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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전망  
CME 그룹 수석 경제 분석가 Bluford Putnam의 시장 전망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위원 간에 타협점을 찾는 데 근접해 9월 15-16일 

회의에서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 시기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나 결정이 미뤄지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질 것을 시사하는 

데이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간 일자리 성장률과 실업률이 아주 건실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동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경제는 매월 225,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주요 기준점으로 언급해 온 5.5%에 넉넉하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0년간의 평균 실업률은 6.2%였으며 이 기간 중 5.5% 미만이었던 기간은 전체 기간 중 40% 정도였습니다.   

 

연준 재닛 옐런 의장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대해 보다 전체적인 시각을 취하는 FOMC 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시간당 임금률의 느린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에 새삼스러운 과제로 떠오른 것은 아니며, 연준의 

양적완화나 금리 정책을 통해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2009년의 대불황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00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분석가들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원인을 제시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모두를 손쉽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활동 인구의 '중퇴율'을 높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 보험 또한 은퇴한 일부 

근로자(장애보험 수혜 자격을 갖춘)에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창업 정신이 더 강렬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금리 수준에 의해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준이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에 관해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며, 결국, 경제는 신규 일자리를 

아주 강력한 속도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근원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더딥니다. 이는 실질 또는 인플레이션 조정 시간당 임금 상승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제는 고용의 구조적 본질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직종은 공급이 타이트해진 반면, 단순 반복 노동을 요하는 소매나 공장 일자리는 역동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 시장의 강력한 

도전을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 

상승이 금리 수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간당 임금 상승은 미국 내 노동 소득의 전체적 상승을 엄청나게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 노동 소득 증가는  순 일자리 창출 속도는 물론, 임금 상승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중 

후자는 미미하더라도 전자는 건실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연중의 장기 목표인 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아주 협소한 범위 안에서, 즉 0.90%에서 2.45%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러한 변동폭은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소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1994년 이후 워낙 안정세를 보여 

주식시장의 기술주 활황장세, 폭락장세, 주택 붐과 폭락, 또는 5년 넘게 진행된 양적완화 및 제로 금리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준에 중요한 열쇠는 디플레이션 압력의 징후가 전혀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2%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초 시나리오는 5년간 지속되어 온 일정 수준의 실질 GDP 성장과 견조한 일자리 증가를 감안할 때, 연준이 제로 버냉키 의장 

시대에 집행했던 단기 금리를 포함한 긴급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FOMC 내부의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면서 9월(또는 바로 그 직후)에 첫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금리가 1.5%나 2% 수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소폭(0.25%)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Blu의 시각과 카멘터리를 확인하려면 cmegroup.com/putnam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본 보고서의 모든 예시는 특정 상황들의 가정에 근거한 해석이며 오로지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시각은 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CME 그룹이나 그 계열 기관의 시각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와 이 안에 담긴 정보를 투자 자문이나 실제 시장 경험의 결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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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유로달러 선물 및 옵션 

옵션 전산 거래량 증가 

 유로달러 선물은 일일 평균 거래 금액이 

$2.5조(명목 금액 기준)에 달하며 2014년 

2분기 중 앞 부분의 8개 상품이 12% 

증가했습니다.  

 2015년 2분기 중 유로달러 옵션 

ADV(일일평균거래량)는 827,427계약에 

달했으며 6월 만기 전 미결제약정은 3,140만 

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유로달러 옵션의 전산 거래량은 6월 중 일일 

평균 176,000계약에 달했으며 2015년 2분기 

전산 거래 비율은 19%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유로달러 옵션 선물 및 옵션 4분위수와 시리얼로 

이동 

 유로달러 옵션의 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분기물 옵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우측 도표의 회색 

막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거래된 상품이 

"수익률 곡선 앞부분"의 상품이라는 사실은 

이를 거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익률 곡선 중간 부분 옵션 거래량도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366,000계약 수준이었던 일일 평균 거래량은 현재 50만 계약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연방기금 거액 미결제 약정 보유자(LOIH) 증가 

추이  

 연방기금 선물은 지난 12개월간 대대적인 

부활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액 미결제 약정 보유자 보고서는 이 

시장에 새로 참여하는 회사가 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15년, 옵션은 일일 평균 거래량이 

1,400계약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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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선물 및 옵션 

 

현금 대비 선물 ADV 증가 

 도표는 지난 10년간의 현금 국채 증권 대비 

국채선물의 명목 물량을 표시합니다.  

 현금 대비 선물 거래의 꾸준한 증가세로 

올해 현재 이 비율은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선물 거래 확대  

 

 초장기 국채 선물(2010년 출시)은 장기 금리 

익스포저를 찾는 고객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2분기 ADV는 115,000계약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2분기 말 미결제 약정은 587,000계약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주간 국채 옵션(WTO)의 ADV 기록 경신   

 2분기 중 국채 옵션 거래량은 일일 

636,000계약을 기록함  

 특정 경제 이벤트를 전후해 거래하려는 

고객의 늘면서 주간 옵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일일평균거래량이 

107,000계약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수요일의 경우, 

348,899건의 WTO가 거래돼 일일 최고 거래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날 거래된 국채 옵션 

전체 물량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O.I.(미결제 약정) 또한 

신기록(597,000계약)을 수립했습니다.   

 CME 그룹 도구를 사용해 어떤 주간 옵션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www.cmegroup.com/tools-information/quikstrike/daily-weekly-options-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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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이 및 이벤트
 

 

유로달러 번들 선물 및 옵션 
이제 기존 CME 유로달러 선물과  100% 증거금 상쇄 서비스 제공 
 

CME 유로달러 번들 선물 및 옵션은 장기 유로달러 익스포저를 거래할 때 운영적, 자본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동성 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번들 선물은 2년, 3년, 5년물이 있고 옵션 상품이 동시에 상장됩니다. 

 운영 편의성: 단일 라인 아이템, 100만 명목 가치, 간편한 집행 

 자본 효율: 유로달러 선물과 100% 마진(증거금) 상쇄 및 단일 라인 아이템 특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증거금 처리 

 간단하고 투명한 평균 가격 책정: 수익률 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해줌 

 옵션: OTC 양방향 상품의 효율적인 대안 제공 

유로달러 번들 툴킷 다운로드 

 

 

 

추가 자료 

 상품 개요 프레젠테이션 

 선물 참고 가이드 

 옵션 참고 가이드 

 과거 가격 데이터 

 명목 가치 설명서 

 인도 프로세스 설명서 

 IRS 헤징 설명서 

  

 

 

http://info.cmegroup.com/R00d0jBPIl0610r0H2A15e0
http://www.cmegroup.com/trading/interest-rates/files/eurodollar-bundle-futures-options-overview.pdf?mkt_tok=3RkMMJWWfF9wsRonu6nOdO%2FhmjTEU5z16ustWqO3lMI%2F0ER3fOvrPUfGjI4AScpjN6%2BTFAwTG5toziV8R7PEJc1oytQQUhLh
http://info.cmegroup.com/f061l0d0j400BP1IHeA7r00
http://info.cmegroup.com/WH6B8eP0d051Alr00I0j100
http://info.cmegroup.com/f061l0d0j600BP1IHeA9r00
http://info.cmegroup.com/u7e000jP0d6l0a011rIHAB0
http://info.cmegroup.com/P000e0lHdP6r80010jbABI1
http://info.cmegroup.com/SP0A1l0jd000eHr0B601I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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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이 및 이벤트
 

CBOT 인도 가능 스왑 선물(DSF):  
청산된 스왑 포트폴리오에 자본 효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상품  
 

미국 국세청은 비정기적 지급금을 지급하는 스왑 상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해 DSF 

거래에 관련된 조세 우려를 제거했습니다. 하루 평균 $6억4,700만(명목 금액 기준)이 거래되고, 

미결제 약정이 $90억(명목 금액 기준)에 달하는 DSF는 금리 익스포저 거래 상품 가운데 가장 

유동성이 뛰어난 CLOB입니다. 

 

OTC IRS와 DSF 포트폴리오 마진 상쇄 책정 시 79%-85% 절약  

USD DSF 전략* 별도 청산 시 

마진 

CME 

포트폴리오 

마진 

마진 절약 절약률 

5년물 DSF vs 5년물 IRS 49,138,068 9,918,624 39,219,444 80% 

10년물 DSF vs 10년물 IRS 48,028,638 7,070,027 40,958,611 85% 

30년물 DSF vs 30년물 IRS 52,165,783 10,893,739 41,272,044 79% 

*기간 (5, 10, 10년물) 전반에 걸친 USD DSF 예시, 전략별 $100만 DV01. 

 

DSF의 혜택: 

 표준 상품에 제공되는 선물 마진 효율과 함께 MAC 스왑으로의 인도 확실성을 제시함. 

 유로달러 및 국채 선물과의 자동 증거금 상쇄 제공 - 자본 절약 및 상대가치 전략을 

가능케 함. 

 캘린더 롤을 포함하고 블록 거래 임계값이 낮음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cmegroup.com/dsf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info.cmegroup.com/R00d0jzPIl0610r0HoAPde0
http://www.cmegroup.com/d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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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이 및 이벤트
 

이표 조합을 통한 축약 거래 월 최고 기록 경신  
6월 중 $1.8조의 파생거래 명목 잔액이 제거됐음 

 

자본 압박으로 인하여 더 많은 고객이 CME 그룹의 이표 조합을 통한 축약 거래 솔루션의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청산 거래 및 포트폴리오 총 명목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이표조합 거래는 출시 이후 181,000건이 거래됐으며 이 중 86%가 제거됐습니다.  

 총 명목 잔액이 거의 $10조 축소됨. 2015년 6월 $1.8조가 제거되며 기록 경신  

부담이 적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자본 효율과 운영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이표 조합을 통한 축약 거래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www.cmegroup.com/trading/otc/files/cme-otc-irs-clearing-coupon-blending.pdf?mkt_tok=3RkMMJWWfF9wsRonu6XOdu%2FhmjTEU5z16ustWqO3lMI%2F0ER3fOvrPUfGjI4AScpqMq%2BTFAwTG5toziV8R7PEJc1oytQQUh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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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리소스
 

CME Direct: EOS Trader의 모든 기능에 새로운 블록 거래 기능을 지닌 도구 
금리 선물, 옵션 및 블록 - 단일 화면에서 확인  

 

철저한 보안 속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CME Direct는 CME 그룹 시장의 프론트 엔드 거래 

창구로 고도의 맞춤형 환경 구성이 가능하며 거래 주기 전반에 걸쳐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이트입니다.  

• 실시간 스트리밍 호가, 시장 깊이 포함  

• 여러 계좌에 걸쳐 빠른 주문 입력 및 거래  

• 모든 Globex 주문 유형, 주문 기간 및 주문 보호 기능 지원  

• 상장 거래 및 블록 거래를 귀사의 리스크 시스템에 STP로 처리함  

• 트레이더가 RFQ를 전송하고 CME Globex상에서 커버드 전략과 멀티레그 전략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초고속 옵션 기능  

• 유로달러, 선물, 연방기금 및 DSF를 포함한 모든 Globex 선물과 옵션 시장에 액세스 

 

제공 자료: 선물, 옵션 블록 참고 가이드  

블록 거래는 두 적격 거래 상대방 간에 개인적으로 협상하는 선물 거래로 나중에 CME 청산소에 

제출해 장부를 정리합니다.  

블록 거래는 엄선된 적격 거래상대방과 선물 거래 협상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기관 트레이더들에 

제공합니다. 특히 기관들은 흔히 CME 중앙집중식 거래상대방(CCP) 청산 시스템을 통해 단일 

가격의 거액 거래를 원합니다. 

 
선물 참고 가이드 보기  

옵션 참고 가이드 보기 

 

 

더 보기: 
금리 블록 거래 cmegroup.com/interestrateblocks 
CME Direct cmegroup.com/interestrateblocks  

상품 관련 질문이나 CME Direct 시연이 필요하시면  cmedirectsales@cmegroup.com으로 

연락하십시오. 

http://www.cmegroup.com/trading/interest-rates/files/interest-rate-futures-quick-reference-guide.pdf
http://www.cmegroup.com/trading/interest-rates/files/interest-rate-options-quick-reference-guide.pdf
http://www.cmegroup.com/intersetrateblocks
http://www.cmegroup.com/direct
file:///C:/Users/rfisher/Documents/Interest%20Rates/QIR/cmedirectsales@cmegro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