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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5(목 ) 현 지 정 보 뉴욕사무소

연준 통화정책 전환기의 공개시장조작 수행
 * 이 자료는 9.25(목) 뉴욕 연준 부총재 Simon Potter(Markets Group Head)가 일본
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에서 한 강연(Implementation
of Open Market Operations in a Time of Transition)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연준 공개시장조작 운영체계의 변화

□ 금융위기 이전 은행시스템내에 초과지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기*에
뉴욕 연준**은 의도적으로 지준 시장에 소규모의 구조적인 지준부족
분을 유지하고 동 부족분을 매일 RP거래를 통해 충족시켜줌으로써 
Federal funds 금리가 목표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 금융위기 이전 5년동안의 전체 지준규모(평균)는 약 200억달러였으며 이중 초
과지준규모(평균)는 약 15억달러에 불과

** 1936년 이후 FOMC에 의해 공개시장조작 담당기관으로 지정

□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연준이 2007년 중반 5.25%였던 federal 
funds 목표 금리를 2008.12월에 0~0.25%로 낮추고 장기금리를 하락
시키기 위하여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은행시스템내에는 대규모의 초과지준이 축적

 ㅇ 2008.10월 연준은 초과지준이 풍부한 환경에서 federal funds 금리를 
목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초과지준에 대해 0.25%의 이자
(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 지급을 결정

 ㅇ 이에 따라 2008.12월 이후 뉴욕 연준은 지준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연준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
와 구성을 조정하는데 집중

연준의 자산규모 IOER 금리 및 federal funds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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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대차대조표의 확대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 FOMC의 발표대로 양적완화정책이 금년 10월 종료되고 만기채권의 재투
자가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 중단될 경우 연준의 보유채권규모는 금융위
기 발생 이전인 2007.8월 대비 5배가 증가한 약 4.2조달러*에 달할 전망

* 자산규모 증가에 맞추어 지준규모도 약 2.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초과지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연준이 단기금리 수준을 통제하는 능력
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신

□ FOMC는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federal funds 금리가 통화정책 
운영체계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
을 공표

 ㅇ federal funds 금리 목표 범위(target range)를 인상하기 위하여 IOER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Overnight Reverse RP(ON RRP)는 보
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방침

 ㅇ 채권을 매각*하기보다는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채권의 재투자를 중단하
는 방식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

* 다만, 장기적으로 소규모 MBS 잔액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매각할 가능
성도 있음

□ ON RRP는 지난 2013.9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동안 IOER과 더불어 단
기금리의 하한을 형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FOMC 위원 및 시장참가자들은 현재와 같은 전액배정
(full-allotment), 고정금리 형태의 ON RRP 운영방식은 금융스트레스 상
황에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

ON RRP 참가자별 거래금액 ON RRP금리와 시장RP금리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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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지난 9.22일부터 ON RRP 참가기관당 입찰한도를 100억달
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총입찰한도를 3,000억달러로 제한

 ㅇ 연준은 ON RRP가 IOER을 보조하여 federal funds 금리에 대한 통제력
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최적의 운영방식을 마련할 필요

□ 한편, 기한부예금(TDF; Term Deposit Facility)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지준규모를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해 활용될 여지가 있는데 지난 
2014.5.19~7.7일까지 8차례의 테스트 결과는 동 예금에 대한 수요가 금
리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만기전 중도해지가 되지 않아 기한부예금에 대한 수요가 다소 위축되
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월에 새롭게 실시하는 8차례의 
테스트에서는 중도해지를 허용할 방침

최근 기한부예금 입찰실시 내역
(백만달러, 일, bp, 개)

3.24일 5.19일 5.27일 6.2일 6.9일 6.16일 6.23일 6.30일 7.7일

참가기관당
예치한도

1,250 3,000 5,000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거래만기 7 7 7 7 7 7 7 7 7

예치금리 26 26 26 26 26 27 28 29 30

참가기관 수 27 35 33 35 40 45 46 58 75

예치금액 14,251 27,575 42,904 59,102 77,769 92,690 92,420 124,887 152,795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필요성

□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해온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금리정책으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통화정
책 운영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ㅇ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시 예외적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예금은
행으로 제한된 IOER의 접근성 및 다양한 국내외 규제 개혁 등이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IOER 및 ON RRP 등 정책수단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할 것이며 습득한 지
식을 토대로 정책수단들에 대한 운영방식을 조정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