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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은행
들의 차입
심리가 떨어

2019-09-04

정비하는 시간

▶ 정비하는 시간
어제와 비교하면 오늘 지준 콜 시장에서 차입 심리가 많이 약해졌음.
차입을 하는 기관의 숫자가 어제보다 줄었고 오전에 차입 포지션을 가
져갔던 기관도 오후 들어서는 차입을 거두었음.

졌습니다.

오늘 지준 시장에서 차입이 줄어든 것은 시장에서 갑자기 차입을 안 할

오전에는 차

만한 이벤트가 생긴 것 때문은 아니었음.

입이 있었으

지난 주 중 후반에 시장 전체적인 차입 규모와 심리가 강했는데 그렇게

나 오후에는
대부분의 차

강할 때도 차입을 하는 은행 숫자는 제한적이었음.
다만 시장이 컨센서스가 포지션을 지키자는 것에 있다 보니 콜 론 공급
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 상황이 시장이 타이트 한 게 아닌가 하는 착시

입이 빠졌습

를 만들었음.

니다.

또한 자금에 여유 있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기관간
REPO 시장 운영하며 조절 한 것도 콜 차입 수요를 못 채운 이유였음.
그런 환경에 있다가 적수가 플러스로 전환하고 이번 주 초반까지 차입

기관간

을 하면서 엔진 열을 올라온 것을 식히는 타이밍에 와서 차입 하던 몇
몇 기관들이 빠진 것이 시장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었음.

REPO 시장

시장 흐름에서 보면 오늘 시점으로 전체적인 차입 심리가 빠지는 쪽으

은 국고여유

로 간다고 보기보다는 그 동안의 시장 전개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자금 공급으

포지션을 점검하는 중으로 판단되었음.

로 수급이
나아졌으나

▶ 편안하다고 생각했으나
월말 세수 납부에 따른 반대 급부로 오늘 국고여유자금 6.3조원과 공자
기금 3.8조원 등 약 10조원 자금이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공급되었음.

실제 장중에

오랜만에 대규모 자금이 공급된 효과로 기관간 REPO 거래 금리 전일

는 약 보합

보다 -3bp 하락하면서 기준 금리 쪽으로 많이 이동하였음.

흐름으로 전

하지만 국고여유자금 등의 공급 규모에 비하여 기관간 REPO 시장 운용

개되었습니
다.

자금 증가 규모는 크지 않았음.
지난 달 중순에도 기관간 REPO 금리가 기준 금리 쪽으로 갈수록 나타
났던 정체 현상이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났음.
이런 현상은 결국 기관간 REPO 금리가 낮아지면 여타 편입할 수 있는
자산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단기 금융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하락하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음.

KIDB 자금중개

Market Event Calendar

시장지표

KIDB 자금중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