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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0여 시장 참가자와의 대화, 그리고 퀀트 모델링을 토대로 
Greenwich Associates는 중장기적으로 선물 상품이  청산 완
료 표준 스왑을 상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당사의 모델은 다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리한 선물의 유동성 
비용 역학을 식별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왑 시장에 영향을 미
치는 규제 역풍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곧 도입될 유럽의 파생상품 규제는 앞으로 글로벌 자본 규칙
과 함께 스왑 거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하지만 실세계의 정량적 
총 비용 분석 내용은 복잡합니다.  회사 유형, 전략, 베이시스 
리스크 감내도 및 선택한 상품이 제시하는 유동성 유형 모두
를 반드시 감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 결과 자체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선물이 청산된 
스왑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시장 현황 및 미래
에 대한 당사의 기대치에 관한 설명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
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스왑(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및 양자간 스왑 
모두)이 금융 위기 이전의 규모에 비해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고유 영역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스왑 시장이 제시하는 맞춤형 계약의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 압박은 대부분 전통적 투자 운용사들로 
하여금 금리 투자 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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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 

투자 유형별 응답자 프로필

 연금 기금 
7%

지역 은행 
24%

지역 
은행 
12%

FCM 
14%

보험 
19%

REIT/  
모기지  

관리 기관 
24%

이 연구의 핵심에는 당사가 자체 개발한 퀀트 모델이 있습니
다.이 퀀트 모델은 유사한 전통적인 다양한 금리 선물과 거래
소 청산 스왑 계약 거래 관련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새로운 투자 포지션을 취하고 그 포지
션을 유지하고 처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합니다. 각 거래 
비용은 4개의 비용 버킷을 아우릅니다.

•  유동성: 해당 상품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로 폭넓게 정
의함

•  개시증거금(마진) 및 자금 조달 비용: 상품별로 지불해야 할 
초기 마진 금액과 해당 마진을 지불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함

•  FCM 수수료: 집행 수수료, 청산 수수료 및 선물거래중개회
사(FCM)가 부과하는 자본 사용 수수료

• CCP 수수료: 거래소, 집행 및 관련 청산소 부과 청산 수수료

본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인풋을 결정하고 가장 현
실적인 시나리오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reen-
wich Associates는 201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및 다른 금리 거래 전문가들과 총 42회의 전
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 기반의 비교적 일관된 응
답을 토대로 당사는  표본 규모가 시장의 시각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의 가정과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였
습니다.

본 연구 조사 참가자들은 다양한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거래
의 평균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at-mid 선물 거래 집행 비율, 
FCM 청산 수수료, 현재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개시
증거금 규모, 그리고 몇몇 기타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포인트
를 제공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사용해 선물이 거래소 청산 스
왑 계약의 유효한(그리고 때로는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는 여
러 시나리오와 현재의 거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
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주: 42명의 응답을 토대로 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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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금이 분석 재실시에 
적기인 이유
투자자들로 하여금 습관을 바꾸게 하려면 충분한 경제적 인센
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Dodd-Frank 법이 법안 단계에 있던 시
점부터 금리 파생상품 시장은 스왑 시장 규제가 은행과 투자자
들에게 스왑 시장에서의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청산 완료  선
물을 거래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산 
완료 선물 시장의 수수료, 마진 요율이 저렴했고 인프라 구조
도 잘 정착되었으며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현장에서의 실제 비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
로운 스왑 선물 계약에 주로 초점을 맞춘 연구조사가 수없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의 참가자 중 거의 2/3가 높은 
비용과 증거금 요건 때문에 스왑으로부터 선물로 이동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 자체적으로 상세한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
니다. 선물거래중개회사(FCM) 및 독립 연구기관들 또한 이 중
요한 시장 구조 변화와 관련해 

시장을 교육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비용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Greenwich Associates에 이 문제를 분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투자자들 중 60%는 추가의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현재 
활용 중인 상품 비율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습니
다. 저희는 이제 그 변화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입수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구체화된 규제 내용을 토대로 당사는 
스왑 대 선물 논쟁에 대한 새로운 정량적 연구를 실시하여 향
후 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명시적 비용
과 암묵적 비용을 살펴봤습니다.

당사의 연구는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을 단지 스왑 선물에만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할 
경우 전체 그림의 일부분에 대한 결론을 얻는 데 그치기 때문
입니다. 대신 당사는 사용 가능한 전체 대안의 명료한 그림을 
얻기 위해 스왑과 모든 금리 관련 선물 상품(주로 유로 달러와 
미국 국채 선물)을 비교했습니다.

듀레이션, 마진율, 유동성이 미치는 영향
당사의 퀀트 분석에서는 선물이 전체적으로 스왑에 비해 저렴
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대신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절감 효과는 거래 듀레이
션이 길면 길수록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가능 스왑 선물(DSF) 또는 미국 국채 선물을 
통해 투자한 30년 익스포저 포지션은 유로달러 선물을 통해 투
자한 2년 익스포저 포지션에 비해 더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보
였습니다.

반대로, 선물은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더 큰 절감 효과를 보였
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 보유한 선물 포지션은 2년간 보유한 
선물 포지션에 비교할 때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대비 절감 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선물을 프론트 먼
스 계약으로 롤오버할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개시증거금(IM) 및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즉 유동성) 크로
싱 비용이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과 선물의 거래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投资者实施成本分析的结果

注：基于25位受访者
资料来源：格林威治联营公司2015年利率掉期与期货研究总体成本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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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의 높은 개시증거금률(선물의 1-2일 VaR이 아닌 5일 VaR
을 사용해 산출함)은 새로운 스왑 규제안이 상정된 이래 스왑 
대 선물 비용 비교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당사의 연구는 이 
비용이 금리와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경우, 증거금에 사용할 현금은 감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FCM들이 스왑 포지션에 적용하는 IM 
수수료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추가의 비용을  
더할 것입니다.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과 선물 간의 개시증거금률 차이에도 불
구하고 특정 포지션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수 매도 호
가 스프레드 크로싱(crossing) 비용, 해당 포지션 유지 비용, 그
리고 해당 포지션 처분 비용이 거래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합니다. 유동성이 높은 상품의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더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스왑 선물은 위에 언급한 비용 
효과를 고려할 때 유동성이 높을수록 총 비용이 더 큰 폭 감소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규모와 거래 스타일에 힘입어 스왑 시장
에서 더 낮은 스프레드를 누리는 투자자들의 경우, 스왑과 선
물 간의 비용 차이는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포괄적 요인 분석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강력하지만 각 비교의 실생활 속 정량적 
총 비용 분석 내용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회사 유형, 전략, 베
이시스 리스크 감내도 및 선택한 상품이 제시하는 유동성 유형 
모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랑적 분석의 결과 자
체는 선물이 흔히 청산된 스왑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
지만 시장의 현재 상황 및 미래에 대한 당사의 기대치에  관한 
당사의 설명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시장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에 대한 당사의 기대치에  관한 당사의 설명에는 미묘한 뉘앙
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E의 금리 선물 거래량은 지난 한 해 동안 큰 폭
(2014년 4분기에 전년 대비 40%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러한 현상을 거래 비용 상승에 따른 결과로 결론짓기는 어렵습
니다. 거래 건 수로 측정한 스왑 물량은 동일 기간 중 35% 증가
하는 데 그쳐 거래 물량에 비해 적지만 시장의 미국연준에 대
한 포커스가 시장 거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비용 절감 압
박을 거시경제적 동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로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장에서 스왑이 차지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 제시하는 자동화와 
표준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에 OTC 주식 파
생상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선물 및 다
른 거래소 상품을 통한 금리 익스포저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에도 금리 시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품
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계속 무시해서
는 안 됩니다.

본 논문의 남은 부분 전반에 걸쳐 당사는 당사의 퀀트 분석에
서 분석한 시나리오, 퀀트 연구 결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암
묵적 요인, 금리 선물이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으로부터 유동
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영역, 그리고 내년 선물과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사의 예상에 관해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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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석

가장 보편적인 거래 시나리오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및 거래소 선물 모두 금리 파생상품 시
장에서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어떤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당사는 여러 변수를 고
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투자 전략, 헤징 니즈, 고객, 듀레이션, 
거래 규모, 발생한 수수료, 마진 사용 가능성, 그리고 특정 거
래에 진입하고 회수할 때 지불하는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포함됩니다.  당사의 시장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여 거래소 청
산 스왑 계약 및 선물 거래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그러한 비용
이 기초 투자 상품에 

•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 거래 규모별, 거래 듀레이션별 및 
회사 유형별 평균 스프레드

• 거래 규모: $5천만, $1억, $2억5천만

 • 거래 듀레이션: 2년, 5년, 10년, 30년

• 보유 기간 60일, 1년, 2년, 5년, 10년

• 개시증거금 융자 비율: 0%(현재),  30%(미래 예상치)

추가 인풋 및 가정
상기 변수는 각각의 변수가 전체 거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조정하였으나 기타 다른 변수들은 조정하지 않
았습니다. 이러한 상수 중 다수는 당사의 인터뷰 프로세스를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했으며 달리 입수한 수치들은 전체 시장
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인풋
•  FCM 청산 수수료: 평균 스왑 청산 수수료는 티켓당 $300입

니다. 티켓당 $150 ~$700로 폭이 매우 넓었습니다.

•  at-mid에 선물 집행: 인터뷰 대상들은 평균적으로 41%가 
at-mid에 거래를 집행했다고 밝혔으며 이상점은 5%와 90%
였습니다.

•  현행 IM 수수료: 보고된 평균은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의 경
우 22bps로 4–40bps까지 다양했습니다. 선물에는 보고된 
IM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  선물 거래 집행 및 청산 수수료: 대부분 표준 수수료가 적용
되었으며 거래 집행 수수료는 계약당 $0.25, 청산 수수료는 
계약당 $0.50였습니다.

시장 표준
• 스왑 및 선물의 CME 개시증거금률: 2014년 4분기 기준.

•  선물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 투자자들의 at-mid 거래 집행 
비율을 감안하여 표준 계약 단위를 활용했습니다.

•  SEF 집행 수수료: 개별 SEF 모형은 다양하지만 거래 건당 평
균 비용은 $10입니다.

• 청산소 청산 수수료: 2014년 4분기 기준.

응답자들의 at-mid 선물 거래 
집행 비율

 주: 19명의 응답을 토대로 함. 응답자 총 수에는 2개 지역 은행과
1개 연금기금을 포함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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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션 및 듀레이션 
조정 방법
당사는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거래의 거래 컴프레션 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당사의 
인터뷰에서는 투자자의 1/5만 정기적으로 스왑 포트폴리오를 
컴프레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라인 항목들은 FCM 자본 요건 및 레버리지 
비율 산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은 계약 작성 다음 날부터 오프더런(off-the-run) 상태가 되
어 특히 액티브 펀드에서 긴 거래 목록이 작성됩니다. 반대로 
프론트 먼스 선물 계약들은 만기 시점까지 온더런(on-the-run) 
상태를 유지하며 대부분의 포지션을 자동 컴프레션 상태에 머
물게 합니다. 총 포지션이 아닌 순 포지션을 기준으로 할 때, 컴
프레션 가능 거래를 유지하는 고객들은 향후 추가의 자본 비용
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고객들이 포트폴리오를 더 자주 컴
프레션하거나 그러한 명시적이고 정기적인 컴프레션을 요구하
지 않는 표준 상품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컴프레션 비용은 가까운 미래에 선물 대신 스왑
을 거래함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
라서 본 모델에는 컴프레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본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중차대한 인풋은 선물 포지션의 롤오
버 비용, 그리고 오픈 스왑 포지션의 듀레이션을 유사하게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선물 포지션 롤오버 비용 
산출법은 간단합니다. 특정 포지션을 3개월씩 보유할 때마다 
총 명목 원금을 반드시 매도하고 프론트 먼스를 다시 매수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매도 후 매수 거래의 경우, 투자자는 반드시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와 집행/청산 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해
야 합니다.

스왑에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당사 연구 참가
자 중 절반은 스왑 계약의 수명 주기 동안 듀레이션을 조정하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운용사들에서 두
드러졌으며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참가자의 70%를 차지했습
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 취한 10년 스왑은 1년 후에는 9년 스왑이 됩
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목표한 10년 익스포저를 유지하기 
위해 트레이더는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10년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왑이든 선물이든 반드시 새 거래를 집행해야 합니다. 
당사가 대화한 투자자 중 이러한 유지 활동의 비용을 정확히 
아는 투자자가 없었으므로 당사는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투자
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각 시나리오를 모두 시험했습니다. 
두 시나리오 중 전자의 경우, 당사의 모델은 3개월마다 스왑의 
총 명목 금액을 매수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
이 듀레이션 비용을 과다하게 산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거
래를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이해하는 데 충차대하게 
필요한  추가 유지 비용을 캡처하도록 보장합니다.

스왑 계약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듀레이션을 
조정하십니까?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포트폴리오 
를 정기적으로 
컴프레션하십니까?

주: 33명의 응답을 토대로 함. 총계는 1개 연금 기금을 포함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주: 33명의 응답을 토대로 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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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미래 예상

당사 인터뷰와 본 연구에 참여한 투자자 및 FCM이 제공한 데
이터를 토대로 실시된 당사의 퀀트 분석에서는 선물이 분석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성 비용이 그러한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 선물 및 유로달러 선물은 청산 완료  선
물에 비해 가장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역설이 역시 큰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선물이 
스왑보다 그리도 저렴하다면 왜 시장이 아직도 선물로의 

대이동을 시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앞의 몇 페이지에 걸쳐 저희
는 이 질문에 대한 상당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만큼 다음의 도표를 작성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이시스 리스크와 유동성을 고려할 때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으로부터 선물로 이동하는 가장 손쉬운 거래는 단기 듀레이션
의 보유 기간이 짧은  유로달러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에서 나타난

가장 큰 비용 갭은 $10,000를 간신히 넘습니다. 이는 1bp가 채 
안 됩니다.  1bo가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의 1/3에 해당하는 금
액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
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스왑 거래의 듀레이션을 조정
하지 않는 스왑 대신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절감하는 비율 TCA 모델 결과::  시나리오 분석 
거래 규모 $1억, 증거금 융자 30%

주: 자산 운용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집.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주: 인터뷰에서 수집한 스왑의 평균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활용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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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가자들의 경우, 이 카테고리의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이 실제로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 기간이 더 긴 장기 듀레이션 거래에서 가장 큰 비
용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UST 선물과 DSF가 비율 기준으
로 가장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최대 절감액은 $100,000, 즉 10bps이며 이는 특히 요즘의 저
금리 환경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절감 효과입니다. 더 나아가 
DSF 계약의 유동성이 여전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UST 선물은 
가장 큰 규모의 블록 거래를 집행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산 완료  스왑 대신 UST 선물을 투자 수단으로 채택함에 있
어 본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거론한 것처럼 베이시스 리스크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유사한 청산 완료  금리 스왑 대신 
UST 선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총 비용 절감액은 10bps이며 
베이시스 리스크의 대리 지표 격인 스왑 스프레드는 약 두 배
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선물이 제시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캡처하려는 트레이더와 포트폴리오 운용사
들은 해당 베이시스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해 어떻게 포지션을 
조정할 것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현재의 30년 스
왑 스프레드는 마이너스에 이르고 있어 미국 국채 금리가 스왑 
금리보다 높은 상태여서 일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장기 미
국 국채 선물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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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동인

이 스토리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당사의 모델은 현황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를 변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나
리오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거시경제적 영향: 
금리, 변동성, 투자 가능 자산 
규제 변화는 지난 5년간 시장 역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
다. 미국에서 거래 및 청산 규정의 첫 단계가 완료된 만큼 미래
에는 거시경제 및 정상적인 시장의 영향력이 규제 변화와 동일
한 힘을 갖고 고객 행동양식을 견인할 것입니다.

금리 파생상품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 정책이 최우선시되
고 중심 주제가 될 것이며 그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
다. 개략적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시장 거래량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거래량
이 증가하고 그러한 거래 관련 비용 및 그로 인해 취한 포지션
의 규모가 확대되어(절대값 기준) 비즈니스 비용이 불어나 수
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시에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잠잠해진 시점
에 더 본격적으로 펀드 자산을 투자할 것이며 금리 상승은 새
로운 알파 기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이른바 “리스
크온”(risk on) 포트폴리오의 적격 담보물이 감소할 것이며 청
산소에 개시증거금을 예치할 때 담보물 변환/파이낸싱 니드가 
증가할 것입니다. 당사의 모델에 따르면 개시증거금 융자 비율 
0%에서 융자 비율 30%로 이동하는 것은 거래소 청산 스왑 계
약의 거래 총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시증거금으로 
예치된 자산의 수익률 또한 그러한 자산을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비해 낮으므로 암묵적 기회비용
도 해당 거래의 총 비용에 추가의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의 영향, 예견되는 
수수료 상승
규제의 측면에서 Dodd-Frank 법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바젤 
Basel III 및 그에 관련된 지역 규정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
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의 자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청산 수
수료 또한(특히 스왑의 경우)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물 
및 스왑 익스포저 모두 유사한 SLR 규정에 예속되지만 다수 
스왑은 표준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각 증분의 스왑 거래는 컴
프레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예상 익스포저를 높
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표준화 수준이 높은 선물 
계약은 자연스러운 상계 처리의 정도가 높으므로 따라서 증분
적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익스포저의 예상 순 증가 폭이 더 
낮습니다(평균적으로 볼 때).

당사 연구 참가자 중 40% 이상이 이미 FCM으로부터 수수료
가 인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용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투자자들은 보험사 및 연금기금
과 같이 

FCM 청산 수수료 이해법

FCM은 $10억 규모의 30년 금리스왑 포지션을 취한 고
객을 위해 $1천5백만(즉 1.5%)의 대차대조표를 묶어 두
어야 합니다.  자본 규칙에 따르면 5년 이상의 듀레이션
을 지닌 계약을 집행하려면 대차대조표를 상대로 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즉 $750,000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시행되면 FCM들은 해당 거래에서 수
익을 거둬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의 자
본 수익률을 가정할 때, 해당 거래는 $112,000의 세
후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이는 세전 이익 기준으로는 
$160,000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25%의 이익 마진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FCM은 앞서 언급한 거래에서 연간 
총 $642,000(즉 6bps)의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
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려면 청산 수수료가 현재의 평균
인 티켓당 $300에서 티켓당 약 $1,000 수준으로 인상되
어야 합니다. 이러한 FCM의 정서는 실제로 Citibank가 
2014년 말 공개한 연구 메모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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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수수료 인상 임박 경고

주: 34명의 응답을 토대로 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모른다
/NA
11%

아니 
요

47%예
42%

이따금씩 장기 듀레이션의 방향성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필의 고객들은 FCM으로 하여금 큰 금
액을 별도로 준비하게 만드는 데 반해 제한적인 청산 수수료만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합니다. FCM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이러한 조합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계 이익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새로 도
입될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SLR) 산출법과도 무관하지 않습
니다. SLR은 명목원금을 토대로 산출되며 따라서 선물이 스
왑 대비 직접적인 이점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FCM
들은 자본 사용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비용이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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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물과
문제점 이해법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대신 선물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

주: 33명의 응답을 토대로 함.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출처: Greenwich Associates 2015년 금리 스왑 vs. 선물의 총 비용 분석 연구 조사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대신 더 많은 선물을 거래하는 것을 방
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특정 선물 상품을 대량 거래할 때 필
요한 유동성 부족이었습니다.  당사가 대화를 나눈 스왑 투자
자들 중 다수는 대량 거래(때로는 최대 $10억까지) 집행 시 선
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스왑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훨
씬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동성은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다르
므로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당사가 이 분
석을 위해 수집해  검토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러한 주장은 대체적으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됩니다. 

청산 완료  스왑과 선물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 바이 
사이드(buy side) 관계자들은 전면적 금리 선물 거래 대신 스왑 
선물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스왑 선물과 관련한 유
동성을 우려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거래소 청산 스왑 계
약의 일평균거래량(ADV)이 $2천1백억인 반면 CME 인도가능
스왑(DSF)의 경우, 일평균거래량이 곡선 전반에 걸쳐 $7억2천
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고자 중앙 지정가 
주문장(CLOB)이나 블록 거래를 통해 DSF 포지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포지션을 취할 경우, 처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며 대규모 거래를 집행하기에는 유동성
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신규 상품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사례
입니다. 하지만 표준 신규 계약 상품의 경우에는 스왑 선물 거
래가 타당성을 지닙니다. 당사 연구 참가자의 거래소 청산 스
왑 계약의 평균 보유 기간은 1~2년 사이였습니다. 프론트 먼스 
선물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므로 포지션 처분 시의 유동성 부
족 리스크는 해당 포지션을 만료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DSF의 경우, 만료 시점에 해당 계
약을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유동성 부
족을 걱정하는 투자자에겐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일평균거래량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2천1백억 

(미국달러 등가)

유로달러

$2조9천억 

$2억
 곡선 내 각 지점의 평
균, 3년 이하

UST

$3억1천만
$8천만 
각 지점 평균 
(30, 10, 5, 2)

DSF

6억
$1억5천만 
각 지점 평균(30, 
1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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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듀레이션 전 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Eris Standards 선물
의 경우, 해당 포지션은 경제적 등가 존재 시 이를 상계하는 금
리 스왑으로 헤지할 수 있습니다.

스왑 선물을 넘어 유로달러 및 미국 국채 선물과 같이 정착된 
상품을 보면 유동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더 많은 뉘앙스를 
지니며 때로는 모든 논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유로달러 선
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유동성을 지닌 선물 계
약입니다. 곡선 전반에 걸쳐 일평균거래량이 $3조 달러에 이
릅니다.

3개월 리보 금리를 추적하는 유로달러 선물의 경우, 커브의 단
기 구간이 가장 유동성이 높습니다. 3년차부터 물량이 감소하
기 시작하며 5년 이후의 시점에는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장
기 듀레이션의 스왑 거래의 경우, 유로달러의 유동성은 존재하
지 않습니다. 하지만 듀레이션 3년 미만의 스왑 거래의 경우, 
유로달러 곡선의 각 지점에서 거래되는 각 일의 $2억은 가장 
큰 규모의 매매를 집행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상회합니다.

CME의 미국 국채 선물 상품의 일평균거래량은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에 비해 50% 많은(명목 원금 기준)  $3억에 달합니
다. 이 선물들은 곡선 각 지점의 일평균거래량이 $800억에 달
하며 5년, 10년 버킷의 거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 선물을 스왑의 대안 상품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거래 물량보다는 베이시스 리스크가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과 유로달러 선물 모두 리보 금
리를 추적합니다. 미국 국채 선물은 미국 국채 금리를 추적합
니다. 이는 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 포지션을 유사한 UST 선물
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지션은 스왑 스프레드
와 동일한 베이시스 리스크를 제공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의 절반에 가까운 잠재
적 비용 절감을 고려할 때 베이시스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빠
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컴포트 존 탈피 바이 사이드가 거래 습관을 바꾸려면 실제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센티브는 펀
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어야 하며, 동시에 스왑 트레
이더가 특정 상품 세트 안에서 얽매이는 불편함을 극복해야 합
니다. 당사 응답자의 1/3은 선물 거래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선물 이해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포트
폴리오 매니저들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한 가정을 토대로 투자 
모형을 업데이트하는 가운데 스왑을 활용한 전략 구현에 관해 
오랜 기간 가져온 편견도 극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투자 운용사들은 오래 전에 양자간 스왑 시장의 전
문성을 고려하여 트레이더들을 고용했습니다. 스왑 거래 및 청
산 규칙이 기존의 정착된 프로세스를 이미 바꿨음에도 불구하
고 바이 사이드 거래 데스크는 여전히 과거에 거래해 온 동일
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스왑 트레이더에게 선물 거래
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거래 데스크의 사고 전환
이 필요합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은 같은 금리 시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스왑 트레이더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규칙
을 따릅니다.

운영 문제
청산 프로세스가 개입되는 경우 운영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
니다. 오랜 역사와 집행 및 청산의 수직적 통합 덕분에 현재 선
물의 거래 후 관리 프로세스는 스왑의 사후 프로세스보다 간단
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스왑만 거래해 오고 정착
된 선물 인프라 구조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에는 여전히 이슈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비용은 극히 미미하며 단 시
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FCM이 스왑과 선물 상품을 
더욱 압축 통합하면서 고객들은 다른 상품을 거래하는 가운데 
다른 유형의 상품도 쉽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구현하는 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가의 선물에 비해 특정 스왑의 거
래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그러한 구현 비용은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欧洲美元期货日均交易量
(单位：10亿美元)

注：数据反映的是所示时间框架内的每一份季月合约。
资料来源：芝商所2014。



결론

Greenwich Associates는 중장기적으로 선물 상품이  청산 완
료 표준 스왑을 상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당사의 모델은 다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리한 선물의 유동성 
비용 역학을 식별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왑 시장에 영향을 미
치는 규제 역풍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대기 중인 유럽의 파생상품 규제는 RWA(위험가중자산) 산출 
요건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스왑 거래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왑의 증거금 요건이 강화되고 고객들의 적
격 담보물은 감소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스왑의 총 거래 비용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행 입장에서 거
래소 청산 스왑 계약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면
서 당사의 퀀트 분석에서 입증된 스왑과 선물 간의 유동성 비
용 갭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용 절감 압박은 궁

Andrew Awad는 맞춤형 리서치 기반 컨설팅, 채권, 외환 및 커모더티 
시장 전문가입니다. 더불어 Andrew는 당사의 새로운 리서치 및 컨설
팅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합니다. Kevin McPartland는 Greenwich 
Associates의 시장 구조 및 테크놀로지 연구 수석입니다. 당사 고객이 
규제, 기술 및 행동양식 변환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를 이해하도록 돕
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대부분 전통적 투자 운용사들로 하여금 금리 투자 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당사는 스왑(거래소 청산 스왑 계약과 양자간 스왑 모
두)이 금융 위기 이전의 규모에 비해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계
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스왑 시장이 제시하는 맞춤형 계약에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으며 그러한 생각을 지닌 회사들은 가격 차이
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당
사의 모델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출시된 일부 
구조화 상품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금리스
왑 및 금리스왑의 파생상품들은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며 은퇴연금 계좌 및 전 세계 투자 펀드 전략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고된 데이터는 오로지 연구 참가자들이 Greenwich Asso-
ciates에 보고한 시각만 반영합니다. 인터뷰 대상에게 사용 중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관련 금융시장의 투자 관행에 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Greenwich Associates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집
계하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최종 결과 보고의 목적으로 분석 자료
를 검토하였습니다. 달리 표시하지 않은 한 일체의 의견이나 시장 관측 
내용은 철저히 당사 자체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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