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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강했던

▶ 생각보다 강했던
지준 마감일 직전의 잉여 분위기가 여전히 관성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
니면 실제로 지준 콜 시장에 잉여 자금이 많은 것인지 오늘 한국은행
정례 RP 낙찰율과 금리 모두 강하게 나왔음.

율이 보통

14일물 3조원 매도에서는 낙찰 금리가 1.76%로 나왔음에도 실제로

수준일 것으

1.76% 금리에 응찰한 기관들은 약 15% 내외의 부분 낙찰만 받았음.

로 예상되었

14일물 응찰에서 낙찰을 제대로 못 받은 기관들이 7일물 응찰에 적극적

으나 실제
결과는 적극

으로 들어온 것인지 지준 첫 날임에도 낙찰율이 49.80%가 나왔음.
이번 지준 월은 영업 일수로 16일이고 마감 전날인 2월 1일에 통안증권
7.5조원의 만기가 도래함.

적으로 참여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지준

하며 낙찰율

유동성을 중립 수준보다 낮게 즉 마이너스 숫자를 가져 가는 쪽으로 계

도 강했습니

획을 잡지 않을까 예상됨.

다.

오늘 한국은행이 결정한 정례 RP 숫자가 지준을 중립보다 조금 낮게 유
지하기 위한 액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은행들은 보통 수준으로 응찰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참여하였음.

기관간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가 잉여로 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자금이 실

REPO 시장

제 잉여가 컸던 한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14일물에 응찰을 하였고, 그 이

은 은행 고

후 14일물을 제대로 못 받은 기관들이 7일물 응찰을 강하게 하였고 그

유의 이벤트
성 매수가

것이 낮은 낙찰율을 가져 온 것으로 추측되었음.
▶ 중립 코너로
그 동안 기관간 REPO 시장에서 운용을 많이 하였던 은행들이 지준 초

빠지면서 금

반이라서 오늘은 운용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소극적일 것이다 는 예상

리 수준이

으로 오늘 시작 금리는 기준 금리 +5bp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기준 금리

제 2 금융권 자체 자금만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판이라는 것

위쪽으로 올

을 알고 있어서 시작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일 매도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라 갔습니

시작 시점 이후에 은행 고유가 방어적인 호가로 시장에 참여하였고 이

다.

효과로 시작금리가 하단 은행 매수가 금리가 상단을 형성하는 좁은 범
위에서 변동성 거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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