관련된 통화정책 전략 연구이다.

7) Bindseil(2004b)은 통화정책집행의 기본 방정식(the fundamental equation of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을 제시하고 운용

목표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상호 대체적인 방법으로 공개시장조작과 중앙은행 대기성 여․수신제도 등 두 가지

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indseil(2004b)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전자의 방법을,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은 후

자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8)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RP매매,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금리

를 지칭한다.

 9) 기존 여신제도 중 총액한도대출(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 및 일중당좌대출(은행의 하루 중 일시적인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지

원)은 존치된 반면, 자금조정대출제도와 기능이 유사한 일시부족자금대출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자금조정대출의 위기대응장치가 

금융안정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유동성조절대출도 폐지되었다.

 10) 전산장애 및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

정하여 가산금리를 극히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거나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증권으로

까지 적격담보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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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적립기간을 일자 기준에서 요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정례적 공개시장조작(매주 목요일 7

일물 RP) 및 매월 금리정책방향 결정일(둘째주 목요일)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11) 그리고 

현금 입출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준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

준금 인정대상 시재금(필요지준의 35% 범위 내) 보유시기를 지준적립기간에서 지준계산기

간 중 보유현금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한은 RP거래가 7일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회 실시되는 등 공개시장

조작의 만기 및 시기를 정례화하였다.12) 특히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

각 시에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에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 기타 단기RP 

매각․매입 시에는 고정입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2. 단기금융시장 개편 논의

우리나라의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은 차입이 용이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무담보 콜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확

산될 우려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

안」(2010년 7월 27일)을 발표하고, 단기적으로는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을 규제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유동성규제 등 건전성규제 정비를 통한 제2금융권 콜거래 규모를 축소키로 

발표하였다.13)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준거래, 예금거래, 무담보 은행대출, 그리고 CP 매매 등 서로 이질

적인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콜시장 거래를 향후 지준거래만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

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콜시장 거래 유형

                   콜 머 니
  콜 론 예 금 은 행 비 은 행

예  금  은  행 지준거래 무담보 은행대출
비   은   행 예금거래 CP 매매

자료 : 차현진(2007)

콜거래 유형 중에서 지준거래는 지급준비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원통화인 지준예치금이 직접 

이동하는 거래로서 독점적 지준공급자로서의 중앙은행이 개입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에 지준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는 파생통화인 예금이 이동하는 거래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업자금 관련 자금흐

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준거래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 간 거래라는 점에서 영업자금을 조달하

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 간에 거래되는 기타 거래와 차별화된다. 

11) 상반월 지준계산기간(1일∼15일)에 대한 지준적립기간은 익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까지의 2주간이며, 하반월 지준계

산기간(16일∼월말일)에 대한 지준적립기간은 익월 넷째주 목요일부터 익익월 둘째주 수요일까지의 2주(만약 상반월 지준적

립 시작일간의 간격이 5주가 되는 경우 하반월 적립기간은 3주가 됨)임. 

12) 다만, 7일물 RP매매 이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

할 수 있다.

13)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C>의「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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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준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를 RP시장, CP 시장 등으로 유도할 경우 초래되는 

각종 효과를 분석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무담보 신용콜거래 의존에 따른 시스

템 리스크 완화, 그리고 기간물 시장 발달 등이 긍정적 효과로 제시되는 반면, 콜시장에서 배제된 자산

운용사 및 증권사의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의 불편함 등이 부정적 효과로 각각 제시되고 있다.

한편, 콜거래(일평균 거래 기준) 유형별 비중을 200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금은행 관련 거

래 중 지준예치금이 거래된 국내은행간 지준거래는 일평균 약 4.1조원 수준으로 전체 콜거

래의 약 17.7%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2>                       콜시장 참가기관간 콜거래1)

                          (2009년 중, 일평균 거래 기준)

                                                                          (단위 : 십억원)

       콜머니
 콜 론

예금은행 증 권 카 드 종 금 보 험 기 타2) 합 계국내은행 외은지점
예 금
은 행

국내은행 4,080 1,081 1,693 32 2 0 121 7,009
외은지점 887 1,030 0 0 0 0 79 1,995

자 산 운 용 사 7,541 66 4,567 220 59 68 226 12,747
은 행 신 탁 18 15 157 9 0 0 1 200
증   권 153 5 825 15 5 13 7 1,023
카   드 13 0 0 0 0 0 1 14
종   금 0 0 10 0 1 0 0 11
보   험 13 0 4 9 0 0 1 27
기  타2) 14 0 0 0 0 0 0 15

합   계 12,719 2,198 7,257 285 66 81 436 23,042
주 : 1) 기일물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1일물 자금임.

     2) 농협, 상호금융, 저축은행, 창투사, 신협 등

자료 : 김영욱․권나은(2007)을 참고하여 정리

지준예치금 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지준적립대상예금 규모가 2004년의 586조원에서 2009년14)에 863조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요지준규모도 같은 기간에 17.6조원에서 31.5조원으로 늘어나 2004년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영업일별 지준적립규모를 나타내는 ‘당일’ 

개념으로 파악해 보면, 당일은 2004년의 약 1.7조원 규모에서 2009년에는 약 3.1조원 규모로 크게 증

가하였다.15)

14) 2009년은 1∼10월중 평균 기준임.

15) 지준적립기간중의 평균영업일(10일)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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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금은행 지준대상예금 및 필요지준 추이1)

주 : 1) 지준적립대상기간 평균    

     2) ’09년은 1∼10월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리고 예금은행 거래 중에서 국내은행이 외은지점,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대출 성

격으로 운용하는 콜론 규모는 2009년의 경우 일평균 약 2.9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약 12.7%를 차

지하였다. 이는 2008년의 일평균 약 2.5조원(전체 콜거래의 9.8% 비중) 규모보다 0.4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자산운용사(은행신탁 포함)의 여유자금 운용 관련 콜론규모는 2009년의 경우 일평

균 약 12.7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55.8%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자산운용사가 예금은행

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예금거래는 2009년의 경우 일평균 약 7.6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약 

33.2%이었으며, 자산운용사가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1일물 CP매매 성

격16)의 거래는 ’09년의 경우 일평균 5.1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약 22.6%를 차지하였다.

또한, 증권사의 영업자금조달 관련 콜머니 규모는 2009년의 경우 일평균 약 7.2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약 31.5%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증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한도를 

소진한 이후 또는 이와 무관하게 제3의 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하는 대출형태의 콜머니 규

모는 일평균 약 1.7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약 7.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증권사가 자산

운용사 등으로부터 CP매매 형식으로 조달하는 콜머니 규모는 일평균 약 5.5조원으로 전체 콜거래의 

약 24.1%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내은행의 콜거래는 자산운용사의 은행계정대 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국내은행은 지준자금을 경쟁 국내은행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외은지점 및 증권사에 

콜론 등으로 선 운용한 후 부족한 지준자금은 마감시간 이후에 유입되는 자산운용사로부터의 은

행계정대자금으로 빈번히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17)

원래, 은행계정대는 은행에 허용된 신탁업무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983년부터 신탁업법

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18) 은행 신탁계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탁계정의 은행계정대 

16)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자금대여의 증거로서 증권사로부터 콜어음을 징구하고,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거래내용과 형식에서 무담보 CP거래와 비슷하다.

17)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환매요구에 대비하여 펀드별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 영업일 마감 이후 상당한 수

준의 현금이 발생한다. 

18) 은행계정대 관련 내용은 차현진(2007)에서 재인용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현진(2007)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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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은행 고유계정의 신탁계정차로 운용할 경우 금리수준 및 지준적립대상예금 여

부 등의 측면에서 보통예금과 차별화시키는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자산운용사의 수탁업무19)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사의 여

유자금을 신탁계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 고유계정의 신탁계정차로 운용하면서 이를 

보통예금과 차별화시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의 은행계정대 규모는 2003∼

2007년 중 평균적으로 약 2.4조원 규모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유동성이 늘어나

면서 2008년에는 3.3조원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11.5조원으로 각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자산운용사 은행계정대 규모 추정치

                                              (단위 : 평잔, 조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일반은행 고유계정
「신탁계정차⌟(A) 6.6 6.2 6.4 7.2 12.7 12.9 21.0
일반은행 신탁계정
「은행계정대⌟(B) 4.3 4.5 4.3 5.3 10.5  9.6  9.5

추정치(A − B)1) 2.3 1.7 2.1 1.9  2.2  3.3 11.5
주 : 1) 동 추정치에는 일반은행 종금계정의「은행계정대」(평잔 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각호

Ⅲ. 콜금리 행태 분석

1. 기존 연구

본 연구에서는 Poole(1968) 이후 진행된 불확실성 관점에서의 지준시장 관련 모형에 기초

하여 콜금리 결정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Poole(1968)은 유동성 충격(liquidity shocks) 

발생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은행의 의사결정에 관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Poole의 모형은 은행의 의사결정 시계(time-horizon)를 일별

(daily)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던 까닭에 지준적립기간 중 평균적으로 지준을 적립하여야 하

는 경우의 은행 행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Hamilton(1996)은 평균적으로 지준을 적립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은행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지준시장금리는 동일한 지준적립기간중의 익일 

지준시장금리의 조건부 기대치와 동일하다는 마팅게일(martingale)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시장에 마찰적 요인이 없는 환경에서 위험중립적인 은행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동일한 지

준적립기간중에는 일별 지준자금이 완전대체재(perfect substitute)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별 지준자금을 완전대체재로 간주할 경우, 은행은 당일 지준시장금리()가 익일 지준시

장금리의 조건부 기대치(   )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당일에 지준을 적립하기보다는 자금을 

19) 은행은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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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부족한 지준자금은 익일 보충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또한 반대로 당일 지준시

장금리()가 익일 지준시장금리의 조건부 기대치(   )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필요 지준을 

당일 모두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은행의 재정거래(arbitrage)로 시장균형은 궁극

적으로 당일 지준시장금리()가 익일 지준시장금리의 조건부 기대치(  )와 동일한 수

준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마팅게일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amilton은 1984~199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federal funds market의 실증분석

에서 federal funds rate가 마팅게일 속성을 가진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기각하였다. 오히려 

Hamilton은 동일한 지준적립기간 중 federal funds rate은 지준말일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높은 수

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더 커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시사점과 실증분석 간의 이러한 괴리를 Hamilton은 신용한도(line limits) 등 마찰적 요인

(market frictions)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미래 지준시장금리가 현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미래에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지준시장에서 일별 지준자금의 대체성은 낮아지게 되고 시장참가자들은 지준적립기간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자금을 수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은행들의 자금수요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지준적립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지준적수 충족을 위한 자

금수요의 크기와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Hamilton(1996) 분석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1일물 지준시장금리의 마팅게일 속성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이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Clouse and Dow(1999) 및 

Bartolini, Bertola and Prati(2001, 2002) 등이,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Prez-Quirs and Rodr

guez-Mendizbal(2006) 및 Gaspar, Prez-Quirs and Rodrguez-Mendizbal(2008) 등이, 그리고 

기타 국가 등에 대해서는 Prati, Bartolini and Bertola(2003) 및 Bartolini and Prati (2006) 등이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1일물 지준시장금리가 마팅케일 속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은행의 위험회피적 성향(risk aversion)과 거래비용 

등의 각종 고정비용 존재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frictions)을 지적하였다.20)

다음으로, 우리나라 콜시장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인 국내연구로는 김동헌 등(2008)이 있

다. 김동헌 등(2008)은 199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콜금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공개시

장조작을 반영하는 통화반응함수를 추정하여 일별 콜금리 변동을 분석하고 콜금리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콜금리가 목표치에서 벗어나면 익일 

상당한 부문이 조정되었지만 목표치보다 높으면 약 73%, 목표치보다 낮으면 약 46%가 조정

되어 금리조정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조정과정은 며칠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효과적 유동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동헌 등(2008)은 기존의 콜금리 관련 국내연구가 소홀히 취급하였던 콜금리의 단기적인 변화, 

목표 콜금리와 관련한 일별 콜금리의 움직임, 일별 콜금리의 시계열적 특성, 콜금리 예측 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김동헌 등(2008)과 차별화된다. 첫째는 계

량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통화반응함수 추정이 아닌 칼리브레이션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금리와 콜금리와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과거의 통화량 중시 

통화정책 시절에 운영되었던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아닌 한국은행이 2008년 3월부터 신규로 

20) 그러나 P rez-Quirs and Rodr guez-Mendizbal(2006)는 1일물 지준시장금리가 마팅게일 속성을 따르지 않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반드시 위험회피적 성향과 시장의 불완전성 가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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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의 정책금리와 콜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2. 분석방법 개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콜

시장이 향후 지준시장으로 개편될 경우의 콜금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구축하

였다. 이를 위해 콜시장에서 지준적립기간의 영업일에 발생하는 사건(event)들이 다음과 

같은 시간적 순서(sequence)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21) 그리고 동일 지준적립기간중에는 

정책금리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콜시장에서의 event sequence

영업일 시작
시스템 유동성 충격()

한은 공개시장조작 실시()

은행 유동성 상황( ,)

(콜시장 개
장) 콜거래()

(콜시장 폐
장) 개별유동성 충격()

한은 당좌계정()

한은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영업일 마감
익영업일 지준부족( )

첫 번째 사건으로, 매 영업일이 시작되면 콜시장 개장 이전에 국내은행의 전체 유동성에 영향을 미

치는 시스템 유동성충격()이 발생한다. 시스템 유동성충격()은 현금수요, 정부예금, 민간부문, 

그리고 해외부문 등 외생적 요인에 따른 국내은행의 지준변동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정부지

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은행이 한은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계정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은행의 지준예치금이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사건으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이 발생한다.22) 이는 동일한 지준적립기간중

에는 정책금리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국내은행 시스템 유동성충격() 발

21) 실제 현실에서는 은행별로 경영전략, 자금사정, 수익모델 등에 따라 지준적립에 있어 상이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event 발생이 콜시장에서 예상되는 합리적 ․평균적 가정일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분석에 있어 이러한 

가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였다.  

22) 현행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단기통안증권(28일물은 당일, 여타 만기물

은 익일) 발행, 격주 수요일 2년물 통안증권 발행, 매월 마지막 금요일 통안증권 정례 모집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필요시 통안증권 

비정례모집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관련 문헌에 따라 주된 공개시장조작 수단(한은의 경우에는 7일물 

RP거래)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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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상쇄시켜 동일한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개입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은 동일 지준적립기간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은행의 시스템 유동성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지준시작일에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공개시장조작() 규모가 양수일 경우는 한은이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음수일 경우는 한은이 RP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였음을 각각 의미한다.

세 번째 사건으로, 콜시장 개장 직전에 개별 국내은행은 유동성상황(liquidity states)을 

규정하는 두 개의 상태변수(state variables) (, )에 직면한다. 이 때 는 영업일 콜

시장 개장 이전에 개별 국내은행이 한은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계정 잔액 규모로서 동 잔액

은 지준적립시작일과 기타 지준적립일별로 다른 동태적 모습을 보인다.23) 우선, 지준적립

시작일에는 국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24), 국내은행에 발생한 유동성충격(), 그

리고 국내은행의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참여 규모() 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타 

지준적립일에는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이 없기 때문에 직전 영업일() 직후의 국내은행 당

좌계정 잔액(  )에 국내은행에 발생한 시스템 유동성충격() 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또

한 는 영업일 콜시장 개장 이전에 은행이 직면하는 필요지준대비 지준부족 규모를 나타낸다. 

네 번째 사건으로, 콜시장이 개장되면서 국내은행은 콜시장에 참가하여 콜거래량()을 결정한

다. 이 때 콜거래량 규모가 양수이면 콜론을, 음수이면 콜머니를 각각 의미한다. 콜거래량을 결

정하는 시점에 국내은행은 시스템 유동성충격()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콜시장 폐장 직후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유동성 충격()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계정 잔액()이 어떻게 변동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준부족금액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콜거래량을 결정하게 된다.

다섯 번째 사건으로, 영업일 콜시장 폐장 이후에 국내은행별로 별도의 유동성충격

(idiosyncratic liquidity shock)에 직면하게 된다. 동 유동성충격()은 콜시장에 참여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흐름을 반영하며 주로 지급결제업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

치 못한 상황, 그리고 기타 오류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별 유동성충격()은 국내은행 시

스템 유동성 총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개별은행간 유동성 배분과 관련되며 시스템 유동성충격

()과는 달리 개별은행() 유동성충격(
)의 전체 합은 zero가 된다. 

여섯 번째 사건으로, 영업일 콜시장 폐장 이후에 국내은행이 한은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계정 

잔액()이 결정된다. 동 잔액은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에서 콜거래량 규

모()를 차감한 후 콜시장 폐장 이후에 발생한 유동성충격()을 더한 규모가 된다. 구체적

으로 지준적립시작일에 동 잔액은 (=  ) = 현금자산++이며, 기타 지준적

립일에는 (= ) =   이다. 한편 한은에의 당좌계정 잔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준적립기간중에는 반드시  ≥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사건으로, 필요할 경우 국내은행은 한은이 제공하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

23) 한은 공개시장조작의 주요 수단인 한은RP거래는 7일물 만기로 주기적으로 거래되는 까닭에 반월 지준적립기간중에는 2번

의 거래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준적립기간을 7일(영업일 기준으로 5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한은 공

개시장조작은 지준시작일에만 실시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24)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은행은 현금 입출로 인한 예기치 않은 지준과부족 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준금 인정

대상 시재금을 필요지준의 35%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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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다. 동 제도의 이용 필요성은 기간별로 달라지는데 지준마감일에는 지준과부족을 

해소( )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모든 지준적립기간 중에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계정 잔액이 음(−)의 값을 가지지 않도록 (≥ ) 하기 위해 동 제도를 이용한다.

여덟 번째 사건으로, 국내은행은 익영업일() 콜시장 개장 직전에 새로운 유동성상황

(,   )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 영업일의 새로운 지준부족(  )은 

   max  이라는 동태적 모습을 보이는데 필요지준()과 영업일에 추가적으

로 적립한 지준적립규모, 즉 한은에의 당좌계정 잔액()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준부족(  )은 동일 지준적립기간(   ･･･ )중에 다음과 같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첫째, 지준시작일(  )에는 지준부족 규모는 필요지준 그 자체

( )이다. 둘째, 지준시작일 익영업일부터 지준마감일(≤ ≤ )까지는 지준부족 규모는 

영업일에 추가적으로 적립한 지준적립규모, 즉 한은에의 당좌계정 잔액()에 의존한다. 우선, 

추가적인 한은 당좌계정 잔액 적립이 없는 경우(  )에는 지준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

고 직전 영업일의 지준부족 규모와 동일한 규모(   )의 지준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다

음으로, 영업일의 한은 당좌계정 잔액 크기가 직전 영업일의 지준부족 규모에 미달한 경우

(  )에는    가 된다. 마지막으로, 영업일의 한은 당좌계정 잔액 크기가 직

전 영업일의 지준부족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이 된다.   

3. 이론 모형

콜시장에 참가하는 국내은행의 콜시장 거래량() 관련 의사결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영업일의 이윤함수(profit function) 를 정의하였다.25) 

                        ･                                  (1)

여기서 ･ 는 콜시장에서 주어진 콜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른 수입을, 

는 지준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예상 순비용(net cost)을 각각 나타낸다. 그런데 콜시장에서의 사건발

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콜거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콜금리(), 국내은행 

시스템 유동성충격(), 그리고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규모() 등의 구체적 실현값은 알려져 있는 

반면, 콜시장 폐장 이후의 개별 은행 유동성충격()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은행은 지준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순비용()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

라 국내은행은 이윤함수의 조건부 기대값    ･    ･     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콜거래량()을 결정한다.

자금조달의 예상순비용   은 대기성제도(standing facilities)가 도입될 경우 자금조

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을 이용하여 지준과부족을 조절할 경우 초래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구

25) 단기금융시장은 특정 개별기관의 이익보다는 전체 참가기관이 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운용을 통한 평판(reputation) 위험 

축소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 이윤극대화 가정이 현실과 다소 괴리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에 따라 이윤극대화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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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자금조정대출금리(


), 그리고 자금조정예금 금리(


)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자금조정대출․예금금리가 정책금리인 7일물 한은RP금리()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범

위( )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 그리고 

   로 설정하였다. 

국내은행의 콜거래량() 관련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최적화26)

(dynamic optimization)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준마감일( )과 기타 지준

적립기간(    ･･･ )으로 나누어 국내은행의 이윤극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두 시

점의 고려요인이 달라 나누어 고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준마감일()의 

국내은행 콜거래량()은 동일 영업일(intra-day) 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결

정되는 반면, 지준적립기간중( ) 국내은행의 콜거래량()은 이 외에도 서로 다른 영업일

(inter-day)간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관점이 추가되어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필요

지준을 당일 적립하지 않고 동일 지준적립기간중의 익일로 이연시킬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지준마감일(t = T )

지준마감일( )의 국내은행 콜거래량()은 지준마감일의 기대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수

준에서 결정된다. 이를 구하기 위해 Bellman 방정식에서의 가치함수27) 를 정의하면 다

음과 같다.28)

                max
 max  ･  
 max  ･  

              

이때 는 지준부족자금 조달에 예상되는 순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여기서 ･는 괄호안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1의 값을,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나타낸다.

식(3)의 첫째 항은 콜시장 폐장 이후 예상되는 한은 당좌잔액()이 지준부족자금을 충

26) 동태적 최적화는 일정한 time-horizon(예를 들면, 2주간의 지준적립기간)중의 이윤극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동 

time-horizon의 end period(예를 들면, 지준마감일 )에 이윤을 극대화한 후 이전 기간(예를 들면,  ･･･ )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backward induction 방법으로 분석된다. 

27) 동태적 최적화 분석에서 가치함수는 이윤의 변화를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28) 이윤극대화조건의 제약조건으로는 지준적립기간중에는 한은 당좌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준마감일에는 

필요지준규모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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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못해, 즉 가 되어, 자금조정대출제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 초래되는 예상

비용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에 발생하는 유동성충격()의 크기가 지준부족자금

에서 콜시장 개장 직전의 당좌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량 규모를 더한 수준보다 작은 경우

(∞   )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국내은행이 지준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정대출을 통하여  만큼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 부족자금

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식(3)의 둘째 항은 콜시장 폐장 이후에 예상되는 한은 당좌잔액()이 지준부족자

금을 초과하여, 즉  가 되어, 여유자금을 자금조정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이익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에 발생하는 유동성충격()의 크기가 지준부족

자금에서 콜시장 개장 직전의 당좌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량 규모를 더한 수준보다 큰 경

우(  )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국내은행이 초과지준 상황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정예금에   만큼의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상황이다.

식(3)을 식(2)에 대입하여 기대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래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1계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이 도출된다.29) 

       
 ･    ･      (4)

이 때 ･는 확률변수인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의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

다. 이 때 자금조정대출금리 및 자금조정예금금리가 정책금리()의 일정범위( )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 그리고 

    로 각각 설정하였기 때문에 식(4)는 

  
  ･  ･ 로 표현될 수 있다.

식(4)가 시사하는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항목을 해석해 보면, 좌변 ()은 지준마감일

에 국내은행이 추가적인 한 단위 지준자금을 콜시장에서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한계수입을 

나타낸다.

한편, 우변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해진 한 단위 지준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경우 

예상되는 한계비용을 각각 나타낸다. 우변의 예상한계비용은 개별 유동성충격()에 따른 콜시

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잔액() 포지션 변동에 의존하게 되는데, 당좌잔액()은 개별 유

동성충격()의 발생크기에 따라 두 가지 예상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 

첫째 가능성은 지준부족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콜시장 폐장 이후에 발생하는 유동성

충격()의 크기가 지준부족자금에서 콜시장 개장 직전의 당좌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량 규모

를 더한 수준보다 작은 경우(∞  )에 발생한다. 이 경우의 예상 한계비

용은 자금조달비용인 대기성 여신금리(
 )를 동 포지션 발생확률 로 조정한 크

기(첫째 항)이다. 

둘째 가능성은 초과지준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에 발생하는 

유동성충격()의 크기가 지준부족에서 콜시장 개장 직전의 당좌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량 

29) 자세한 도출과정은 <부록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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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더한 수준보다 큰 경우( )에 발생한다. 이 경우의 예상한계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대기성 수신금리(
 )를 동 포지션 발생확률 로 조정한 크

기(둘째 항)이다. 

결국 식(4)가 시사하는 경제적 의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국내은행이 콜시장에서 추가

적으로 한 단위 자금을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한계수입과 각 상황별 한계비용을 각 상황발생

의 확률로 가중평균하여 도출한 예상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균형거래량()를 결

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4)는 지준마감일의 추가적인 한 단위 지준부족자금의 기회비용은 

동 자금을 콜시장에서 운용할 경우 얻게 되는 금리의 손실과 동일(  ) 함을 시사한다. 

한편, 식(4)를 역함수(inverse function) 
 를 이용하여 균형거래량()을 기타 변수

들의 함수로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식(5)에 따르면, 국내은행 지준마감일()의 콜거래량()은 금리변수(콜금리, 자금조정대출․예금금

리 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콜시장 개장 직전의 상태변수(한은 당좌잔액, 지준부족자

금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콜차입( < 0)은 콜금

리()가 낮을수록, 자금조정대출금리(
 ) 및 예금금리(

 )가 높을수록, 콜시장 개장 직전의 

한은 당좌잔액()이 작을수록,30) 그리고 지준부족자금()이 클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지준적립기간(t < T )

앞에서 살펴본 지준마감일()의 국내은행 콜거래량()은 동일 영업일(intra -day) 내에

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준적립기간 중 ( )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콜거래량()은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영업일(inter-day)간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관점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이는 필요지준을 당일에 적립하지 않고 동일 지준적립기간중의 익일로 

이연시킬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Bellman 방정식에서의 가치함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31)

            max
 max  ･  
 max  ･  

           

이 중 는 지준마감일( )에서와 같이 동일 영업일 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관점을 반영하는 

30) 이 경우는 은행시스템 전체의 음의 유동성충격(<0)이 클수록, 그리고 한은 RP매각( <0) 규모가 클수록 발생한다. 

31) 이윤극대화조건의 제약조건으로는 지준적립기간중에는 한은 당좌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6)



16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것으로 지시함수 ･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식(7)에서 첫째 항은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잔액()이 음수 값을 가지게 되어, 

즉  가 되어, 자금조정대출을 이용할 경우 초래되는 예상비용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이 콜거래 규모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한 

규모보다 작게 되는 상황(∞  )에 발생한다.  

국내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을 활용하는 이유는 지준마감일()과 지준적립기간 중( )이 

서로 다르다. 지준마감일()에는 필요지준 및 당좌잔액 관련 제약 요건 두 가지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이지만 기타 지준적립일( )에는 필요지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한은 당좌잔액

( ≥) 관련 제약조건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참가하게 된다.

식(7)의 둘째 항은 초과지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이를 자금조정예금에 예치

할 경우 예상되는 이익을 나타낸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이 지준부

족자금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 규모를 합한 규모보다 크게 되는 

상황(  )에 발생한다.

한편, 식(6)에서의    은 지준적립기간중( )에만 고려되는 사항으로 서로 다른 영

업일간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익영업일 콜시장 개장 직전의 한은 당

좌계정 잔액(  )과 지준부족(  ) 등 ()영업일의 상태변수 예상값에 의존하게 된다. 

이 중에서 지준부족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준부족은   max   과 

같은 동태적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전일의 지준부족보다 같거나 작은 수준(≤  ≤)에서 결정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7)의 첫째 항에서와 같이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이 

콜거래 규모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한 규모보다 작게 되는 상황

(∞ )에서는    가 된다. 그리고 둘째 항에서와 같이 콜시장 폐장 이

후의 유동성충격()이 지준부족자금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 

규모를 합한 규모보다 크게 되는 상황( )에서는    이 된다. 한편,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 크기가 기타 범위(   )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계정 잔액()이 양의 값을 갖게 되어 지준부족자금()을 일부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가 된다. 

결국    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의 발생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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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는 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다. 

식(7)과 식(8)을 식(6)에 대입하여 에 관한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32) 

         
 ･   ･ 




 






        

식(9)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면, 좌변()은 영업일에 추가적인 한 단위 지준예치금을 콜시장에

서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한계수입이다. 

한편, 식(9)의 우변은 이로 말미암아 부족해진 지준예치금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사후에 

조달해야 할 경우 예상되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상한계비용은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은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잔액() 포지션과 관련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잔액() 포지션은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

동성충격()의 발생크기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 가능성은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은 당좌잔액()이 음수 값을 갖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충격()의 크기가 콜거래 규모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한 규모보다 작게 되는 상황(∞  )에 발생한다. 이 경우

의 예상 한계비용은 자금조달비용인 자금조정대출금리를 동 포지션 발생확률  

로 조정한 크기(첫째 항)이다. 

둘째 가능성은 초과지준이 발생하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유동성

충격()이 지준부족규모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 규모를 

합한 규모보다 크게 되는 상황(   )에 발생한다. 이 경우 예상 한계비용은 포

기해야 하는 자금조정예금금리를 동 포지션 발생확률,   로 조정한 크기(둘

째 항)이다. 

셋째 가능성은 앞에서 발생한 두 가지 극단 가능성의 중간 경우로서 콜시장 폐장 이후의 한

은 당좌잔액()이 지준부족()을 충족시키는데 일부 사용하게 될 경우이다. 이 경우는 콜시장 폐장 

32) 자세한 도출과정은 <부록 B> 참조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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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유동성충격()의 크기가 콜거래 규모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한 규모보

다 크지만(   ), 지준부족규모에서 콜시장 개장 이전의 당좌계정 잔액을 차감하고 

콜거래 규모를 합한 규모보다 작게 되는(   ) 상황(    )

에 발생한다. 이 경우는 영업일의 지준부족(  )이 영업일의 지준부족()보다 작은 

상태에서 시작할 경우로서 이때의 예상 한계가치가 셋째 항으로서 이와 관련된 편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33) 

 


 

 ･ 


 




   (10)

특히 셋째 가능성에서의 예상 한계가치는 국내은행이 영업일에 필요지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즉 영업일의 지준부족(  )이 zero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상황

이 발생할 경우에는 포기해야 하는 자금조정예금금리를 동 확률로 조정한 크기[식(10)의 첫째 

항]이며,   ≠이면서 추가로 지준을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 즉 익영업일의 지준부족이 

남은 지준적립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는 상황(예를 들면,      등)에서는 식(10)의 둘

째 항 크기이다. 

한편, 지준적립기간중( )에는 식(9)로 표현되는 균형콜금리()와 이의 역 함수로부터 

도출되는 균형거래량()은 확률변수인 가치함수의 구체적인 값에 의존하므로 지준마감일과 같

은 명시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

4. 시뮬레이션

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콜시장에서의 event sequence를 가정한 이후에 콜시장에 참가하는 국내은행

의 콜거래 의사결정을 동태적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특히 동일 지준적

립기간중 정책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 영업일의 가치함수(vaule function)를 

상태변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지준마감일과 기타 지준적립일의 이

윤극대화 조건을 각각 도출하였다. 

이 중에서 기타 지준적립일의 이윤극대화 조건에는 평균 지준적립 때문에 지준적립을 익

일로 이연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추가되는데, 지준마감일의 가치함수가 정의되면 

backward induction 방법으로 기타 지준적립일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closed form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윤극대화 조건을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경우 지준마감일( )에는 균형 콜금리()가 식

(4)로, 그리고 균형거래량()이 식(5)로 각각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지준적립기간

중( )에는 식(9)로 표현되는 균형콜금리()와 이의 역함수로부터 도출되는 균형거래량()

은 가치함수의 구체적인 값에 의존하므로 명시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 

33) 지준마감일( )의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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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 이윤극대화 조건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면, 콜거래 규모는 

콜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한계수입과 이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또

는 자금조정예금을 사용할 경우 초래되는 예상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각 이윤극대화 조건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균형 콜금리의 지준일별 변화(time-path over maintenance period)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의 파라미터(parameter)들에 대해 일정한 값들을 부여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특

히 각 이윤극대화 조건이 초기값( )과 확률변수(  )의 함수로 표현됨에 따라 초기값 등

에 대한 파라미터 지정과 각 확률변수의 특정 확률분포로부터의 추출 등을 가정하여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Kempa(2006), Prez-Quirs et al.(2006), Bartolini et al.(2006), 그리고 

Gaspar et al.(2007) 등이 사용한 backward- recursive grid method를 원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콜금리 초기값을 기준

금리에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금리를 각각 상한 및 하한선으로 하는 범위에서 grid search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grid search된 각 콜금리에 대해 이윤극대화조건을 성립시키는 은행의 콜

거래량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콜거래량이 균형조건34)을 달성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리를 균형 콜금리로, 거래량을 균형 콜거래량으로 각각 간주하였는

데, 이러한 절차를 총 10,000번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각 횟수별 평균값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은 콜시장 event sequence별로 관련된 모형의 초기값 및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는데,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 합리적인 값들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은행과 

관련된 참가은행 수(), 지준적립기간(), 필요지준(), 지준적립기간을 시작하는 영업일 

아침의 보유현금, 지준부족규모() 등에 대해 일정한 값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10개의 국내은행()이 참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은행의 지준적립기간()은 5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행과 같은 반월평잔 지준계산방식

에서 지준적립기간중 7일물 한은RP 공개시장조작이 두 번 실시됨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준마감일을 포함하기 위하여 지준마감일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된 공개시장조

작을 포함하되 영업일 기준을 감안하여 5일로 설정하였다. 

한편, 국내은행의 필요지준()과 이에 따른 지준적립 시작일의 지준부족() 크기는 500

단위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는 일별 필요지준, 즉 당일 규모가 100단위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경우 시뮬레이션에 따른 유동성 변화를 당일 대비 퍼센트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리고 국내은행의 지준시작일 현금자산은 100단위로 각각 설정하였다. 

34) 국내은행의 콜론 거래량과 국내은행의 콜머니 거래량 합이 zero일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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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파라미터의 값

본 연구 Kempa
(2006) Prez-Quirs et al.(2006)

Bartolini
et al.(2006)

Gaspar
et al.(2008)

은행 수(N, 개) 10 9 ∞ ∞ 60

지준관
련 

지준적립기간(T, 일) 5 3 4 5 3
필요지준(, 단위) 500 300 400 0 300
지준시작일의 당좌잔액
(단위) 100 100 [70, 130] .. 100

 국내은행이 직면하는 지준변동을 초래하는 외생적 유동성충격()이 평균이 zero이고 

표준편차()가 1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35) 

<표 5>                   지준변동 관련 외생적 유동성충격

본 논문
비  고

Kempa
(2006) Prez-Quirs et al.(2006)

Bartolini
et al.(2006)

Gaspar
et al.(2008)


평    균 0 0 0 0 0
표준편차 100 60 100 2 30.72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7일물 한은RP의 공개시장조작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중립적 유동

성공급(neutral liquidity supply) 관점에서 실시된다고 가정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은 주된 유동성조절수단인 RP거래 시 만기까지의 지준변동을 초래하는 외생

적 유동성충격의 평균치 등을 감안하여 공개시장조작 관련 기준규모(benchmark allotment)를 

설정․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규모

(benchmark allotment)를 계산36)하는 데 있어서 지준변동을 초래하는 외생적 유동성충격 

이외에도 동일한 지준적립기간 중 누적된 기존의 유동성불균형 크기 및 기존에 공급된 유

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37)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규모는 운용목표금리인 1일물 시장금리가 정책금리에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적 유동성상황(balanced liquidity conditions)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준변동을 초래하는 외생적 유동성충격()의 지준적립기간 중 평균치를 도출하

고, 이를 상쇄하는 규모의 한은 RP거래를 가정하였다. 예를 들면, 유동성충격()이 평균적

35) 유동성충격의 평균값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자금유입 등으로 국내유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때에는 평균이 

일정한 양(+)의 값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3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CB(2004) 참조

37) 반면, Kempa(2006)는 유럽중앙은행에서와 같이 유동성총량(aggregate liquidity)만을 고려하여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것보

다는 개별은행간 분포(individual distribution across banks) 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

리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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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00단위의 음(양)의 실현값을 가짐으로써 한은 당좌잔액을 감소(증가)시킬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한은 RP매입(매각)을 동일한 금액만큼 실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흡수)하는 것

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금조정대출․예금금리에 적용되는 정책금리 대비 추가적인 스프레드

() 값의 크기를 변경시켜 가면서 콜금리 변동성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국내은행이 직면하는 콜시장 폐장 이후의 개별 유동성충격()은 평균이 zero이고 표

준편차()가 1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수 주어진 파라미터 값과 생성된 각종 유동성충격 등을 이용하여 국내은행이 직면하는 상

태변수인 익 영업일의 콜시장 개장 전 한은 당좌잔액( )과 지준부족(  )의 영업일별 변화를 

각각 도출하였다. 이 때, 콜시장 개장 직전의 한은 당좌잔액은      을, 지준부족은 

   max  max  을 각각 이용하였고, 도출된 상태변수(    )를 통해 식(10)

에서의 가치함수 기대값을 계산하였다.

 주어진 파라미터 값들을 이용하여 균형 콜금리와 콜거래량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초기 콜금리 예상값으로는 기준금리인 7일물 한은RP금리를 중심으로 하고 자금조정 예금금

리 및 자금조정 대출금리를 각각 하⋅상한선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값을 도출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콜거래량은 초기 콜금리 예상값과 식(10)의 가치함수 추정값을 이용하여 식(5)와 식

(9)를 성립시키는 콜거래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별 국내은행의 콜머니 거래량을 합하

여 국내은행 전체의 콜머니( )를, 그리고 개별 국내은행의 콜론 거래량을 합하여 국내

은행 전체의 콜론( )을 각각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은행 전체의 콜머니와 콜론의 

합이 zero일 경우에 사용된 초기 콜금리 예상값을 균형 콜금리로,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콜거래량을 균형 콜거래량으로 각각 간주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시뮬레이션을 총 10,000번 실시하여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최종결과로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시하였다.

2) 분석 결과

지준적립일별 콜금리 수준을 살펴보면,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개편되었을 경우의 콜금리는 전반적

으로 지준적립기간 중에 기준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콜금리는 지준마감일 직전까지 정책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으나 정책금리 대비 

하락 폭은 0.06∼0.18bp 범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자금조

정대출 및 예금금리에 각각 적용되는 스프레드()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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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뮬레이션 결과

                    (콜금리의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 지준일별 추이)

                           ( 단위 : bp )

스프레드() 지준시작일 T-3일 T-2일 T-1일 지준마감일1)
(T)

± 50bp ∆0.09 ∆0.09 ∆0.10 ∆0.06 0.13

± 75bp ∆0.11 ∆0.10 ∆0.15 ∆0.12 0.20
± 100bp ∆0.12 ∆0.12 ∆0.18 ∆0.18 0.27

주 : 1) 지준마감일에는 스프레드()가 각각 ±25bp, ±37.5bp, ±50bp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재 콜시장 구조하에서의 실제 콜금리와 비교할 경우 시뮬레

이션에서의 콜금리 하락 폭이 실제 콜금리의 정책금리 대비 하락 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콜금리의 하락 폭은 세부기간별로 달랐으

나 전반적으로는 0.8∼34.1bp 범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유동성공급38)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실제 콜금리 하락 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표 7>               실제 콜금리의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 지준일별 추이1)

(단위 : bp)

T-4일 T-3일 T-2일 T-1일 지준마감일
(T)

상반월

전체기간
(’08.3∼’09.12) ∆8.0 ∆8.4 ∆16.1 ∆21.8 ∆20.4

위기 이전
(’08.3∼’08.8) ∆0.8 ∆1.3 ∆21.0 ∆21.8 ∆24.0

위기 기간
(’08.9∼’09.4) ∆18.1 ∆19.1 ∆25.1 ∆34.1 ∆31.3
위기 이후2)

(’09.5∼’09.12)
∆3.1

<∆0.2>
∆2.9
<0.0>

∆3.5
<∆0.3>

∆9.5
<∆3.7>

∆9.0
<∆2.0>

 하반월

전체기간
(’08.3∼’09.12) ∆5.8 ∆7.7 ∆10.7 ∆13.2 ∆14.9

위기 이전
(’08.3∼’08.8) ∆1.0 ∆0.5 ∆4.5 ∆19.5 ∆20.0

위기 기간
(’08.9∼’09.4) ∆13.0 ∆19.3 ∆24.3 ∆18.0 ∆21.0
위기 이후2)

(’09.5∼’09.12)
∆3.3
<1.8>

∆3.3
<0.1>

∆3.3
<0.3>

∆2.0
<∆2.3>

∆3.7
<∆2.7>

주 : 1) 세부 기간별 평균

     2) < > 안은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 도입 이전 기간(’01∼’06년)

38) 한국은행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신청(2008.9.15) 이후 2009.3월까지 총 28조원(RP매각 축소․RP매입․국채단순매입 : 18.5조원, 

총액한도대출 : 3.5조원, 지준부리․채권시장안정펀드․자본확충펀드 : 6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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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준적립일별 콜금리 변동성을 살펴보면,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개편되었을 경우 

콜금리 변동성은 지준마감일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준

마감일에는 스프레드 크기가 축소되면서 콜금리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러한 추세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금리에 적용되는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클

수록 뚜렷하였다.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개편되었을 경우의 콜금리 변동성을 현재 콜시장 구조에서의 변동

성과 비교해 보면,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100bp인 경우의 시뮬레이션에서 콜금리 표준편차는 0.1171∼0.5953 범위로 현

재 콜시장 구조에서의 표준편차 범위(1.2025∼1.5321)를 크게 하회하였다.39)

<표 8>                        시뮬레이션 결과

                          (콜금리 변동성1)의 지준일별 추이)

          지준적립일
  스프레드

지  준
시작일 T-3 T-2 T-1 지준마감일2)

    (T)
 = ±100bp 0.1171 0.1745 0.2947 0.5953 0.3281
 = ±75bp 0.0913 0.1309 0.2203 0.4538 0.2465
 = ±50bp 0.0604 0.0879 0.1470 0.3087 0.1637
’08.3월∼’09.12월중3) 

상 반 월 1.2025 1.4852 1.4187 1.4652 1.3472
하 반 월 1.4782 1.5321 1.4872 1.5061 1.4586

주 : 1) 시뮬레이션 콜금리의 표준편차 기준 

     2) 지준마감일에는 스프레드()가 각각 ±25bp, ±37.5bp, ±50bp로 설정되었음.        

     3) 실제 콜금리의 표준편차 기준( = ±100bp 경우, 단 지준마감일에는  = ±50bp 기준)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개편되었을 경우의 지준적립행태를 살펴보면, 은행들은 지준적립 

전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지준을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은행은 

지준시작일에 필요지준의 21.7%를, 그리고 지준마감일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22.2%를 각

각 적립하였다. 

39) 실제 지준적립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 실시되는 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상반월 및 하반월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준적립에서의 변동성 크기를 도출할 때 상반월 및 하반월 모두를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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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뮬레이션 결과1)

                    (필요지준대비 실제지준 비중의 지준일별 추이)

                                                 ( 단위 : % )

T-4 T-3 T-2 T-1 지준마감일(T)
21.7

(21.7)
22.8

(44.5)
21.3

(65.8)
12.0

(77.8)
22.2

(100.0)
주 : 1) 필요지준대비 지준적립 비중의 지준일별 추이, 국내은행 평균 기준( = ±100bp 기준, 단 지준마감일에는  =  

          ±50bp 기준)

     2) ( ) 안은 누적진도율 

마지막으로 국내은행의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은행은 지준적립기간 후

반으로 갈수록 이의 사용빈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자금조정예금제도의 사용이 뚜렷하였다. 자금조정예금

의 경우 지준시작일에는 평균적으로 0.84개의 은행이 사용하였으나 지준후반으로 갈수록 사용

은행의 수가 증가하여 지준마감일에는 6.44개 은행이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

준후반으로 갈수록 필요지준 누적적립비율이 높아지면서 초과지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금조

정예금 이용실적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사용금액이나 은행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표 10>                         시뮬레이션 결과1)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지준일별 추이)

지  준
시작일 T-3 T-2 T-1 지준마감일

(T)
자금조정예금(단위) 115 140 169 163 178  
자금조정예금(수) ( 0.84 ) ( 2.08 ) ( 3.84 ) ( 5.16 ) ( 6.44 )
자금조정대출(단위) 66 70 78 128 132
자금조정대출(수) ( 1.69 )  ( 1.76 ) ( 1.95 )  ( 2.37 )  ( 3.46 )

주 : 1)  = ±100b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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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2008년 3월 이후 도입한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향후 콜시장이 지

준시장으로 개편되었을 경우의 콜금리 움직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금리정책 집행과 단기금융시장 개편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콜금리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에서 운용목표금리로 기능하면서 금

리경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콜금리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은 

금리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단기금융시장 개

편과 맞물려 콜시장에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뮬레이션을 통

해 분석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콜금리의 정책금리 대비 스프레드와 콜금리 변동성

이 현재의 콜시장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잔방식으로 지준

을 적립하는 은행만이 콜시장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지준시장에서 수급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감

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콜금리 변동성의 경우에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금리에 적용되는 정책금리 대비 스

프레드()가 클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은행들의 자금조정예금 사용빈도가 지준마감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콜시장이 국내은행만이 참가하는 지준시장으로 개

편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콜금리 움직임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구체적 내용에 의

해 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조정대출금리 및 자금조정예금금리에 추가되는 

스프레드의 크기,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규모 및 빈도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콜거래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콜시장에서 배제되는 자산운용사가 원활한 자

금운용을 도모할 수 있고, 증권사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콜시장 이외의 금

융기관간 RP시장, CP시장 등의 기타 단기금융시장이 동시에 발달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선 콜시장이 

지준시장으로 개편되더라도 국내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수탁은행으로서 자산운용사의 은행계정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은지점의 경

우 지준적립대상 예금의 규모가 작은 까닭에 지준적립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콜시장에 참가하여 영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준시작일의 보유 현금자산, 시스템 및 개별 유동성충격에 대한 확률분포 설정 등 주요 

파라미터 값 설정에 있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값을 꾸준히 모색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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