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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화) 동 향 분 석 뉴욕사무소

ㅇㅁ

연준 보유자산 규모(B/S) 축소 경과 및 영향 

◈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차대조표(B/S) 정상화를 개시한

지 1년 남짓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간 보유자산 축소 경과,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향후 관련 전망 등에 대해 정리

Ⅰ.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B/S) 축소 경과

□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E)로 크게 확대된 보유자산을 2017년 10월

부터 축소

  o 국채와 MBS의 보유규모 축소 한도(cap)을 월별로 설정하고 동 한도를 

점차 확대(「Addendum to the Policy Normalization Principles and Plans」(2017.6월))

    ― 초기 축소한도는 국채 60억달러, MBS 40억달러로 설정하고 이후 3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각각 60억달러 및 40억달러씩 증액하여 

2018.10월부터는 국채 300억달러, MBS 200억달러의 한도를 유지

  o 연준은 만기도래분에 대해 축소한도를 넘어서는 규모만 재투자하는데 

MBS의 경우 금년 10월부터는 만기규모가 축소한도를 하회함에 따라 

2011.9월 이후 처음으로 재투자가 없게 됨   

보유자산 축소
(국채) (MBS)

자료 : FED, 「Monetary Policy Report」(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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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는 2017년 9월말 4.5조달러(국채 $2.5조, MBS 

$1.8조)에서 2018년 10월말 4.1조달러(국채 $2.3조, MBS $1.7조)로 축소

   o 아울러 부채 측면에서는 지급준비금이 2.2조달러에서 1.8조달러로 축소

연준 보유자산 규모 지급준비금 규모

자료 : FED

Ⅱ. 연준 B/S 축소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와 같은 연준의 B/S 정상화는 대체로 시장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국채

금리 상승, MBS 스프레드 확대 및 페더럴펀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국채금리 상승)

□ 우선 연준의 재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의 국채매입 부담 증가는 그간 추세적

으로 하락해 온 기간프리미엄*(term structure)의 반등 및 이를 통한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됨

    * 기간프리미엄은 명목금리 중 단기금리경로(expectations of the path of short-term rates)에 대한 
기대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로서 장기채권 보유시 요구되는 추가수익률을 의미

  o 시장참가자 및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B/S 축소 개시 후 1년간 미국채(10년)

금리에 7~10bp의 상승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2년간 13~18bp 

정도의 추가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뉴욕연준 18.9월 서베이 결과의 median)

연준의 B/S 축소가 미국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bp)
(시장 참가자) (프라이머리 딜러)

 자료 : FED NY, Responses to Survey of Market Participants/Primary Dealers(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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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만 그간 기간프리미엄의 실제 상승 정도는 국내 투자자(보험․연금)의 미 

국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며 국채금리는 실물경제 

상황 및 연준 정책금리에 주로 영향 받으며 상승*

     * 2017.10.1~2018.11.5일중 : 미국채(10년)금리 +83bp, 단기금리경로 +80bp, 기간프리미엄 +3bp

미국채 기간프리미엄 미국채 금리

  주 : 붉은 점선은 추세선
자료 : FED NY(ACM Term Premium)

(MBS 스프레드 확대)

□ 또한 연준의 MBS 재투자 축소는 MBS 시장에서의 순공급 확대를 통해 MBS 

스프레드 확대(MBS 수익률 – 국채수익률) 요인으로 작용

  o 시장참가자 및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B/S 축소가 MBS 스프레드에 미친 영

향에 대해 최초 1년간 5~10bp의 상승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2년간 10~15bp 정도의 추가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뉴욕연준 2018.9월 

서베이 결과의 median)

연준의 B/S 축소가 MBS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bp)

(시장 참가자) (프라이머리 딜러)

 자료 : FED NY, Responses to Survey of Market Participants/Primary Dealers(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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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지난 10월 이후 MBS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10월

중 주가의 큰 폭 하락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주로 기인 

MBS 스프레드1)

   주 : 1) Bloomberg Barclays US MBS: Agency Fixed Rate MBS Averge OAS
          붉은 점선은 추세선
 자료 : Bloomberg

(실효 페더럴펀드금리 상승) 

□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 축소는 부채 측면에서 은행 지급준비금 규모 축소로 

이어져 단기금융시장에서 실효 페더럴펀드금리(Effective Federal Fund Rate; 

EFFR) 상승 압력으로 작용

<참고> 
EFFR과 지급준비금의 관계

□ EFFR은 페더럴펀드금리 목표범위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움직이며 지
급준비금 규모와는 역의 관계에 있음

  ▪연준은 페더럴펀드금리를 목표범위 내에 통제하기 위해 IOER*(Interest on Excess 
Reserves, 초과지준에 대한 이자) 금리를 목표범위 상단과 동일하게, Overnight Reverse 
RP**(ON RRP) 금리를 목표범위 하단과 동일하게 설정(Floor System with a subfloor) 

      * 2008.11월 이후 초과지준 및 필요지준에 대한 금리가 동일하게 설정됨에 따라 IOER 
대신 IOR(Interest on Reserves) 표현이 사용되기도 함   

     ** 연준이 지준대상기관이 아닌 GSE(Government Sponsored Entities) 등에 대해 환매조건
부로 국채를 매도하고 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비은행권의 IOER이라고 할 수 있음 

  o 지준규모가 필요지준을 상회하더라도 결제, 유동성비율 관리 등을 위한 은행
의 초과지준 수요가 있는 데다 IOER금리와 페더럴펀드금리 사이에서 재정
(arbitrage)거래 여지도 있음에 따라 지준규모는 EFFR의 주요 결정요인이 됨

  o 지준이 풍부한 경우 지준규모 변동으로 인한 EFFR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초
과지준이 감소할수록 EFFR 상승정도가 확대(지준수요 곡선이 가팔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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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S 축소 전후 EFFR의 움직임을 보면 B/S 축소 이전에는 정책금리 목표범

위 상단으로부터 10~15bp 정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B/S 축소 이후 

점차 상승하여 18.4월에는 목표범위 상단으로부터 5bp 낮은 수준까지 도달

    ― EFFR이 정책금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준은 IOER 

금리를 목표범위 상단보다 5bp 낮은 수준으로 조정 (technical adjustment, 

18.6월 FOMC)하였는데 18.10월에는 EFFR이 IOER 금리 수준까지 상승

지급준비금 수급과 EFFR 정책금리 목표범위 내 EFFR 위치

자료 : Fed Boston 자료 : Bloomberg

□ 이러한 EFFR 상승과 관련하여 그간 풍부했던 지준이 부족한 영역으로 이행

중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아직은 지준수요가 가파른(steep) 수준에 

도달할 만큼 지준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연준 안팎의 중론   

  o 은행의 페더럴펀드시장에서의 IOR 대비 고금리 자금 차입비중과 연준 일중

대월(daylight overdraft) 사용금액이 낮은 수준을 유지

  o 일별 지준변동과 익일물 금리(overnight rate) 변동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o 한편 금년의 EFFR 상승에는 지준 감소 외에 단기국채(treasury bill) 발행물량 

확대*, 일부 은행의 LCR(Liquidity Coverage Ratio) 개선을 위한 지준 수요 증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 정부의 재정부양을 위한 단기국채 발행 확대로 t-bill금리 및 RP금리가 상승하여 
RP가 페더럴펀드시장의 최대 자금공급자인 FHLB(Federal Home Loan Banks)의 투자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은행이 페더럴펀드시장에서 FHLB로부터 자금차입시 프리미엄을 제공

     ** 뉴욕연준의 MI(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차입금리가 IOR 금리와 비슷하거나 이를 
소폭 상회하더라도 FHLB로부터 페더럴펀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LCR관리에 도움 
된다는 인식이 일부 은행들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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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R 대비 금리수준별 페더럴펀드 거래규모 일별 지준 변동과
IOR-Average Fed Funds Rate Spread 변동

 자료 : Fed NY

Ⅲ. 향후 전망

□ 연준이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한지 1년 경과한 데다 최근 EFFR의 상승을 

계기로 연준의 B/S 정상화 종료시점 및 적정 B/S규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

  o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B/S 정상화가 2019년말 ~ 2020년 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은행은 최근 EFFR 상승과 관련하여 지준 부족 

우려 등으로 2019.9월경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을 제기

□ 연준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규모

만을 국채 중심으로 보유*한다는 원칙과, 지준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정도만 밝힌 상태

     * “ Federal Reserve will, in the longer run, hold no more securities than necessary to 
implement monetary polic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nd that it will hold primarily 
Treasury securities,”(「Policy Normalization Principles and Plans」, 2014.9)    

    ** “ appreciably below that seen in recent years but larger tha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ddendum to the Policy Normalization Principles and Plans」, 2017.6)

  o 8월 FOMC 회의 내용*에 비추어 연준 내부적으로 현재 통화정책 운영체계

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적정 B/S 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 A couple of participants commented on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ng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 including among other things,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financial market regulations for the demand for reserves and for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The Chairman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would 
likely resume a discussion of operating frameworks in the fall” (18.8월 FOMC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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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B/S 규모 등은 지준수급 여건의 변화 외에도 향후 통화정책 운영

체계*와 연계

         * 풍부한 지준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floor system을 유지할지 아니면 지준이 부족한 
가운데 OMO를 통해 금리를 조정하는 금융위기 이전의 corridor system으로 회귀할
지 여부 등

    o 연준은 빠르면 내년 초에 향후 통화정책 운영체계 및 적정 B/S 및 지준 

규모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

     ▪ 아울러 EFFR의 목표범위내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6월 FOMC에서와 같은 IOER 
금리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시장참가자 및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장기적으로 연준 보유자산 규모가 

3.6조달러, 지급준비금은 현재보다 약 1조달러가 줄어든 7.5천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뉴욕연준 18.6월 서베이 결과의 median)

  o 보유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B/S 정상화가 종료되더라도 MBS를 7천억달러 

정도 보유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B/S 정상화는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진행됨에 따라 2013년 

Taper Tantrum의 경우와 달리 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을 크게 높이

지 않고 대체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편과 함께 적정 B/S 및 지준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연준 자산 예상규모
(2025년 평균)

연준 부채 및 자본 예상규모
(2025년 평균)

  주 : 현재 수준(current level)은 2018.10.18일 기준
자료 : Fed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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