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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글로벌화되어가는 국제 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21 세기 초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리적 

및 정치적 제약을 뛰어 넘는 자유무역이 촉진되었습니다.  

자유무역 촉진을 뒷받침한 정치적 성장으로는 관세의 

제약이나 자본 통제 및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완화 또는 폐지 되었습니다.   한편 기술적 성장으로는 

컨테이너 해운수송에 의한 운송비 절감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통신시스템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화된 기업은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 과정에서 자국통화 이외의 

외국통화로 수입을 올리거나 채무를 지게됩니다.  이들 

기업은 그 과정에서 환율 예측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불확실성은 현재의 현금흐름 관리나 향후의 사업확장 계획 

또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CME 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국제 통화간 고정환율제를 

도입했던 브레튼우즈 협정이 붕괴한 1972 년 이래 FX 

선물•옵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들 상품은 FX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거나 불확실한 세계에서 FX 위험을 

관리하는 이상적인 수단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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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율 
(2013. 4. 12 금요일 기준) 

통화 ISO코드 
미 달러화 

환산 

미 달러화 

당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페소 ARS 0.1943 5.1461 

브라질 헤알 BRL 0.5077 1.9697 

캐나다 달러 CAD 0.9866 1.0135 

칠레 페소 CLP 0.002128 470.00 

콜롬비아 페소 COP 0.0005475 1,826.50 

에콰도르 미국달러 USD 1.0000 1.0000 

멕시코 페소 MXN 0.0828 12.0780 

페루 누에보솔 PEN 0.3868 2.585 

우루과이 페소 UYU 0.05299 18.8705 

베네수엘라 푸에르테 VEF 0.15748 6.3500 

아시아-태평양 

호주 달러 AUD 1.0507 0.9517 

1개월 선물환 1.0483 0.9539 

3개월 선물환 1.0435 0.9583 

6개월 선물환 1.0366 0.9647 

중국 위안 CNY 0.1614 6.1947 

홍콩 달러 HKD 0.1288 7.7620 

인도 루피 INR 0.01834 54.5200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0.0001030 9,712 

일본 엔 JPY 0.010162 98.41 

1개월 선물환 0.010164 98.39 

3개월 선물환 0.010168 98.35 

6개월 선물환 0.010177 98.26 

말레이시아 링깃 MYR 0.3287 3.0427 

뉴질랜드 달러 NZF 0.8588 1.1644 

파키스탄 루피 PKR 0.01018 98.245 

필리핀 페소 PHP 0.0242 41.349 

싱가포르 달러 SGD 0.8085 1.2369 

한국 원 KRW 0.0008855 1,129.25 

대만 달러 TWD 0.03337 29.965 

태국 바트 THB 0.03441 29.062 

베트남 동 VND 0.00004797 20,848 

유럽 

체코공화국 코루나 CZK 0.05060 19.762 

덴마크 크로네 DKK 0.1758 5.6869 

유로권 유로 EUR 1.3111 0.7627 

헝가리 포린트 HUF 0.004438 225.33 

노르웨이 크로네 NOK 0.1751 5.7108 

폴란드 즈워티 PLN 0.3195 3.1296 

러시아 루블 RUB 0.03218 31.075 

스웨덴 크로나 SEK 0.1573 6.3566 

스위스 프랑 CHF 1.0783 0.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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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선물환 1.0786 0.9271 

3개월 선물환 1.0794 0.9264 

6개월 선물환 1.0808 0.9252 

터키 리라 TRY 0.5592 1.7882 

영국 파운드 GBP 1.5344 0.6517 

1개월 선물환 1.5341 0.6518 

3개월 선물환 1.5336 0.6520 

6개월 선물환 1.5331 0.6523 

중동/아프리카 

바레인 디나르 BHD 2.6523 0.3770 

이집트 파운드 EGP 0.1455 6.8739 

이스라엘 쉐켈 ILS 0.2760 3.6236 

요르단 디나르 JOD 1.4123 0.7081 

쿠웨이트 디나르 KWD 3.5082 0.2851 

레바논 파운드 LBP 0.0006614 1,511.95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SAR 0.2667 3.7501 

남아공 란드 ZAR 0.1118 8.9436 

아랍에미리트 디람 AED 0.2723 3.6728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2013. 4. 15 

CME 그룹은 혁신적인 상품과 풍부한 유동성 및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파생상품시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CME 그룹은 시중의 다양한 통화를 기초로한 

상품들과 최첨단 전자거래플랫폼인 CME 글로벡스를 통한 

유동성 및 중앙청산시스템에 의한 재정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CME 의 FX 선물 및 선물옵션과 같은 장내거래

상품 외에도 은행간 또는 장외 상품 등의 FX 거래환경에

대한 설명도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FX 선물이

현물환율과 비교하여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와 어떻게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되는지를 설명 하겠습니다.

현물 FX 거래 

일반적으로 통화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의한 ‘ISO 

4217’ 코드를 따라 표시됩니다.   

현물 또는 단순(아웃라이트) 통화거래는 단순히 하나의 

통화를 현재환율 또는 현물환율 또는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다양한 은행간 시장에서 

즉시, 때로는 전화로, 또는 점차 증가 추세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체결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일 2 일 

후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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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달러(CAD)와 미국 달러(USD)간의 표준거래 

관례처럼 상호 합의시 1 영업일후에 결제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호가는 ‘미국식’ 또는 ‘유럽식’ 중 어느 

것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 스위스 프랑(CHF)과  미국 달러(USD)의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은행간 시장에서 이들 환율은 

1미국 달러당 스위스 프랑으로 가격을 표시(유럽식) 합니다.  

즉,2013년 4월 12일 기준,  1 미국 달러는 0.9274 스위스 

프랑으로 호가됩니다.  미국식 호가는 단순히 유럽식 호가의 

역수입니다.   

미국식 호가 =
1

유럽식 호가

따라서 위 환율의 호가를 미국식으로 환산하면 1 스위스 

프랑당 1.0783 미국 달러가 됩니다. 

1 𝐶𝐻𝐹당 1.0783 𝑈𝑆𝐷 =
1

1 𝑈𝑆𝐷당 0.9274 𝐶𝐻𝐹 

1978년 이후로 대다수 통화의 호가는 유럽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단, 몇 가지 통화는 예외적으로 

미국식으로 표시되는데 유로(EUR), 영국 파운드(GBP) 및 

호주 달러 (AUD)와 뉴질랜드 달러(NZD) 등 영연방 통화가 

그렇습니다.   

대다수 통화는 0.0001과 같이 소수점 네 자리까지 표시되며 

이를 핍(Pip) 또는 틱(Tick)이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매우 작거나 매우 큰 통화의 경우 다른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현물 교차환율 
(2013. 4. 12 기준) 

USD EUR GBP CHF JPY CAD 

USD - 1.3111 1.5344 1.0783 0.010162 0.9866 

EUR 0.7627 - 1.1703 0.8224 0.007750 0.7525 

GBP 0.6517 0.8545 - 0.7027 0.006622 0.6430 

CHF 0.9274 1.2159 1.4230 - 0.009424 0.9150 

JPY 98.41 129.028 151.005 106.114 - 97.091 

CAD 1.0135 1.3289 1.5553 1.0929 0.010300 - 

물론 미국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미국 달러로 표시되지 



않는 ‘교차환율(Cross-Rates)’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GBP/EUR간의 거래를 살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통화 

모두 기준 환율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은행간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행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유로와 일본 

엔의환율(EUR/JPY) 호가는 1 유로당 일본엔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의 

(GBP/CHF) 환율호가는 보통 1 영국 파운드당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됩니다. 1   표시된 가격에서 먼저 언급된 

통화가 기준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환 

선물환 계약은 거래이행 또는 결제일이 연기된다는 큰 

차이점을 제외하면 운용 면에서 현물환 거래와 거의 

동일합니다.  선물환은 2 영업일 이후에 결제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1 주, 2 주, 1 개월, 2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 이후에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결제일들을 

‘표준 결제일(straight date)’이라고도 합니다.   

선물환 계약은 짧게는 며칠, 몇 주 또는 수  개월 후에 

결제될 수 있지만 거래 성사 시 반드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 

딜러는 결제시까지의 시장 위험, 특히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외 상품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맞춰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이행일자를 고객의 특정한 

필요에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딜러는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형태로 맞춤식 거래에 대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 거래가 유지되는 거래기간동안 특정 통화를 

보유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 현물가격 대비 

선물환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 거래로 한 통화를 다른 통화와 함께 매수하는 

가능성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선물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term은 ‘상대’통화(term 

1 참고로 영국 파운드는 ‘파운드 스털링’이나 ‘스털링’ 또는 

‘케이블’이라고도 자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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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y)를 실효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단기금리, Rbase는 

‘기준’통화 (base currency)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금리, d는 결제일까지 남은 일수를 가리킵니다.  2  

선물환가격 = 현물환율𝑥 �
1 + �𝑅𝑡𝑒𝑟𝑚 𝑥 � 𝑑

360
� �

1 + �𝑅𝑏𝑎𝑠𝑒 𝑥 � 𝑑
360

� �
� 

예: 현물가격 1.313700, 미국  3개월 금리 0.2780%, 유로 

3개월 금리 0.1290%인 경우 EUR/USD의 3개월 

선물환가격을 구해보겠습니다. 90일 선물환 가격은 아래와 

같이 1.314189 입니다.3 4 

선물환가격 = 1.313700 𝑥 �
1 + �0.002780 𝑥 � 90

360
� �

1 + �0.001290 𝑥 � 90
360

� �
�

= 1.314189 

위와 같이 적절한 선물환 가격 또는 ‘적정가격’를 산출하여 

이를 실제로 통용되는 선물환 가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용되는 선물환 가격이 어느 정도 선물환의 

적정가격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선물환을 매도하고 

현물환을 매수하는 차익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용되는 선물환 가격이 그 적정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선물환을 매수하고 현물환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차익거래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재기준금리를

산출하여 실제로 통용되는 금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용한 선물환 가격결정 공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내재기준금리 구할수 있습니다.

2  해당 계약의 가격이 기준통화 1단위당 상대통화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상대’통화(term currency)는 때로 

‘counter currency’ 또는 ‘quoted currency’라고도 불린다. 
3  항상 ‘기준’통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통화가 

나온다. 따라서 EUR/USD의 경우 유로는 기준통화, 미국 

달러는 상대통화이다.   
4 대부분 시장에서는 1년을 360일로 가정하여 단기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영국 등 일부 단기금리 시장에서는 365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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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𝑏𝑎𝑠𝑒 =  �
360
𝑑 �  𝑥 �

현물환율 𝑥 �1 + �𝑅𝑡𝑒𝑟𝑚 𝑥 � 𝑑
360

���

선물환가격
− 1�  

예 : EUR/USD 환율의 3 개월 내재기준금리를 

구해보겠습니다.  3 개월 선물환 가격은 1.314500, 현물환 

가격은 1.313700이며 상대통화의 금리는 0.27800%입니다.   

𝑅𝑏𝑎𝑠𝑒 =  �
360
90 �  𝑥 �

1.313700 𝑥 �1 + �0.002780 𝑥 � 90
360

���
1.314500 − 1�

= 0.0344% 

따라서 내재기준금리 0.0344%로 산출된 한편 관측된 

기준통화의 금리는 0.1290%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기준통화의 금리를 관측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0.0946%(=0.1290% - 0.0344%)로 책정합니다.   

이는 적정가격 또는 산출된 3 개월 선물환 가격이 

1.314200 인데 반해 실제로 관측된 3 개월 선물환 가격이 

1.314500 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적정가격보다 3 핍스(pips) 높은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1.314500 – 1.314200).   

이를 통해 투자자가 선물환 EUR/USD 계약의 매도와 현물환 

EUR/USD 의 매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3 핍스의 차익거래 이익이 달성 가능하다는 것 또는 

통용되는 금리보다 낮은 내재금리로 유로화의 실효적인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중앙은행은 자본거래 또는 경상거래시 자국통화 

사용이나 외국인의 자국통화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들을 ‘불태환(inconvertible)’하거나 

‘인도불가능(non-deliverable)’하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불가능한 주요 통화로는 중국 위안(CNY), 

인도 루피(INR), 러시아 루블(RUB) 등이 있습니다. 5   

하지만 이들 통화들도 역외 NDF 시장에서 차액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NDF(차액결제선물환)는 

5  참고로 중국인민은행(PBOC)은 최근 수년간 위안화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따라서 현재 홍콩에서 

중국 위안(CNY)의 역외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통화가 

‘홍콩 위안화(CNH)’로 불리곤 한다.     

결제일에 통화를 인도하는 대신  순손익을 양도성 있는 

통화로 현금결제합니다.   

FX스왑 

FX 스왑은 일정의 차이를 두고, 서로 상쇄되는 두 

통화거래의 조합이며 일일 거래량 기준으로 FX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FX스왑은 결제일이 빠른 '근결제일' 

통화거래와 결제일이 먼 '원결제일' 통화거래를 동시에 

수행하여 첫 거래를 되돌림으로써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FX 스왑은 근결제일 거래로 현물환 거래를 

수반하는 ‘단기 FX 스왑’입니다.  원결제일 거래는 대부분 

1주 이내입니다.  하지만 딜러는 1주, 2주, 1개월, 2개월 

등 표준 결제일의 넓은 기간에 걸쳐서 원결제일을 가지는 

FX스왑 가격을 제시하곤 합니다.  딜러는 종종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비표준 결제일 스왑의 호가를 

제시하거나 현물환이 아닌 선물환을 근결제일로 하는 

선물환 스왑의 호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Spot-next' FX스왑 거래는 통화를 인도하고 다음 영업일에 

거래를 되돌립니다.  참고로 현물환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결제됩니다.  'Tom-next)’ 스왑 

거래는 보통의 관행보다 1 일 먼저 결제되는(pre-spot) 

현물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 영업일 후가 

아닌 익일에 결제를 하고 그 다음 영업일에 거래를 

되돌리게 됩니다.   

또는 ‘Spot-week’나 ‘Spot-2week’ FX 스왑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환 FX 스왑’은 일반적으로 근결제일 거래가 

2 일 후 결제되는 현물환 거래가 아닌 선물환 결제일인 

경우를 말합니다.    

‘매수-매도’ 스왑은 근결제일에 일정량의 기준통화 매수하고 

원결제일에 일정량의 기준통화를 매도해 상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매도-매수’ 스왑은 일정량의 기준통화를 

매도하고 이를 재매수해 상쇄하는 것입니다.   

FX 스왑은 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여 해당 채권 

가치만큼의 현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대출하는 

채권시장에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po 또는 FX선물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FX스왑의 가치는 금리 또는 더욱 정확하게는 두 통화간의 



금리차이를 반영합니다.  

FX스왑은 보통 다음과 같이 핍스(pips)로 표시합니다. 이때 

Rterm은 ‘상대’통화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금리, 

Rbase는 ‘기준’통화에 대한 단기금리, d는 근결제일과 

원결제일 사이의 일수를 가리킵니다.    

스왑포인트 = 현물환율 𝑥 ��
1 + �𝑅𝑡𝑒𝑟𝑚 𝑥 � 𝑑

360
� �

1 + �𝑅𝑏𝑎𝑠𝑒 𝑥 � 𝑑
360

� �
� − 1� 

예: 90일 EUR/USD 스왑의 스왑 포인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예에서와 같이 EUR/USD의 현물환 가격은 

$1.313700, 미국  3개월 금리는 0.2780%, 유로의 3개월 

금리는 0.1290%입니다.  3개월 또는 90일 스왑금리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89핍스가 됩니다.   

스왑포인트 = 1.313700 𝑥 ��
1 + �0.002780 𝑥 � 90

360
� �

1 + �0.001290 𝑥 � 90
360

� �
� − 1�

= 0.000489 𝑜𝑟 4.89 핍스  

그러므로 3개월 스왑은 현물가격 $1.313700보다 0.000489 

또는 4.89핍스가 높게 거래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FX 스왑거래는 종종 단기 통화 포지션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두 국가간의 금리차이 변동을 예상한 

투기거래에도 이용됩니다.   

FX(외환)스왑은 이른바 ‘통화스왑’거래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통화스왑은 금리스왑의 요소뿐만 아니라 FX 스왑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의 당사자들은 먼저 현물환으로 

두 통화를 교환하고 해당 거래의 각각의 통화로 표시된 

일련의 주기적인 변동금리로의 현금지급을 교환한 다음 

마지막으로 두 통화를 재교환하여 거래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통화스왑은 금리스왑(IRS)이 서로 다른 두 통화가 아닌 

하나의 통화로 일련의 주기적 고정금리 현금지급과 

변동금리 현금지급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금리스왑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스왑과 마찬가지로 통화스왑에도 

고정금리 대 고정금리,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대 변동금리 통화스왑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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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통화옵션 

은행간 FX 시장은 1980 년대초를 시작으로 옵션의 사용과 

함께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옵션은 리스크 관리 또는 투기적거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한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은 콜옵션 또는 풋옵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은 만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특정량의 

통화를 특정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반면, 해당 행사가격에 매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자는 

콜옵션 매도자 또는 발행자에게 프리미엄 또는 협상한 

가격을 지불하고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그 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을 매도 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만기일 당일 또는 그 전에 특정량의 통화를 특정 

행사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풋옵션 거래자는 협상한 프리미엄 

또는 가격을 받거나 지불함으로써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유럽식 또는 미국식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유럽식 

옵션은 만기일 당일에만 행사 가능한 반면 미국식 옵션은 

만기일 당일은 물론 그 이전 어느 때라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콜옵션 매수는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근본적으로 

강세전략 입니다.  만약 시장이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콜옵션은 ‘내가격(in the money)’으로 간주되어 환율이 

손
/익

 

시장가격

콜옵션의 손익 구조

Buy Call Option Sell Call Option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행사가격에 통화를 

매수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옵션을 매수하기 위해 선불로 지급했던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장이 행사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콜옵션은 ‘외가격(out of the 

money)’으로 간주되며 만기 시 매수자의 손실은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됩니다.    

콜옵션의 매도자 또는 발행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 및 

잠재적 보상은 콜옵션 매수자의 리스크 및 잠재적 보상과 

정반대입니다.  만약 그 옵션이 외가격으로 만기가 될 경우 

옵션 발행자는 받았던 프리미엄을 이익으로 가지게 됩니다..  

만약 시장이 상승하면 콜옵션 발행자는 상승한 환율에 

통화를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며 이때 옵션 

매도 시 받은 프리미엄으로 손실규모를 줄일수 있습니다..   

풋옵션 매수는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근본적으로 

약세전략 입니다.  만약 시장이 행사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풋옵션은 내가격이며 환율이 행사가격보다 

낮아지더라도 행사가격에 통화를 매도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풋옵션은 외가격이 되며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풋옵션 발행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 및 잠재적 보상은 

풋옵션 매수자의 리스크 및 잠재적 보상과 정반대입니다.  

만약 그 옵션이 외가격으로 만기가 될 경우 옵션 발행자는 

받았던 프리미엄을 이익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시장이 

상승하면 풋옵션 발행자는 상승한 환율에 통화를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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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며 옵션 매도 시 받았던 

프리미엄만큼 손실의 규모를 줄일수 있습니다. 

거래자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포기함으로서 해당 

옵션포지션을 정리할수 있지만 해당 포지션의 반대매매를 

통해 기존 옵션포지션을 청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옵션 거래자는 다양한 수학적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프리미엄 가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시장가격과 행사가격간의 관계,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시장 변동성, 금리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공식에 영향을 

줍니다.  흔히 옵션은 변동성으로 호가되며 이들 공식을 

통해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거래자는 옵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과 행사가격 및 

만기일을 조합하여 자신의 독특한 필요에 부합하는 거의 

무한대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물의 기초 

통화선물은 1972 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리오 

멜라메드(Leo Melamed) 회장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는 

브레튼우즈 협정의 붕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도입된 최초의 금융 선물상품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통화상품이 추가되었으며 그 중에는 

유로/ 미국 달러(EUR/USD), 일본 엔/ 미국 달러(JPY/USD),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GBP/USD),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CHF/USD),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CDN/USD),호주 

달러/ 미국 달러(AUD/USD),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 

(MXN/USD), 뉴질랜드 달러/ 미국 달러(NZD/USD), 러시아 

루블/ 미국 달러(RUB/USD), 남아공 란드/ 미국 

달러(ZAR/USD), 브라질 헤알/ 미국 달러(BRL/USD) 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위안/ 미국 달러(RMB/USD)와 한국 원/ 

미국 달러(KRW/USD)가 추가되었습니다.  CME는 더 나아가, 

주요 FX 선물 상품 보다 작은 계약금액을 가지는 ‘E-mini’ 

시리즈를 상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품들은 보통 

미국 달러에 대하여 미 달러화로 호가됩니다.     

손
/익

 

시장가격

풋옵션의 손익 구조

Buy Put Option Sell Put Option



주요 이종통화 상품으로는 EUR/GBP, EUR/JPY, EUR/CHF, 

GBP/CHF, GBP/JPY 등이 있습니다.  또한 CME그룹은 이들 

통화선물 상품의 상당수에 대하여 옵션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ME 통화선물 옵션 

CME 는 FX 선물거래를 위한 주요 시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1982 년부터 선물에 대해 행사 가능한 옵션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들 계약은 행사 시 실제 통화를 

인도하는 대신 통화선물 포지션의 설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통화선물 옵션은 전자거래플랫폼 CME 글로벡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미국식과 유럽식 모두 제공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옵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래소 선물과 유사합니다  .  또한 

통화선물과 마찬가지로 통화선물옵션의 거래량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통화선물의 매커니즘 

선물은 선물환 계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같은 

식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선물은 정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며 표준화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통화선물은 

표준화된 반면 딜러를 통해 유연성 및 맞춤화가 가능한 

장외 FX 거래는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도 거래 실무상 점점 더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FX선물은 CME글로벡스를 통한 전산매매와 거래소 

플로어에서 공개호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집니다.  FX선물계약은 

일반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3월 분기별 주기’)에 일정 

수량의 특정 통화를 인도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6 

따라서 거래자는 2013 년 6 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인도할 

12,500,000엔, 또는 2013년 9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인도할 

125,000 유로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 

6 부록의 표 1 에 CME Group의 4 대 주요 통화선물인 EUR/

USD, JPY/USD, GBP/USD, CHF/USD 의 상품명세를 설명하고 있다.   

 8   |  FX 선물에 대한 이해  |  2013. 4. 22  |  © CME Group 

포지션을 취하거나 JPY/USD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자는 

12,500,000 엔을 인수코자 합니다.  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EUR/USD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자는 125,000 

유로를 인도합니다. 인도를 하는 매도측은 인수를 수용한 

매수자로부터 거래 마지막날 표시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선물 결제가격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JPY/USD 선물계약이 12,500,000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 이는 2013 년 6 월물의 가치가 $126,475.00 

(=12,500,000 엔 x 0.010118 달러/엔)임을 의미합니다. 

JPY/USD 선물의 최소 가격변동폭 또는 호가가격단위인 

‘틱’은 $0.000001 달러 당 엔 또는 $12.50(=$0.000001 x 

12,500,000엔) 입니다.   7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는 JPY/USD 선물이 어떻게 

호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계약은 미국식, 다시 말해 

외화 단위 당 달러로 표시됩니다.  이는 미국 달러당 외화 

단위로 FX거래를 표시해온 은행간시장의 관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화 단위 당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간단히 역수를 취하면 

달러 당 외화 단위로 쉽게 변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13 년 6 월물 JPY/USD 선물의 종가가 0.010118 엔 당 

달러일 경우 이를 변환하면 98.8338 미국 달러 당 일본 엔이 

됩니다(= 1/0.010118).   

미국식 vs.  유럽식 호가방법 
(2013. 4. 12 기준) 

CME 호가 미국식 유럽식 

EUR 당 USD 1.3085 0.7642 

JPY 당 USD 0.010118 98.8338 

GBP 당 USD 1.5338 0.6520 

CHF 당 USD 1.0763 0.9291 

이들 주요 통화선물은 명목가치 $100,000 에서 $200,000 

사이로 대부분의 기관투자가간의 은행간시장에서의 

통화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규  이는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해당 통화선물을 

7 부록의 표 2 에 CME 그룹 4 대 주요 통화선물 시장의 가격표시 

관행을 설명하고 있다. 표 3 에서는 각 계약의 

최소가격변동폭(‘틱’ 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더욱 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거래자는 표준 계약단위의 배수로 쉽게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FX 선물도 여느 선물계약과 마찬가지로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이 예치한 증거금으로 보증됩니다.  계약이행 보증금 

또는 요구증거금은 당일 예상되는 최대 가격 변동을 

반영합니다.  그 뒤에 이들 포지션은 청산소에 의해 매일 

시가평가(일일정산, MTM)됩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이익이나 손실이라도 매일 거래자의 계좌에서 정산됩니다.  

따라서 선물에서는 장부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 가능 vs. 인도 불가능 선물 

위에 나온 4 대 주요 통화선물은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지정 

해외금융기관에 해당 통화를 예치함으로써 실제로 인도해야 

합니다.  CLS 는 한 통화를 다른 통화와 맞교환으로 결제를 

보장하는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특정 통화에 대한 외환통제가 있는 경우와 

같이 통화를 인도하는 것이 종종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외 또는 은행간 통화시장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으로 

해당 통화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물계약 만기시 

현금으로 결제되는 차액결제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선물 계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CME 는 

중국 위안(RMB), 브라질 헤알(BRL) 및 기타 불태환성 

통화들까지 선물상품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계약은 은행간 NDF 시장에서 조사된 대표가격에 따라 

현금결제됩니다.   

베이시스 

선물은 단순 FX 선물환 거래와 가장 잘 비교될 수 있으며 

소위 캐리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선물시장 

참여자는 ‘베이시스’ 또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가격에서 현물가격을 뺀 

값입니다.  

베이시스 = 선물가격 −현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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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는 소위 ‘기준’통화와 ‘상대’통화의 통용되는 

단기금리간의 관계에 따라 양(+) 또는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8  선물계약의 적정 수준 또는 ‘공정 시장가치’는 

선물환 가격의 계산과 매우 유사하며 아래와 같다.     

선물가격 = 현물가격 𝑥 �
1 + �𝑅𝑡𝑒𝑟𝑚 𝑥 � 𝑑

360
� �

1 + �𝑅𝑏𝑎𝑠𝑒 𝑥 � 𝑑
360

� �
� 

가격통화의 금리 Rterm이 기준통화의 금리 Rbase보다 클 

경우 선물은 해당 통화의 현물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며 선물가격에서 현물가격을 뺀 값인 베이시스는 

양(+)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기준통화의 ‘매수 후 보유’에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같은 상황은 선물시장에서 ‘네거티브 

캐리’라고 한다.   

하지만 가격통화의 금리 Rterm이 기준통화의 금리 

Rbase보다 작을 경우 선물은 현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베이시스는 음(-)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기준통화의 매수 후 보유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므로 이 

같은 상황은 ‘포지티브 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물의 

베이시스는 은행간 또는 장외 통화시장에서 말하는 ‘선물환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8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ME의 FX선물은 보통 해당 통화 당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따라서 미국 달러는 가격 

통화(상대통화), 통화쌍의 상대편 통화는 기준 통화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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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3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2013년 6월물 EUR/USD 

선물의 베이시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EUR/USD 의 현물 

가격은 1.3137 인 반면 2013 년 6 월물 EUR/USD 선물은 

1.3143 으로 호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는 0.0006 

또는 6.0핍스가 됩니다.   

베이시스 = 1.3143− 1.3137 =  0.0006 또는 6.0 핍스 

즉 통합된 선물 및 선물환 EUR/USD 곡선은 표 4 및 

도표에서와 같이 원월물과 늦은 결제일일수록 더욱 높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이는 단기 유로 금리가 단기 

미국달러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네거티브 캐리 상황을 

반영합니다.  즉 미국달러 금리(Rterm)가 유로 

금리(Rbase)보다 높습니다.   

참고로 표 4 에서와 같이 미국달러와 유로로 표시된 

단기금리 수익률곡선을 감안하여 만기가 다르면 적용하는 

단기금리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캐리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 선물 또는 

선물환 계약의 만기가 가까와지면서 감소합니다.  이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감소하면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물가격에 대한 선물가격의 차이인 베이시스는 

만기가 다가오면서 0 을 향해 ‘수렴(converge)’하게 됩니다.  

선물계약의 인도시점에서는 선물은 해당 통화를 현물로 

인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용물이 되고 베이시시는 사실상 

0 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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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는 현물 EUR/USD 환율과 2013 년 3 월물 선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두

가격은 서로 매우 근사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베이시스를 분리할 경우 3월물 인도가 이행될

때에 즈음하여는 베이시스가 점점 0을 향해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베이시스 관계가 거래를 구성하는 두 가지

통화의 단기금리간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차익거래자가

상황을 예의주시 하다가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이 서로

비정상으로 벌어질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 년 7 월과 9 월 두 차례 베이시스는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베이시스는 먼저 2012 년 7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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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3월물 EUR/USD 선물 베이시스 

베이시스 

증가 

베이시스 빠르게 

수렴 



소폭 상승한 후 뒤이어 같은 해 9 월에 다소 빠른 속도로 

수렴하락했습니다.  두 차례 상황 모두 미국과 유럽 

단기금리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유럽 국가부채위기가 고조되어 통화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유럽의 금리가 다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뒤이어 2012 년 9 월 미국금리 역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금리차는 7 월에 증가, 9 월에 

수렴함으로써 2013 년 3 월물 EUR/USD 선물 베이시스의 

소폭 상승과 뒤이은 빠른 수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정가격 및 차익거래 

선물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보겟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차익거래자는 선물을 

매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의 현물통화를 매수하여 결국 

선물계약을 대신해 통화를 인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13 년 3 월물 EUR/USD 선물가격이 

적정가격 1.3142 보다 높을우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거래자는 4 월 16 일 현물시장에서 1 미국달러당 

1.3137 유로의 환율로 125,000 유로(또는 선물 1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를 매수하고 약 64 일 후인 6 월 19 일에 

선물계약에 대해 해당 금액의 통화를 인도 하게됩니다.   

만약 거래자가 미국 단기금리로(0.277%) 차입한 자금으로 

유로를 매수해 선물만기일까지 64 일간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 $79 의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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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는 0.055%의 금리로 향후 64 일간 유로에 투자해 

$16 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4 일간 

해당 유로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순 비용은 $164,275 또는 

1.3142가 됩니다.    

1.3142 이상의 모든 가격은 EUR/USD 선물을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현물유로를 매수 하며 

EUR/USD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자의 거래활동을 통해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선물가격은 하락하는 과정을 통해 

균형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125,000 EUR 매수 @ 1.3137 EUR/USD -$164,212 

64일간 USD 차입 @ 0.277% -$79 

64일간 EUR 투자 @ 0.055% $16 

64일간 순 비용 -$164,275 

÷ 125,000 EUR 1.3142 

예상 선물가격 1.3142 

반면에 만약 선물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경우 거래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양의 통화를 매도하여 결국 선물계약을 대신해 

현물을 인수함으로써 통화를 재보유하게 됩니다.   

물론 거래자는 현물 유로를 매도함으로써 0.277%의 

통용되는 미국금리로 달러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되고 

0.055%의 금리로 유로에 투자할 기회는 포기합니다.  

거래자가 선물을 매수할 수 있는 적정가격 1.3142 이하의 

가격은 차익거래자 측의 잠재이익이 됩니다.   

125,000 EUR 매도 @ 1.3137 EUR/USD $164,212 

64일간 USD 투자 @ 0.277% $79 

64일간 EUR 차입 @ 0.055% -$16 

64일간 순 비용 $164,275 

÷ 125,000 EUR 1.3142 

예상 선물가격 1.3142 

현물유로를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게 과정에서 현물유로는 

내리고 EUR/USD 선물은 오르게 되어 적정가격수준에서 

균형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차익거래활동은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물론 사실상 거래자는 차익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즉 

슬리피지(slippage), 중개수수료, 거래수수료 등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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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물은 이론가 대비 위아래 

일정범위 내에서 거래되며 그 범위의 폭은 위에 명시된 

재반비용을 반영합니다.   

적정가격−차익거래비용 < 선물가격

< 적정가격+차익거래비용 

따라서 선물이 위에서 말한 범위 아래로 하락하면 

차익거래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선물이 범위 위로 오르면 차익거래자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선물의 경우에는 차익거래가 다소 간단하고 수반비용도 

적기 때문에 그 차익거래를 위한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FX선물을 이용한 헤징 

환율변동성 리스크에 처해 있는 기업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는 CME의 통화선물계약을 통해 

찾을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징전략 구상시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이 처한 

리스크 노출액(익스포저)의 규모입니다.  헤지의 목적은 한 

시장에서 불리할 것 같은 가격변동을 선물과 같은 

헤징도구를 이용해 가능한 동등한 금액의 반대방향 

포지션을 취함으로서 상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 대한 헤지비율(HR)은 헤지하려는 리스크 노출금액과 

선물 계약단위의 관계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헤지비율(𝐻𝑅)  = 리스크노출금액 ÷선물계약단위 

예: 재무제표가 미국달러로 표시된 미국 소재의 한 기업이 

수개월 후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고 €50,000,000 에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미국달러 

대비 유로가 하락할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헤지비율 = €50,000,000 ÷ €125,000

= 400 𝐸𝑈𝑅/𝑈𝑆𝐷 𝐹𝑋 선물계약 

이때 적절한 전략은 리스크 노출의 해소를 위해 EUR/USD 

선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헤지비율은 리스크 노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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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를 선물 계약단위 €125,000로 나눈 값입니다.  

매도 헤지 

다시 말해 적절한 헤지비율은 리스크 노출금액의 단순한 

선형함수입니다.     

예: 2012 년 2 월 1 일 기준 USD/EUR 의 현물환율은 

1유로당 $1.3158입니다.  이는 지급을 앞둔 €50,000,000의 

현재가치는 $65,790,000임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은 선물 

매도를 통해 이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1.3173 의 가격에 2012 년 9 월물 

EUR/USD 선물 400 계약을 매도합니다.  그 당시의 

베이시스는 15핍스(= 1.3173 - 1.3158)였습니다.   

2012년 8월 1일이 되자 유로의 현물환율은 미국달러 대비 

1.223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50,000,000의 가치는 

약 $4,605,000 하락하여 $61,185,000 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가치 하락은 동 판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차액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현물 

환율 

€5천만에 

해당하는 미국 

달러 금액 

2012년 9월물 

선물 
베이시스 

2012. 2. 

2 
1.3158 $65,790,000 

400계약 매도 

@ 1.3173 
15핍스 

2012. 8. 

1 
1.2237 $61,185,000 

400계약 매수 

@ 1.2243 
6핍스 

-$4,605,000 +$4,650,000 +9핍스

순 이익 $45,000 

하지만 이 기업은 선물 400 계약을 매도함으로써 현물환 

시장에서의 손실을 상쇄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물 선물은 1.3173에서 1.2243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선물시장에서 

$4,650,000 의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결국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추가로 $45,000 또는 

9핍스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거래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베이시스 변동에 있습니다.  

선물/현물 베이시스는 원래 수준인 15 핍스에서 9 핍스로 

축소됐습니다했다. 이 기업은 선물시장에서 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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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고 현물시장에서 유로를 매수하며 효과적으로 

‘베이시스 매도(short the basis)' 거래를 했습니다.   

매수 헤지 

앞의 예에서는 유로가 미국달러 대비 하락할 가능성을 

상쇄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 즉 ‘매도 헤지’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선물을 

매수(현물 매도)해야 하는 ‘매수 헤지’ 상황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예: 250,000,000 멕시코페소(MXN)를 지급하기로 하고 

멕시코 기업과 상품구매 계약을 맺은 미국 수입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분명 

계약 체결일과 대금 지급일 사이에 미국달러 대비 

멕시코페소의 가치가 강세가 될 가능성을 우려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적절한 헤지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CME의 MXN/USD 선물은 500,000 멕시코페소 

인도를 계약단위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페소당 미국달러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헤지비율은 아래와 같이 선물 

500 계약으로 산출됩니다.   

헤지비율 = 250,000,000 𝑀𝑋𝑁 ÷ 500,000 𝑀𝑋𝑁

= 500
𝑀𝑋𝑁
𝑈𝑆𝐷

선물계약 

2013년 1월 15일, USD/MXN 현물 환율은 유럽식 호가로 

1 미국달러당 12.6103 멕시코페소였습니다.  하지만 CME의 

MXN/USD 선물은 미국식으로 호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12.6103의 역수를 계산하여 1 멕시코페소당 $0.079300 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250,000,000 멕시코페소는 

$19,825,000 에 해당하며  기업은 이 금액에 해당하는 

MXN/USD 선물계약을 매수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15일이 되자 두 통화간 환율이 1 미국달러당 

12.2820 멕시코페소 또는 1 멕시코페소당 $0.081420 으로 

변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해야 할 250,000,000 

멕시코페소의 현재 가치는 $20,355,000 로 증가했으며. 

헤지를 하지않았다면 손실이 $530,000 에 이름을 

의미합니다.   

현물 환율 

2억 5천만 

MXN 해당 

미국 달러 

금액 

2008년 

12월물 

선물 

베이시스 

2013. 

1. 15

12.6103 

또는 

0.079300 

$19,825,000 

500계약 

매수 @ 

0.078050 

-12.50핍스

2013. 

4. 15

12.2820 

또는 

0.081420 

$20,355,000 

500계약 

매도 @ 

0.081900 

4.8핍스 

-$530,000 +$962,500 +17.30핍스

순이익 $432,500 

수입업자는 시장 가격인 0.078050 으로 2013 년 6 월물 

MXN/USD 선물 500 계약을 매수하여 매수 헤지를 

취했습니다.  2013 년 4 월 15 일이 되자 2013 년 6 월물 

계약의 가격은 0.081900으로 올랐으며 이는 선물시장에서 

이익 $962,500 및 순이익 $432,500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순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베이시스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효과적으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베이시스 매수(long the 

basis)’ 거래를 했으며 베이시스가 17.30핍스(4.8핍스에서 -

12.50핍스를 뺀 값)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 

본 상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CME그룹 웹사이트 
www.cmegroup.com/fx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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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CME FX선물 계약명세 

EUR/USD 선물 
JPY/USD 

선물 
GBP/USD 선물 CHF/USD 선물 

계약 단위 125,000 EUR 12,500,000 JPY 62,500 GBP 125,000 CHF 

최소가격변동폭(틱) 
$0.0001/EUR 

($12.50) 

$0.000001/JPY 

($12.50) 
$0.0001/GBP ($6.25) 

$0.0001/CHF 

($12.50) 

가격 제한폭 제한 없음 

결제월 3월 분기월 주기(3월, 6월, 9월, 12월)의 첫 6개월 

CME글로벡스 거래시간 
일요일~목요일: 오후 5:00 ~ 익일 오후 4:00 

(시카고시간) 

거래 마감일 결제월 세 번째 수요일 전 2영업일 

인도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이용 

포지션 한도 한도 없음 

티커 심볼 6E 6J 6B 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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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FX선물 시세 
(2013. 4. 12 기준) 

결제 

가격 

역수 RTH 

거래량 

글로벡스 

거래량 

미결제 

약정 

EUR/USD 선물(125,000 EUR) 

2013. 6월물 1.3085 0.7642 3,177 239,944 214,401 

2013. 9월물 1.3094 0.7637 241 1,609 

2013. 

12월물 
1.3106 

0.7632 21 
235 

2014. 3월물 1.3116 0.7624 13 

2014. 6월물 1.3129 0.7617 12 

JPY/USD 선물(12,500,000 JPY) 

2013. 6월물 0.010118 98.8338 2,164 204,326 209,005 

2013. 9월물 0.010125 98.7654 325 1,863 

2013. 

12월물 
0.010136 

98.6582 14 
130 

2014. 3월물 0.010149 98.5319 22 

2014. 6월물 0.010163 98.3961 2 2 

2014. 9월물 0.010179 98.2415 1 1 

GBP/USD 선물(62,500 GBP) 

2013. 6월물 1.5338 0.6520 6,826 75,947 204,539 

2013. 9월물 1.5332 0.6522 10 276 

2013. 

12월물 
1.5329 

0.6524 1 
33 

2014. 3월물 1.5327 0.6524 33 

CHF/USD 선물(125,000 CHF) 

2013. 6월물 1.0763 0.9291 6,734 29,290 51,004 

2013. 9월물 1.0777 0.9279 23 

주) ‘B’는 매수호가(bid), ‘A’는 매도호가(ask)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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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FX선물 계약금액 및 호가단위 
(2013. 4. 12 기준) 

계약 

단위 

2013년 6월물 

가격 

계약 

금액 

최소호가 

단위 

최소호가 

금액 

EUR/USD 선물 125,000 1.3085 $163,562.50 $0.0001 $12.50 

JPY/USD 선물 12,500,000 0.010118 $126,475.00 $0.000001 $12.50 

GBP/USD 선물 62,500 1.5338 $95,862.50 $0.0001 $6.25 

CHF/USD 선물 125,000 1.0763 $134,537.50 $0.0001 $12.50 

표 4: EUR/USD 선물 및 선물환 곡선 
(2013. 4. 16 장중 자료) 

만기 잔존일수 가격 
베이시스 

(핍스) 

현물 
2013. 4. 

18 
2 1.3137 

1개월 선물환 
2013. 5. 

20 
34 1.313950 2.5 

2개월 선물환 
2013. 6. 

18 
63 1.314200 5.0 

2013년 6월물 선물 
2013. 6. 

19 
64 1.314300 6.0 

3개월 선물환 
2013. 7. 

18 
93 1.314500 8.0 

2013년 9월물 선물 
2013. 9. 

18 
155 1.315400 17.0 

6개월 선물환 
2013. 10. 

18 
185 1.315400 17.0 

2013년 12월물 선물 
2013. 12. 

18 
246 1.316000 23.0 

9개월 선물환 
2014. 1. 

21 
280 1.31660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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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2013 CME그룹. 모든 권한 보유. 

선물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예치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손해를 입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 
자금의 일부만을 한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Globe 로고,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및 Globex®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와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의 상표입니다.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및 ClearPort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ME 
Group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각의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 문서 상의 정보는 CME그룹이 일반적인 용도로만 편집한 것입니다. CME그룹은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그룹은 본 문서 상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사용한 모든 예제들은 오직 설명을 돕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써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규정 및 사양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및 NYMEX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사양과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