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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년물 미국채선물은 1977 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상장 

되었습니다.  이 상품 라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10 년물, 

5 년물, 2 년물, 30 년물 "울트라" 국채선물로 

확대되었습니다.1   

 

세월이 흐르며 미국 국채투자의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 상품 라인의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채 투자 규모는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리스크 

노출을 줄이거나 감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중장기 국채 선물의 기본사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독자가 이표부 국채에 관하여 피상적인 수준의 

지식만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채시장의 운영방식에 관한 기초적인 설명 후, 미국 

국채선물 계약의 기능은 물론, 미국 국채선물의 리스크 관리 

응용법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표부 미국 재무부 증권(국채증권) 

 

미국 연방정부 재무부 장기채와 중기채는 미국 정부에 대한 

대출입니다.  국채 소유주는 지분이나 주식 소유주가 아닌 

채권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기일에 해당 채권의 액면가 

또는 원금을 지불하며 연 2 회 반기마다 이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재무부 채권은 흔히 "리스크 없는" 투자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 채권을 "완전한 신의와 

신용"으로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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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매수자는 해당 장기채나 중기채를 액면가가 지급되는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 만기일 이전에 유통 시장에서 이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투자자는 장기채나 

중기채의 시장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당시의 

채권 수익률에 따라 액면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6 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에 만기되는 액면가 $100만의 연이율 

3-5/8% 국채를 매수할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주기로 이표 금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면가의 1-13/16%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2월과 8월에 각 $18,125씩 매년 총 $36,250(= $100만의 3-

5/8%)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2021년 2월 만기 시점에 

$100만의 액면가가 상환되고 국채가 만기됩니다.   

 

가격/수익률의 관계  

 

시장에서 채권 투자의 성과를 지배하는 핵심 요소는 

수익률과 가격 변동 방향 간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며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원금 가치가 침식당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채권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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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상승하면 ���� 가격은 하락 � � � � 

 

수익률이 하락하면 ���� 가격은 상승 � � � � 

 

이러한 역방향의 관계는 시장을 하나의 경매소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가 채권 수익률이 6%일 때, 

6%의 10 년물 국채를 매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에 따라 투자자는 해당 증권의 액면가 100%를 

지불합니다.  이후 채권 수익률이 7%로 상승합니다.  해당 

투자자가 자신이 매수한 6% 이표를 지닌 채권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증권의 액면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호가가 7%에 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려면 

액면가에서 할인된 금액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즉,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금리 하락 시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리가 

5%로 하락하면 투자자가 매수한 증권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제 투자자는 액면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채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의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을 수반합니다.  이 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액면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연 2 회 이표 

이자를 받습니다.   

 

호가 관행  

 

현물시장에서 수익률로 호가가 제시되는 

단기금융상품(재무부 단기 증권 및 유로달러를 포함)과는 

달리, 이표부 채권들은 흔히 액면가의 백분율(액면가의 

1%의 1/32 로 절삭)로 호가가 제시됩니다. 

 

예, 장기채나 중기채를 97-18 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액면가 97% + 18/32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수점으로 표기하면 97.5625 가 됩니다.  따라서 100 만 

달러 액면가 채권의 가격이 $975,625 에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97-18 에서 97-19 로 1/32 오르면 이는 

$312.50($100 만 액면가를 기준으로)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흔히, 이 채권들은, 특히,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채권들은 1/32 보다 미세한 단위로 호가되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가격을 1/64 단위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언급한 장기채나 단기채의 가치가 97-18/32 에서 

1/64 상승하면 97-18+로 호가될 수 있습니다.  뒤에 첨가된 

“+” 기호는 +1/64 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는 1/128 단위로 호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의 채권이 

97-18/32 에서 1/128 상승할 경우, 97-182 로 호가될 수 

있습니다.  맨 끝의 “2”는 1/32 의 2/8 또는 1/128 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97-18/32 에서 3/128 상승하면 97-

186 에 호가될 수 있습니다.  맨 끝의 “6”은 1/32 의 +6/8 

또는 3/128 으로 보면 됩니다.   

 

때로는 다른 소수점을 사용하는 호가 체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97-182 가 97-18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97-18+의 가격이 97-18½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7-186 의 가격이 97-18¾으로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의 호가 관행도 이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97-182 는 현물이든 선물이든 무조건 동일합니다.  

액면가의 97% + 18/32 + 1/128 을 의미합니다.   

 

호가 관행 

 

현금 가격 의미 
소수치 

(액면가의 %) 
선물 호가 

97-18 97-18/32 97.5625  97-18 

97-182 또는  

97-18¼ 

97-18/32 

+ 1/128 
97.5703125 97-182 

97-18+ 또는 

97-18½ 

97-18/32 

+ 1/64  
97.578125 97-185 

97-186 또는 

97-18¾ 

97-18/32 

+ 3/128  
97.5859375 97-187 

 

하지만 현물시장의 경우, 맨 끝의 “2”는 1/32 의 2/8, 즉 

1/128 을 의미합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 맨 끝의 “2”는 0.25 

x 1/32 값 또는 1/128 을 절삭한 값을 표시합니다.  현물 

시장의 97-18+은 선물 시장의 97-185 과 동일합니다.  맨 

끝의 “5”는 0.5 x 1/32 또는 1/64 를 의미합니다.  현물 

시장에서의 97-186 호가는 선물 시장의 97-187 과 

동일합니다.   맨 끝의 “7”은 0.75 x 1/32 = 3/128 을 절삭한 

값을 표시합니다. 

 

정상적인 상업적 "거래 단위"는 액면가 $100 만입니다.  그 

이하는 "단주"라 합니다.  하지만 액면가 $1,000 의 미국 

국채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작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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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의 입장에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싶은 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0 년물 미국 국채, 10 년물 미국 

국채와 5 년물 미국 국채 선물은 액면가 $10 만 단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 년물, 2 년물 국채 선물은 액면가 

$20 만 단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과 이자 및 결제 관행 

 

일반적으로, 협의된 이표부 채권 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추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마지막 반기 이표 이자 

지급일로부터 해당 채권의 결제일까지의 경과이자를 

보상해줍니다.   

 

예, 2013 년 1 월 10 일입니다.  2022 년 11 월에 만기되는 

액면가 $100 만, 연이율 1-5/8% 의 10 년물 국채를 97-

18+($975,781.25)의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 

때 결제일은 그 다음날인 2013 년 1 월 11 일이고 수익률은 

1.894%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이 채권의 가격 외에 추가로, 매도인에게 채권의 

원래 발행일인 2012년 11월 15일부터 결제일인 2013년 1월 

11일까지의 경과 이자 $2558.70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이자는 발행일인 2012년 11월 15일부터 다음의 이표 

지급일인 2013년 5월 15일까지의 이자 $2,558.70[= 

(57/181) x ($16,250/2)]을 기준으로 하여 그간 누적된 

이자(경과 이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총 매입가는 

$978,339.95입니다.     

 

중기채의 가격 $975,781.25 

경과 이자 $2,558.70 

총계 $978,339.95 

 

일반적으로 채권은 연방준비은행의 전신 송금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인의 은행 계좌에서 매수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의 대가인 채권이 이체됩니다.  그러한 거래는 결제일에 

완료되며 결제일은 거래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일에 결제가 이뤄지는 일반 선물 시장과는 달리, 

실제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미국 국채를  매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날인 금요일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금요일에 미국 국채를  매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위 “skip date”라 하여 하루를 건너뛰고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월요일에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skip-skip date”라 하여 이틀을 건너뛰거나 “skip-skip-

skip date"라 하여 사흘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기타 등등).  

이렇게 결제일을 연기하는 방식은 미국 재무부의 지급일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미래 현금흐름을 조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결제일을 연기하는데 있어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현물 채권들은 

선도계약의 형태로도 효과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국채 입찰 일정 

 

미국 국채 증권은 미국 재무부가 채권 딜러들로부터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입찰을 통해 딜러들에게 

판매합니다.  각 입찰에 배정된 채권의 일정량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입찰가 평균 가격에 판매됩니다.   

 

특정 미국 국채 증권의 실제 발행 시점 이전에 소위 “WI” 

기준, 즉 “발행 시” 매매하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WI 매매 방식을 통하여 거래할 경우,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에는 채권의 가격이 아닌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 입찰일정 

 

 만기 입찰일정 

현금관리증권 
일반적으로 1-

7 일 
필요에 따라 

단기재정증권 
4 주, 13 주 및 

26 주 
매주 

단기재정증권 52 주 매월 

재무부 중기채 

2, 3, 5, 7 년 매월 

10 년 

2 월, 5 월, 8 월, 11 월, 나머지 

8 개달에는 이전 경매일에 

판매된 증권의 추가 물량 

판매(리오프닝). 

재무부 장기채 30 년 

2 월, 5 월, 8 월, 11 월, 나머지 

8 개달에는 이전 경매일에 

판매된 증권의 추가 물량 

판매(리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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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채(

TIPS) 

5 년 

4 월. 8 월과 12 월에 이전 

경매일에 판매된 증권의 추가 

물량 판매(리오프닝) 

10 년 
1 월과 7 월. 3 월, 5 월, 9 월 

및 11 월에 리오프닝 

3 년 
2 월. 이어 6 월과 10 월에 

리오프닝 

 

특정 채권의 입찰을 마치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재무부는 

시장의 수익률에 근접한 이표를 장기채와 중기채에 

첨부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표부 장기채와 중기채를 가격이 

아닌 수익률 기준으로 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재정증권은 계속 수익률 기준으로 호가되고 거래됩니다.  

이전에 수익률을 기준으로 완료된 거래는 표준 가격-수익률 

공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채권의 실제 발행일의 가격에 

결제됩니다.     

 

증권 딜러들은 이 채권을 매수하여 연금기금, 보험회사, 

은행, 기업 및 소매 투자자들을 포함한 자신의 고객들에게 

판매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특정 만기를 지닌 

채권들은 "on-the-run”("온더런") 채권이라 불립니다.  

온더런 채권은 일반적으로 가장 유동적이며 활발하게 

거래되므로 흔히 가격 벤치마크로 사용됩니다.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들은 "off-the-run”(오프더런) 채권이라 불리며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재무부는 현재 4 주, 13 주, 26 주, 52 주 만기의 

단기재정증권과 2 년, 3 년, 5 년, 7 년 및 10 년 만기의 

중기채, 그리고 30 년 만기의 장기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무부는 4 년, 20 년 만기의 채권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재무부는 초단기 현금관리증권을 

물가지수연동국채(TIPS)와 함께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런" 

 

만약 현금 딜러에게 "런"의 호가를 묻는 다면, 딜러는 

현재의 온더런 단기재정증권에서 중기채 및 30 년물 

장기채에 이르는 다양한 온더런 채권 관련 수익률을 제시할 

것입니다. 30 년물 장기채는 재무부 채권 가운데 만기가 

가장 길어 흔히 "롱 본드"라고도 불립니다.   

 

 

 

‘런’ 채권의 호가 방법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이표 만기 가격 수익률 

4 주 만기 국채  02/07/13  0.036% 

13 주 만기 

국채 
 04/11/13  0.051% 

26 주 만기 

국채 
 07/11/13  0.086% 

52 주 만기 

국채 
 01/09/14  0.127% 

2 년 만기 국채 1/8% 12/31/14 99-24 1/4 0.244% 

3 년 만기 국채 3/8% 01/15/16 100-00 0.372% 

5 년 만기 국채 3/4% 12/31/17 99-25 3/4 0.788% 

7 년 만기 국채 1-1/8% 12/31/19 99-27+ 1.294% 

10 년 만기 

국채 
1-5/8% 11/15/22 97-18 3/4 1.895% 

30 년 만기 

국채 
2-3/4% 11/15/42 93-15 3.085%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을 가리켜 "신규(new)" 증권이라 

부릅니다.  위 예에서 2013 년 1 월 11 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10 년물 국채는 1-5/8%의 2022 년 11 월 

만기 채권(신규 채권)이었으며 old 채권은 1-5/8%의 

2022 년 8 월에 만기되는 채권, old-old 채권은 1-3/4%의 

2022 년 5 월 만기 채권, 그리고 old-old-old 채권은 2%의 

2022 년 2 월 만기 채권이었습니다.   

 

2013 년 1 월 11 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10 년물 

국채는 1 5/8%의 2022 년 11 월 만기 채권(신규 

채권)이었으며 old 채권은 1-5/8%의 2022 년 8 월에 

만기되는 채권이었으며 old-old 채권은 1-3/4%의 2022 년 

5 월 만기 채권, 그리고 old-old-old 채권은 2%의 2022 년 

2 월 만기 채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해당 증권을 이표와 만기로 

설명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 21”이라 함은 2% 

이표의 2021 년 11 월 15 일 만기 채권을 의미합니다.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발행 시 매매” 10 년물 국채는 

없었습니다..  WI 는 일반적으로 최초 입찰일 직후 확정되는 

이표 이자 예측에 토대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호가되고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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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물 국채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이표 만기 가격 수익률 

WI     

온더런 1-5/8% 11/15/22 97-18 3/4 1.895% 

Old 채권 1-5/8% 8/15/22 98-01 3/4 1.847% 

Old-Old 1-3/4% 5/15/22 99-18 3/4 1.798% 

Old-Old-Old 2% 2/15/22 102-04 3/4 1.743% 

 2% 11/15/21 102-17 3/4 1.688% 

 2-1/8% 8/15/21 103-28 3/4 1.637% 

 3-1/8% 5/15/21 112-05 3/4 1.562% 

 3-5/8% 2/15/21 116-04 1/4 1.501% 

 2-5/8% 11/15/20 108-18 1.465% 

 2-5/8% 8/15/20 108-22 1.414% 

 3-1/2% 5/15/20 115-01+ 1.341% 

 3-5/8% 2/15/20 115-25+ 1.288% 

 1-1/8% 12/31/19 98-27 3/4 1.295% 

 1% 11/30/19 98-05 3/4 1.277% 

 3-3/8% 11/15/19 114-00 3/4 1.232% 

 1-1/4% 10/31/19 99-31 3/4 1.251% 

 1% 3/30/19 98-16 1/4 1.232% 

 

채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채권에 콜 

행사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콜 행사권(임의 상환권)이 

있는 채권은 발행인이 지정된 행사가(일반적으로 만기 전 

액면가의 100%)에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채에 대한 콜 행사권이 있을 경우, 이표, 

콜, 만기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3/4%, 

11/2009-14 로 표기될 경우, 2009 년 11 월부터 콜 행사권을 

지니는 2014 년 만기 채권을 뜻합니다.   

 

1986 년 2 월 이전에는 미국 재무부가 30 년물 국채 발행 시, 

일반적으로 25 년 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등록된 채권을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유통하도록 하는 STRIPS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후 

발행되는 모든 신규 10 년물 및 30 년물 국채에 

적용함으로써 이전의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    

                                                
4  STRIPS       

 .  1986  ,    
   Merrill Lynch  Salomon Bros   
   TIGeRs, CATS     

.   , 10    ,  
         

.  5       

'롤'과 유동성 

 

활발하게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의 경우, 유동성이 가장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프더런 채권보다는 최근에 발행된 온더런 채권을 

선호합니다.   

 

재무부 채권의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온더런 채권의 

유동성이 더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채는 주로, 

채권을 매수하여 자신의 고객들에 판매하려는 브로커 

딜러들에게 입찰을 통해 판매됩니다.  이 채권들은 흔히 

만기까지 이를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에 의해 매수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이러한 채권들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다른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또는 STRIPS 프로그램에 따라 이표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보관실로 이동할 경우,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수호가/매도호가 간의 스프레드가 

과다 확대되어 해당 채권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한 만기의 채권에 비해 

온더런의 가격이 높고 수익률은 낮은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30 년물 국채에서 가장 뚜렷하게 목격됩니다.   

 

트레이더들은 구 증권을 매도하고 가장 유동성 높은 채권인 

온더런 포지션을 취하기 위하여  지표채권으로 갈아타는 

"롤"거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딜러들은 롤 

거래 시, 구 채권/신규 채권을 하나의 거래로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 5    ,  10   

     10   
   .        
       

        
.  ,  STRIP      

      .  1986  
2   10  30     

   CUSIP    .  CUSIP 
        

,    .   STRI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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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위 표에 있는 “올드 채권”은 1.847%의 수익률에 

호가되었으며 "신규 채권"은 1.895%였습니다. 

  이 경우에 롤의 호가는 약 -5bp (베이시스 포인트) 

입니다(-0.048% = 1.847% - 1.895%). 

   

이러한 상황은 트레이더들이 유동성이 제시하는 안전성을 

얻기 위해 약간의 수익률을 희생하고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을 매수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대치되는데 

이는 유동성에는 일반적으로 관측 가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013 년 1 월 10 일의 경우는 온더런 10 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올드 채권보다 오히려 높은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공급 

물량이 과다하였고 이 10 년 국채의 비교적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Repo 금융  

 

레버리지는 선물 트레이더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입니다.  

선물 포지션을 마진을 적용하여 자신의 자본을 확장 

사용하듯이 미국 국채 시장은 "repo"(이하 "리포") 금융 

계약을 통해 국채 자산을 레버리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리포 또는 약자 RP 로도 불리는 환매 조건부 채권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간편한 기법입니다. 

국채를 활용하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금융 기법입니다.  

리포 계약의 경우, 채권자는 같은 날 전신송금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자에게 보내고 차입자는 특정한 기간 안에 

거래를 뒤집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채를  채권자에게 전송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차입자는 리포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채권자는 역 리포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수의 은행들과 채권 딜러들은 리포 거래를 

신청하여 신용이 확인된 고객들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핵심은 채권자가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국채 채권을 받음으로써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리포 거래는 일반적으로 익일에 집행되지만 1 주, 

2 주 또는 한 달 후에 집행되도록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의 안전장치를 위해 흔히 제 3 자 수탁사가 채권자와 

차입자의 사이에 개입(즉, 3 자간 합의)합니다.  익일 리포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준 기준금리와 비슷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체의 미국 국채는 “훌륭”한 담보물 또는 “보편적”인 

담보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채 공급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딜러들이 국채가 "특가" 상황에 있다고 

발표하고 차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중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채 선물 인도 관행 

 

일부 트레이더들이 오리지널 또는 "전통적" 30 년물을 

"30 년물 국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상당히 

부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채 선물은 15 년에서 25 년 사이에 

만기되는 일체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계약 조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창구는 

한때 15 년에서 30 년까지 확대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당시에는 “30 년물 국채 선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였습니다.    

 

울트라 국채 선물 계약에는 인도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최소 

25 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울트라 국채 계약의 개발 후, 국채 선물 

계약에 적용되는 만기 범위는 15-30 년에서 15-25 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울트라 국채 계약은 관련법이 

수정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30 년물 국채 계약으로 부르고 

원래의 채권 선물 계약은 "전통적" 국채 선물이라 부르는 

것이 올바른 호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 장기채와 중기채를 "6% 

계약"이라 편하게 지칭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기채 

선물과 재무부 중기채 선물은 6% 이표를 토대로 명목 

금리에 가격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계약은 위에 언급한 만기 규정에 

부합하는 "일체"의 이표 채권의 인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꼭 6% 이표 채권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딱 6%의 이표를 지닌 적격 

만기의 채권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적 폭넓게 정의된 인도 요건 때문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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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와 만기 조건을 지닌 상당수의 채권이 인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울트라 국채 선물 

계약에는 물론, 2, 3, 5, 10 년의 재무부 중기채 선물에도 

적용됩니다.   

 

문서 말미의 표 1 은 CME Group 국채 선물 상품 계약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환계수 청구 체계 

 

이표 및 만기가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지닌 채권들은 

대부분 투자 커뮤니티에 의해 그 가치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표가 높은 채권은 당연히 이표가 낮은 유사한 

채권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반드시 선물 계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숏 포지션을 취한 측이 만기가 도래한 선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채권을 인도하는 경우, 롱 포지션 투자자는 

숏 투자자에 지정된 청구 가격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선물 계약은 숏 투자자의 임의 

재량으로 다양한 범위의 채권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청구 금액은 판매된 채권의 해당 가격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채 선물은 "전환계수" 청구 시스템을 통하여 6% 

선물 계약 표준을 참조하여 제시된 해당 채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채권 인도 시,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 

지급하는 “원금 청구 금액”은 선물 결제 가격 x 전환계수 CF 

x $1,000 입니다.   

 

여기서 상수 $1,000 는 대부분의 재무부 중기채 및 재무부 

장기채 선물에 적용되는 계약 단위인 $10 만 달러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2 년물 국채 계약은 $200,000 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체결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2 년물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상수를 $2,000 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x	 	 	x	$1,000 
 

가장 최근의 반기 이자 지급일 이후에 누적된 경과 이자는 

원금 청구서에 추가되어 "총 청구 금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 	 	 	 + 	  

 

전환계수는 인도된 채권이 6%의 수익률을 지급할 때의 

가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높은 

채권일수록 더 높은 전환계수를 갖기 마련이며 이표 이자가 

낮은 채권일수록 낮은 전환계수를 갖게 됩니다.  특히 표준 

6% 계약보다 낮은 이표를 지닌 채권의 경우, 1.0 미만의 

전환계수를, 6% 계약 채권보다 보다 높은 이표를 지닌 

채권의 경우, 1.0 이상의 전환계수를 지니게 됩니다.   

 

예,  2019 년 3-3/8% 10 년물 국채 선물의 2013 년 3 월, 

10 년물 국채 선물 대비 전환계수는 0.8604 입니다.  이는 3-

3/8% 채권의 가격이 6% 채권 대비 약 86% 정도에 

책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31-23+/32(또는 소수점 

가격이 131.734375)의 선물 가격을 지닌  경우, 원금 청구 

가격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131.734375	�	0.8604	�	$1,000= $113,344.26 
 

예, 2022 년 1-3/4%국채의 인도 시 2013 년 10 년물 국채 

선물에 대한 전환계수는 0.7077 입니다.  이러한 1-3/4% 

채권의 가격은 6% 채권의 약 71% 정도에 책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1-23+(131.735375)의 선물 가격을 가정할 

때, 원금 청구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131.734375	�	0.7077	�	$1,000= $93,228.42 
 

총 청구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반기 이자 지급일 

이후 누적된 금액을 원금 청구 금액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최저가 인도 채권(CTD) 

 

전환계수 청구 시스템의 목적은 모든 인도 채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떠한 

적격 채권을 인도해도 되는 숏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계수 시스템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물 가격과 원금 청구 금액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특정 채권이 "최저가 인도" 채권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7  |     |  2013  1  15    |  © CME GROUP    

예를 들어, 2013 년 1 월 10 일에는 3-3/8%-19 국채를 114-

00¾($10 만 액면가 유니트당 $114,023.44)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1-¾%-22 증권의 가격은 99-18¾($10 만 

액면가 유니트 당 $99,585.94)이었습니다.  이러한 현물 

가치와 원금 청구 금액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3/8%-19  1-3/4%-22 

선물 가격 131-23+  131-23+ 

x 전환계수 0.8604  0.7077 

x $1,000 $1,000 $1,000 

원금 청구액 $113,344.26 93,228.42 

현물 가격  ($114,023.44) ($99,585.94) 

인도 시 이익/손실 ($679.18) ($6,357.52) 

 

위의 분석은 3-3/8%-19 증권 인도 시 $679.108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1-3/4%-22 채권 인도 시에는 훨씬 큰 

$6,357.52 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1-3/4%-22 채권을 인도하기보다는 

3-3/8%-19 채권을 인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몇몇의 유사한 채권이 CTD 로 

자리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식별하는 것은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더(기초가 상품 거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더는 현물과 선물간의 아주 작은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싼값”물건을 매수하고 “비싼”물건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차익 거래 투자자들은 베이시스를 통해  상관관계를 추적할 

것입니다.  베이시스는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현물 가격에서 "조정된 선물 가격"을 

차감한 금액, 또는 미래 선물 가격에 전환계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는 채권 인도 시 현실화할 수 있는 손익과 

유사한 뜻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익과는 다르게 

베이시스는 32 분의 1 단위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1/4 

베이시스 포인트는 40/32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물 가격에서 조정 선물 가격을 차감(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차감하는 대신)하는 관점에 볼 때는 "역의 형태"로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 	 	 	  

 	 	 = 	 	 	x	 	  

 

예, 3-3/8%-19 및 1-3/4%-22 국채의 가격과 조정된 선물 

가격을 비교하면 베이시스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8%-19  1-3/4%-22 

현물 가격  114-00¾  99-18¾  

선물 가격 131-23+  131-23+ 

x 전환계수 0.8604  0.7077 

조정된 선물 가격 (113-11) (93-072) 

베이스 (단위 1/32) 21.734 203.441 

 

3-3/8%-19 선물에 대한 21.734/32 의 베이시스는 인도 시, 

상기 $679.18 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1-

3/4%-22 선물에 대한 203.441/32 의 베이시스는 인도 시, 

$6,357.52 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그리고 일반적인 규칙의 관점에서, 

가장 낮은 베이시스, 즉, 인도 시점에 가장 많은 이익, 또는 

가장 낮은 손실을 기록하는 채권이 CTD 인 것입니다.  3-

3/8%-19 베이시스의 선물은 1-3/4%-22 선물에 비하여 싼 

채권입니다.   

 

문서 말미의 표 2 는 2013 년 1 월 10 일을 기준으로, 

2013 년 10 년물 국채 선물 계약에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적격 채권의 베이시스를 보여줍니다.  표 2 를 참조해 보면 

3-3/8%-19 가 가장 낮은 베이시스를 보였으므로 이것이 

CTD 채권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TD 채권과 유사한 이표와 만기를 지닌 유사한 

채권이 몇몇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 적격 

채권의 전체가 합리적으로 유사한 이표와 만기를 지닌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채 선물이 CTD 채권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가격의 

궤적을 따르거나 유사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범위까지 

CTD 채권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베이시스 

또는 헤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아래에 설명한 것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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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아주 흔히 사용되는 투자 기법이라고 말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베이시스 포지션을 식별하기 위하여 특정 용어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 을 매도할 때는 

“베이시스  매수” 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베이시스 매도” 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의 전환계수가 

반영된 비율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베이시스 매수” = 
현물  매수  

& 선물 매도 

   

“베이시스 매도” = 
현물  매도 

& 선물 매수 

 

예, 3-3/8%-19 에 액면가 $1 천만의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0.8604 의 전환계수를 참조하여 86 개의 2013 년 3 월 

선물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예, 1-3/4%-22 에 액면가 $1 천만의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0.7077 의 전환계수를 참조하여 71 개의 2013 년 3 월 

선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환계수를 참조하여 식별한 비율에 따라 베이시스를 

거래함으로써 양쪽 스프레드의 변화 또는 변동성 간에 

대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환계수가 

일반적으로 선물 대비 현물 포지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계수는 

상대적 가치를 표시하는 수치임으로 그 안에는 상대적 

변동이나 가격의 움직임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CTD 는 왜 하나인가?  

 

전환계수 청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모든 인도 

적격 채권들은 유사한 베이시스를 지니고, 따라서 어떤 

증권을 인도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동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의 채권이나 몇몇의 채권이 CTD 로 부상하게 됩니다.   

 

전환계수 청구 시스템은 (1) 모든 인도 적격 채권이 동일한 

수익률을 지니고 (2) 수익률이 6%라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현물 시장의 왜곡”이 존재합니다.   

 

추가로, 수익률이 표준 6% 계약보다 높거나 낮아질 경우, 

전환계수 산출법에 담긴 수학적 왜곡이 특정 이표와 만기를 

지닌 채권으로 모이게 합니다.  따라서 “전환계수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현물 시장의 왜곡 

 

 현물 시장의 왜곡은 채권의 상대적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의 불균형” 또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숏 포지션은 다른 채권을 인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채권을 인도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사한 이표와 만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서로 

다른 수익률을 지니는 몇몇 구체적인 이유로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 재투자 리스크, 유동성 선호도,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향식 또는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 환경에서는 만기 

기한이 많이 남은 채권들이 유사한 단기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습니다.  반면 반대 방향의 수익률 곡선 

환경에서는 단기 채권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가파른 수익률 곡선의 .환경에서는 수익률이 낮고 만기가 긴 

채권을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역방향의 곡선 환경에서는 

만기 기한이 짧은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2008 년에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전에는 

15 년간 수익률 곡선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소는 역사적으로 볼 때 30 년물 국채 선물 

계약의 인도 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수익률 곡선이 일반적으로 

가팔라지고 있어 10 년물과 30 년물의 수익률이 1%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요인은 아래에 설명한 

전환계수의 왜곡에 가려 있어 그 상태가 과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또는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 수익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 

투자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표에서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은 기존의 단기 금리에 재투자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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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합니다.   재투자 리스크가 눈에 뜨게 높아질 경우, 

투자자들은 제한적인 재투자 리스크를 지닌 낮은 이표의 

저금리 이표부 채권을 선호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금리 

이표를 지닌 채권이 CTD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최근에 발행된 채권이나 "온더런" 

채권은 "오프더런"(off the run) 채권에 비하여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온더런 채권의 호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수익률은 자연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온더런 채권이 CTD 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세 고려 사항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표의 

인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저금리 이표에 비하여 높을 수 

있습니다.   

 

 전환계수의 왜곡  

 

이러한 현금 시장의 왜곡보다는 어쩌면 전환계수의 수학적 

왜곡에서 비롯되는 전환계수 체계의 왜곡 또는 전환계수의 

왜곡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6%의 표준 계약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경우, 만기 

기한이 긴 채권이, 즉, 저금리 이표의 긴 만기 기한 채권이 

CTD 가 될 것입니다.  수익률이 6%의 표준 계약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만기 기한이 짧은 채권, 즉, 

고금리 이표를 지닌 단기 만기 채권이 CTD 가 될 것입니다.   

 

 

수익률 > 6% ����    

긴 만기의 채권에 왜곡 발생  

(즉, 저금리의 만기 기한이 많이 

남은 채권) 
   

수익률 < 6% ����    

짧은 만기의 채권에 왜곡 발생  

(즉, 고금리의 만기 기한이 짧은 

채권) 

 

듀레이션(만기 기한)은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리스크의 측정 수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률이 오르고 

가격은 하락하는 여건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긴 듀레이션을 지닌 장기채를 처분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장기 듀레이션 채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환계수가 고정되어 있으나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대비 

듀레이션이 긴 채권의 상대적 가격 변동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수익률은 하락하고 가격이 오르는 여건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듀레이션을 지닌 

단기채를 처분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단기 듀레이션 채권을 

인도 채권으로 선호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013 년 1 월 10 일을 기준으로 3-

3/8%-19 가격의 국채가 2013 년 10 년물 선물 계약의 

최저가 인도 채권이었습니다.  이 채권은 비교적 높은 

금리의 이표를 지니고 있으며 단기채로 여러 적격 인도 

채권 가운데 만기 기간이 6.153 년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10 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1.2%에서 1.9%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환계수 왜곡이 3-3/8%-19 와 같은 단기 

채권 쪽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국채 베이시스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는 상당수의 

분석가들은 이 거래를 일종의 차익 거래로 분류합니다.  

차익 거래는 흔히 무 리스크 또는 무 리스크에 가까운 

거래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차익 

거래는 “무 리스크”의 본질을 갖고 있는 반면 국채의 

베이시스 거래는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차익 거래가 반드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거래의 가치가 간단한 가격 

변동에 의해 좌우되지만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방향성의 움직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차익 

거래의 특성으로 정의한다면 국채 베이시스 거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차익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베이시스 거래의 움직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가격 

이동의 방향성입니다.   

 

 

99

99

100

100

101

101

102

6

%

수익률에 따른 CTD 변화

장기

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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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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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료에 표시된 2012 년 10 월부터 2013 년 1 월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3 년 3 월의 

10 년물 국채 선물 가격은 액면가의 131%에서 134%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 후, 시장 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격이 상승하였고 

곧바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가격은 줄곧 액면가를 상회하였고 수익률 선물 계약 

표준 6%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전환계수 왜곡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전환계수 왜곡의 약세 후, 상승세 반등이 미친 

영향은 몇몇 인도 적격 채권의 베이시스를 검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물과 선물 가격의 점진적인 

수렴현상은 다음 그림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10 월 말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1-

¾%-22 국채와 같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의 베이시스는 

가격이 듀레이션이 짧은 CTD 연계된 선물의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표준 6% 선물계약 

밑으로 하락하면 장기 듀레이션 채권을 인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수익률 상승 국면 

6% 이상 

수익률 하락 국면 

6% 미만 

장기 듀레이션 베이시스 

매도, 즉, 장기채를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 

장기 듀레이션 베이시스 

매수, 즉, 장기채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 

단기 듀레이션 베이시스 

매수, 즉, 단기채를매수하고 

선물을 매도 

단기 듀레이션 베이시스 

매도, 즉, 단기채를매도하고 

선물을 매수 

 

12 월과 1 월 초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상승하였습니다. 1-5/8%-22 이나 1-3/4%-22 와 같은 장기 

듀레이션 채권의 베이시스는 CTD 3-3/8%-19 와 같은 

CTD 에 비해 더 급격하게, 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익률이 상승하면 장기 듀레이션의 

채권을 인도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위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중 3-3/8%-19 국채는 줄곧 최저가 인도 

채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기간 중 이 국채는 다소 

안정적인 페이스로 0 을 향해 수렴해 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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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3월 10년물 베이시스

1-5/8%-22 Basis 1-3/4%-22 Basis

2-5/8% Aug-20 Basis 3-3/8%-19 Basis

1%-19 Basis

장기장기장기장기 듀레이션듀레이션듀레이션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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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베이시스베이시스베이시스 하락하락하락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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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베이시스의 움직임은 국채 시장의 가격 이동 

방향성에 의해 견인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베이시스 매수” 또는 “베이시스 매도”는 수익률의 상승 

또는 하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큰폭의 가격(또는 수익률)변동에 

베이시스 가치가 영향을 받을만한 장단기 채권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리포의 내재 이자율  

 

가장 낮은 베이시스를 지닌 채권을 가리켜 흔히 최저가 

인도 채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표 및 이자 수익의 재투자 구조 또한 특정 채권이 최저가 

인도 채권이 되는 데 작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그러한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흔히, 

적격 인도 채권에 관련된 "리포 내재 이익률"(IRR)을 

산출합니다.   

 

IRR 은 특정 채권의 매수, 선물의 매도 및 동일한 채권을 

선물 계약 만기 시점에 인도하는 것과 관련한 연환산 

이익률입니다.  이러한 산출법은 해당 채권에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IRR 산출법에는 모든 채권이 결국 

0 에 수렴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현물을 매수하고 전환계수에 준하는 비율의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형성하는 3-3/8%-19 베이시스를 인수한 

후, 채권을 인도하거나, 또는 최소한 완전한 현금-선물의 

가격 수렴이 이뤄지면 0.121%의 이익률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 현물을 매수하고 전환계수에 준하는 비율의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형성하는 1-3/4%-22 베이시스를 매수한 

후, 채권을 인도하거나, 또는 최소한 완전한 현금-선물의 

가격 수렴이 이뤄지면 -28.414%의 이익률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0.121%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28.414%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 선택임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1-3/4%-

22 증권에 비해 3-3/8%-19 채권을 인도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실제로 문서 말미의 표 2 에서 2013 년 3 월의 

선물 계약에 인도할 모든 적격 채권에 관련된 IRR 을 검토해 

보면 3-3/8%-19 채권의 IRR 0.121%가 다른 모든 채권의 

IRR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8%-19 국채가 2013 년 1 월 10 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베이시스와 가장 높은 IRR 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베이시스를 지닌 채권이 가장 높은 IRR 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특정 채권이 가장 낮은 

베이시스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을 감안할 

때, 가장 높은 IRR 을 지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규칙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관찰은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3-3/8%-19 채권이 

CTD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베이시스를 매수 (다시 말해서 현물 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 함으로써, 투자자는 선물 계약 만기 

시, 재무부 채권을 인도할 책임을 지닙니다. 5   따라서 2, 

3 개월 후에 만기되는 특정 선물 계약에 대비하여 최저가 

인도 채권의 베이시스를 매수하는 거래는 다른 단기 투자 

대안 상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CTD 채권에 연계된 0.121%의 IRR 을 당시의 13 주 단기 

국채 수익률 0.051% 또는 연준의 기준 금리 0.160%, 또는 

3 개월 리보 금리 0.300%에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해당 CTD 채권에 연계된 IRR 은 다른 단기 투자 

기회와 사실상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CTD 채권의 

경우에도 IRR 은 유사한 단기 투자 대안 상품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CTD 채권이 아닌 다른 모든 기타 

채권의 IRR 은 더욱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익률이 경쟁력이 없는데 베이시스를 무슨 이유로 

사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베이시스가 그저 선물 

계약의 인도 채권을 인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TD 와의 차이는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타냅니다.  

인도 채권으로 사용하기 위해 CTD 채권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베이시스가 완전히 0 이 

되면서여 헤징 전략을 구사한 투자자가 얻게 되는 이익률이 

0.121%에 그치는 것입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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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 여건이 바뀌어 다른 채권이 CTD 가 되면 이는 

베이시스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이거나 최소한 완전한 0 의 

상태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트레이더는 현재 산출한 IRR 을 초과하는 이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베이시스의 옵션적 기능 

 

달리 말해 베이시스의 매수와 매도에는 일정 수준의 

“옵션적 기능”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베이시스를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 제한 기능이 내재된 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베이시스 매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해당 증권을 인도하면 된다(해당 베이시스가 

0 에 완전히 수렵하는 것과 동일)는 범위 안에서 리스크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베이시스가 예상한 것보다 느리게 수렴 되거나 아예 

상승하는 경우에는 "크로스오버"나 "갈아타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투자는 무제한의 

이익(최소한 이론상으로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무제한 이익 가능성과 제한적인 리스크 특성은 옵션의 롱 

포지션 리스크/보상 프로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베이시스 

롱 포지션은 옵션 롱 포지션과 비교되곤 합니다.   

 

베이시스를 매도(채권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인도 증권에 대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으로서 매도한 증권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어 해당 

베이시스가 완전히 0 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에 

상한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장 여건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베이시스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베이시스를 매수한 투자자는 

무제한의 손해(이론상으로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이익과 무제한 리스크의 특성은 옵션 숏 포지션의 

리스크/보상 프로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베이시스의 숏 

포지션은 옵션의 숏 포지션과 비교되곤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CTD 채권의 베이시스마저도 보유 

비용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CTD 의 IRR 마저도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에 비해 약간 낮게 

책정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베이시스에 대한 

프리미엄은 해당 채권이 미래에 CTD 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이시스는 옵션과 유사한 실적을 가져다 줍니다.  

일체의 다른 옵션처럼 베이시스는 기간, 변동성 및 행사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기한은 선물 계약 대비 예정된 인도일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시장 변동성은 크로스오버가 발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크로스오버 포인트"와의 인접성 내지는 투자자가 다른 CTD 

채권이 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대안 채권으로 전환할 

가격/수익률 포인트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CTD 베이시스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이 베이시스가 콜이나 풋 옵션의 역할을 하는 정도는 시장 

가격과 표준 6% 선물 계약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률이 표준 6% 선물 계약보다 낮으면 CTD 베이시스가 

6%를 향해 상승(금리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가격이 오르면(금리는 하락) 베이시스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6% 미만인 상황에서 

CTD 베이시스를 매수하는 것은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6% 미만일 때 CTD 베이시스를 

매도하는 것은 거래 가치에 상한선이 적용되는 풋 

옵션(가격이 오를 경우, 거래 가치에는 제한이 있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에는 제약이 없는)을 매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수익률이 표준 6% 선물 계약보다 높으면, 가격이 6%를 

향해 상승(금리 하락)할 경우, CTD 베이시스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경우, CTD 

베이시스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6%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CTD 베이시스를 매수하는 

것은 콜 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6%를 초과할 때 CTD 베이시스를 매도하는 것은 거래 

가치에 상한선이 적용되는 콜 옵션(가격이 떨어질 경우, 

거래의 가치에는 제한이 있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에는 제약이 없는)을 매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표준 6% 선물 계약에 인접해 있으면 

현재 CTD 인 증권의 베이시스는 전환계수의 왜곡과는 

무관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하거나 하락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중대한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CTD 베이시스를 매수하는 것은 옵션 스트래들을 

매수하는 것(즉, 콜과 풋 옵션을 동시에 매수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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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베이시스를 매수한 투자자가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으나 가격의 변동(어느 

방향이든)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금리가 표준 6% 

선물계약에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CTD 베이시스를 

매도하는 것은 스트래들을 매도(즉, 콜과 풋옵션의 동시 

매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중립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베이시스를 매도하게 

됩니다.   

 

 
CTD 베이시스 

매수 

CTD 베이시스 

매도 

수익률 < 6%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수익률 = 6% 스트래들 매수 스트래들 매도 

수익률 > 

6%Yields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물론,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캐리를 초과하는 

베이시스 프리미엄이 숏 포지션의 베이시스 투자자에게 

누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숏 포지션의 베이시스 투자자는 

어떤 방향으로든 커다란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CTD 3-3/8%-19 증권의 IRR 은 

0.121%로 다른 단기 대안 투자 상품의 범위 안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옵션 기능성이 무의미하다는 것, 즉, 

크로스오버나 갈아타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익률이 표준 6% 선물 계약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3-3/8%-19 채권은 높은 금리의 

이표를 지닌 것은 물론, 다른 적격 인도 채권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채권이 2013 년 3 월의 인도 기간에 진입할 

시점에서는 CTD 로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리스크 측정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격언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면 변동성을 평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정 이표부 채권의 특성은 그 채권의 

변동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표부 채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손쉬운 두 가지 식별 
방법은 만기와 이표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수익률의 변동에서 비롯되는 해당 채권의 가격 

반응으로 보고 정의할 때 다음의 결론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기 기간이 길 경우����   변동성도 높다���� 

  이표 금리가 높을 경우 ����      변동성은 낮다 ���� 

 

다른 모든 요인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채권의 만기 

기한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가격 반응도도 

더 높습니다.  만기일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더 긴 기간에 걸쳐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금리 이표부 채권은 백분율의 관점에서 저금리 

이표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 이표부 채권이 저금리 이표부 

채권보다 빨리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BPV(Basis Point Value)를 포함한 이표부(그리고 머니마켓) 

상품 관련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애용되는 두 개의 

기법이 있습니다. 

 

베이시스 포인트 가치 (BPV) 

 

BPV 는 수익률의 1bp(0.01%) 변동 시, 특정 채권의 가격 

변동을 표시합니다.  이 수치들은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격 제공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PV 는 최소 $1 백만 달러 단위로 표시됩니다.  

다음의 표는 2013 년 1 월 10 일 현재의 다양한 온더런 

재무부 국채의 BPV 를 표시합니다.   

 

예, 이 표는 30 년물 국채 수익률이 1bp(0.01%) 오르면 

가격은 $1 백만 달러 당 $1,858 정도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레이션  

 

BPV 가 수익률의 일정한 변동폭에 따른 절대 변동을 

표시한다면 듀레이션은 일종의 상대적  또는 백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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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측정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일반적으로 년 수로 표시됨)은 100bp(1%)를 

기준으로 특정 증권 가치의 예상 변동률을 백분율로 

측정합니다.   

 

듀레이션은 해당 국채에 관련된 모든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만기, 즉, 원금 또는 만기 시 상환해야 하는 

액면가에 현재 가치로 할인된 이자 지급금을 더한 

액수입니다.   

 

변동성 측정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이표 만기 

듀레이

션 

(단위: 

년) 

BPV 

(백만당) 

2 년물 국채 1/8% 12/31/14 1.965 $196 

3 년물 국채 3/8% 01/15/16 2.98 $298 

5 년물 국채 3/4% 12/31/17 4.867 $486 

7 년물 국채 1-1/8% 12/31/19 6.676 $660 

10 년물 국채 1-5/8% 11/15/22 9.016 $882 

30 년물 국채 2-3/4% 11/15/42 19.788 $1,858 

 

예, 30년물 국채는 19.788년의 듀레이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률이 100 bps 상승할 경우, 국채의 가치가 

19.788%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만기만 참조하여 이표부 채권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2 년물과 10 년물 국채의 만기만 

검토해서는 10 년물이 2 년물에 비해 5 배 변동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듀레이션을 검토함으로써 저희는 아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0 년물 국채(듀레이션 9.016 년)의 

변동성은 2 년물(듀레이션 1.965 년)에 비해 실제로 4.5 배 

높습니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듀레이션 분석이 

용이해졌습니다.   

 

리스크 관리 

 

국채 선물은 리스크를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내재된 리스크를 헤징하거나 관리할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선물 계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헤징 기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 계약 가격 대비 헤징할 현물 항목의 

상대적 변동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흔히 

선물의 "헤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헤지 비율은 예상되는 

현물과 선물의 상대적 움직임을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자들에게 현물 노출을 상쇄하기 위해 몇 개의 선물을 

사용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액면가 가중 헤지 

 

헤지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가장 피상적인 방법은 헤징할 각 

항목의 액면가를 선물 계약의 액면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 $1 천만 액면가의 특정 채권을 보유 중이라면 100 개의 

$10 만 액면가 선물 계약(총액 $1 천만)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헤징할 채권의 액면가를 선물의 

액면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편리하지만 다양한 이표와 

만기를 지닌 채권들은 각기 다른 리스크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무시합니다.   

 

전환계수 가중 헤지 

 

국채 선물 계약 내용은 현금과 선물에 관련한 상대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손쉬운 산출법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환계수(CF)는 모든 국채가 6%의 수익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채의 가격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CF 에는 상대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물과 선물 가격 간의 상대적 변동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이시스 거래는 실제로 CF 를 참조한 비율에 의해 

이뤄집니다. 

 

예, 액면가 $1 천만의 3-3/8%-19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0.8604 의 전환계수를 참조하여 86 개의 2013 년 3 월 

선물을 매도하여 헤징할 수 있습니다.   

 

예, 액면가 $1 천만의 1-3/4%-22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0.8604 의 전환계수를 참조하여 86 개의 2013 년 3 월 

선물을 매도하여 헤징할 수 있습니다.   

전환계수 가중 헤지는 최저가 인도 채권을 헤징할 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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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선물의 가격은 CTD 

채권의 가격을 따르거나 밀접한 가격,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표와 다른 만기를 지닌 채권들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F 가중 

헤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베이시스 포인트 가치(BPV) 가중 헤지   

 

가장 효과적인 헤지 적용 방법을 이해하려면 특정 헤지의 

근본적인 목표를 고려하십시오.  "이상적"인 헤지는 현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실(이익)을 그와 반대되는 

포지션의 선물에 투자하여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헤징할 현금 상품의 가치 변동(∆헤지)과 선물 

계약(∆선물)의 가치 변동에 맞출 수 있게 하는 비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자 델타(∆)를 이용해 가치 변동의 

추상적인 개념을 표시합니다.   

 ∆ = ��	�	∆  

 

즉, 헤지 비율(H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 	∆ 	÷ 	∆  

 

“가치” 변동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공식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뒤로 돌아가 국채 선물과 현금 가격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채권 인도 시점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원금 청구 금액은 현물  가격에 

전환계수를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매도인이라면 당연히 최저가 인도 채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저가 인도 채권의 선물 가격과 전환계수를 

P 선물 및 CFctd 로 표기하겠습니다.   

 

	 	 = � 	�	����� 
 

CTD 의 베이시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적격 채권에 비해 0 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선물 가격 수준과 그에 따른 일체의 선물 

가격 수준 변동(∆futures)이 다음과 같이 전환계수(CFctd)에 의해 

조정된 CTD 의 가격 변동(∆ctd)을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 ∆�������� 
 

이 수치를 위에 설명한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의 공식에 

이르게 됩니다. 

 

�� = ∆ 	÷ � ∆��������� 
 

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유감스럽게도 "가치의 변동"은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이 추상적 개념을 헤징된 채권의 베이시스 포인트 

값(BPVhedge)을 최저가 인도 채권의 베이시스 포인트 

값(BPVctd)으로 대체하여 “실용화”하겠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듯 베이시스 포인트 값은 수익률 1bp(0.01%)의 

변동에 따른 특정 채권의 가치 변동을 액면가 $1 백만당 

달러로 표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베이시스 포인트 

값 헤지 비율(또는 “BPV HR”)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 = �����	�  "�#"�#���! 

 

우리 분석에서는 헤징된 채권에서의 수익률 변동이 최저가 

인도 채권에서의 수익률 변동과 일치한다고 가정합니다. .  

즉, 두 상품의 수익률 곡선사이에 평행이동 관계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분석은 여러분이 최저가 인도 채권을 식별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과 해당 채권이 최저가 인도 채권의 

자리를 지키리라는 가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의 

가정은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액면가 $1천만의 1-3/4%-22 국채를 헤징하는 데 

필요한 베이시스 포인트 가치 헤지 비율(HR)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채권의 BPV = $1천만당 $8,550입니다.  

CTD 채권은 3-3/8%-19 국채로 BPV = 액면가 $10만당 

$70.50이며 전환계수는 2013년 3월 10년물 국채 선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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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04입니다.  헤지 비율은 $1천만 액면가의 1-3/4%-12 

국채 1개당 약 104개의 선물계약입니다.     

 

"�#	�� = 0.8604	� $$8,550$70.50% = 104.3 ≒ 	104	  

 

지금 산출한 104 의 헤지 비율은 1-3/4%-22 채권의 

전환계수를 참조할 때 얻은 헤지 비율(인 71)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눈 여겨 보십시오.  그 이유는 CTD 채권의 

듀레이션이 6.153 년으로 헤징된 증권의 듀레이션 8.588 년에 

비하여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듀레이션의 비율이 BPV 와 CF 간의 헤지 비율(6.153 ÷ 8.558) 

~ (71 ÷ 104)과 비슷한 수준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즉, 

선물 계약은 짧은 듀레이션의 채권 가격과 가장 밀접한 가격 

및 상관 관계를 지니고 추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선물 가격은 

수익률 변동에 그리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헤징하려면 더 많은 선물이 필요합니다.   

 

예, CTD 채권이 9.016년의 보다 긴 듀레이션을 지닌 온더런 

1-5/8%-22이었다면 헤지 비율은 어떻게 될 까요?  이 채권은 

액면가 $10만당 $88.20의 BPV를 지니고 있으며 전환계수는 

2013년 3월 10년물 국채 선물 대비 0.8604입니다.  저희 분석 

결과는 2-5/8%-20 채권의 액면가 $1천만 채권 1개당 77개의 

선물을 헤징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 = 0.6867	�	 $$8,550$88.20% = 66.6	 ≒ 	67  

 

이 67 개의 선물 계약 헤지 비율은 앞서의 분석에서 산출한 

104 개의 선물 계약과는 상당히 다른 반면 상환계수 헤지 

비율인 71 과는 비슷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1-

5/8%-22 채권이 헤지 대상 채권이 1-3/4%-22 채권과 상당히 

유사한 가격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

22 채권은 9.016 년의 듀레이션을 지니고 있어 1-3/4%-22 의 

듀레이션 8.558 년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CTD 와 

헤징된 채권의 유사한 리스크 특성 때문에 CF 만으로도 

적절한 헤지 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리스크 

 

이것은 짧은 듀레이션의 채권에서 긴 듀레이션의 채권으로의 

CTD 크로스오버(갈아타기)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헤징하는 데 필요한 선물 계약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BPV 기법에 따라 국채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헤지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보다 긴 듀레이션의 채권이 CTD 가 되면 

가격 하락 장세에서는 헤징이 과다한 상태에 이릅니다.  반면, 

가격이 상승하고 더 짧은 듀레이션의 채권이 CTD 가 되면 

적절한 헤지 비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매수 포지션을 취한 

헤지 투자자의 경우, 상승 장세에서는 헤징이 부족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이 관계 속에는 매수 포지션의 헤지 

투자자나 매수 포지션의 베이시스 투자자에 유리한 일종의 

볼록성(convexity)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볼록성은 매도 포지션의 헤지 투자자나 매도 

포지션의 베이시스 투자자(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또한 볼록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범위 안에서 

다시 한 번 베이시스를 옵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옵션을 소유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단기 수익률과 베이시스 거래의 수익률의 차액에 

내포된 프리미엄(일체의 CTD 크로스오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을 지불합니다.   

 

매도 포지션의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옵션을 매도하고 이 

내포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이 내포된 프리미엄은 

현존하는 단기 수익률 대비 IRR 의 상대적 값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BPV 는 역동적이며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BPV 는 만기에 따라 하락하며 수익률이 

상승(하락)하면 BPV 는 하락(상승)합니다.  이것은 헤지 비율 

또한 역동적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헤지 

비율은 최저가 인도 증권이 변하지 않는 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헤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20-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움직이면 헤징을 재조율합니다.   

 

포트폴리오 헤징 

 

지금까지 단일 증권과 단일 국채 선물 계약을 비교하는 

“마이크로” 헤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단일 증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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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증권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 가치에 대해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리스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즉, 

"매크로" 헤징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단일 채권을 

헤징하거나 채권 포트폴리오를 헤징하거나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별 채권을 검토할 때처럼 

포트폴리오를 BPV 와 듀레이션의 관점에서 리스크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에 따라 BPV 

헤지 비율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 =	"�# 	÷	�"�#�������� � 
 

예, BPV = $80,000 인 듀레이션 8 년의 $1 억 상당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듀레이션은 10 년 국채 선물 계약의 적격 인도 채권의 

듀레이션과 유사하므로 10 년물의 헤지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CTD 증권은 

3-3/8%-19 국채로 BPV = 액면가 $10 만당 $70.50 이며 

전환계수는 0.8604 입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에 따르면 

해당 포트폴리오를 헤징하는 데 976 개의 선물 계약이 

필요합니다.   

 

�� = $80,000	 ÷	$$70.500.8604% = 976.3	 ≒ 	976	 	 
 

지금까지의 예시들은 개별 채권이나 전체 포트폴리오를 

완전하게 헤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 노출을 거의 BPV 값 $0, 또는 듀레이션 

0 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제 채권 리스크 노출을 0 의 수준까지 낮추는 

자산운용사는 드뭅니다.   

 

자산운용사는 일반적으로 “보기(bogey)”라 불리는 특별히 

지명된 “벤치마크”를 상대로 자신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벤치마크에는 Barcap U.S. Aggregate Bond 지수나 

몇몇 다른 흔히 구할 수 있는 측정값과 같은 고정 수익 채권 

지수가 사용되곤 합니다.   

 

이 벤치마크 수익률을 가리켜 흔히, 포트폴리오에 연관된 

“핵심” 또는 “베타” 수익률이라 부릅니다.  추가로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벤치마크를 능가하는 실적(흔히 

"알파" 수익률이라 칭함)을 올리기 위해 투자 과정에 대한 

일정량의 재량권을 지닙니다.   

자산운용사는 수익률 하락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특정 한도까지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익률 하락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특정 

한도까지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공식은 이러한 작업 시, 적절한 헤지 비율을 

제공합니다.   

 

�� =	�'�()*+� −'�,))+-�'�,))+-� � 	�	 ."�#/0)�10230 	÷ 	�"�#�������� �4 
 

Dtarget 목표은 목표 듀레이션이며 Dcurrent 현재는 현재 보유 중인 

듀레이션입니다.   

 

예, 이제 앞서 언급했던 $1 억 달러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의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벤치마크의 

듀레이션이 반영된 8 년 듀레이션의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알파" 

창출을 위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6 년~10 년의 범위 

안에서 조율할 권한을 지닐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상승을 걱정하고 있어 듀레이션을 8 년에서 6 년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다음 계산에서와 같이 244 개의 선물 

계약을 매도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6 − 88 � 	�	 5$80,000	 ÷	$$70.500.8604%6 	= 	−244.1	또는		244	 	  

 

이 공식은 자산운용사들이 당시의 사정에 맞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조정(상향, 하향 조정 모두)할 때, 상당한 

유연성을 제시합니다.   

 

불릿과 바벨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를 헤징할 때에는 포트폴리오의 가중 

평균 듀레이션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국채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가중 평균 듀레이션 4 년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5 년물 국채 선물을 헤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가중 평균 듀레이션 8 년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 년물 국채 선물을 헤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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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은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의 평균 듀레이션과 

유사한 채권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발행된 다양한 5 년물 

국채로 구성되었을 경우, 베이시스 리스크와 일체의 후속 

헤지 관리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5 년물 국채 

선물계약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만기 및 이표(아마도)의 

관점에서 균질의 채권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불릿” 

포트폴리오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구성원과 가장 유사한 국채 선물 계약을 

선택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헤지하면 됩니다.   

 

물론, 헤징에 특정한 추측성 요소를 가미하기 위하여, 보다 

길거나 짧은 만기의 선물 계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할 경우, 보다 긴 

만기의 선물, 예를 들어, 5 년물 대신 10 년물이나 30 년물 

국채 선물을 활용하면, 포트폴리오를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거나 역전될 경우, 보다 짧은 

만기의 선물 계약, 예를 들어, 5 년물이 아닌 2 년물이나 

3 년물 국채 선물을 활용하는 것도 수익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항상 "불릿"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년물은 전혀 없이 2 년물 및 10 년물 국채로만 

구성된 듀레이션 4 년의 포트폴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두 개의 극도로 

배치되는 채권을 통해, 중간의 듀레이션을 지닌 채권 없이 

"균형"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바벨"(barbel)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헤지하기 위해 단순히 5 년물 국채 

선물을 활용하면 투자자는 해당 수익률 곡선의 5 년 

수익률이 2 년물과 10 년물의 구역에서 낮게 나타나는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바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수익률 

곡선의 각 영역에 배당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토대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 선물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헤지 투자자는 수익률 곡선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수익률 

곡선의 영역별로 구분하여, 즉, 2 년물, 5 년물, 10 년물 및 

30 년물 증권 "버킷"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어, 

자산운용사는 각각의 그러한 버킷에 담은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BPV HR 을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 필요한 헤지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자가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거나 

평평해지는 것을 예견하고 특정한 추측성 요소를 헤지 

전략에 가미하려면 보다 길거나 짧은 만기의 국채 선물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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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채 계약 요약 

2 년물 미국 국채 

선물 

3 년물 미국 국채 

선물 

5 년물 미국 국채 

선물 

10 년물 미국 

국채 선물 

전통적 미국 

국채 선물 

울트라 미국 

국채 선물 

계약 단위 $200,000 액면가 미국 중기 국채 $100,000 액면가 미국 중기 국채 $100,000 액면가 미국 장기 국채 

인도 채권 등급 

발행 

시점으로부터 

5 년 3 개월 

이하의 만기 

기한을 지니고 

잔여 만기 

기한이 인도일이 

포함된 달의 

첫날로부터 1 년 

9 개월 이상이되 

인도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 년 

이하인 국채. 

발행 

시점으로부터 5-

1/4 년 이하의 

만기 기한을 

지니고 잔여 

만기 기한이 

인도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 년 

이하이되 2 년 

9 개월 이상인 

국채. 

발행 

시점으로부터 

5 년 3 개월 

이하의 만기 

기한을 지니고 

잔여 만기 

기한이 인도일이 

포함된 달의 

첫날로부터 4 년 

2 개월 이상인 

국채. 

만기 기한이 

인도일이 포함된 

달의 첫날로부터 

최소 6-1/2 년 

이상이되 

10 년을 

초과하지 않는 

국채. 

남은 만기 

기한이 최소 

15 년이되 

25 년을 

초과하지 않는 

국채. 

남은 만기 

기한이 최소 

25 년이되 

30 년을 

초과하지 않는 

국채. 

청구 가격 청구 가격 = 결제 가격 x 전환계수(CF) + 경과이자, CF = 수익률 가격 6% 

인도 방법 연준은행 장부기입 전신 이체 

계약월 3 월부터의 4 분기 주기 – 3, 6, 9, 12 월 

거래시간 공개 경매: 오전 7:20 - 오후 2:00, 월-금요일, 전자 경매: 오후 6:00 - 오후 4:00, 일-금요일(미국중부시간) 

최종 거래일 및 

인도일 
매월의 마지막 7 일(영업일) 이전의 영업일, 최종 인도일은 인도하는 달의 마지막 영업일 

가격 시세 

액면가 1%의 1/32 의 1/4 단위까지 

백분율로 표기($15.625 센트까지 

반올림 적용) 

액면가 1%의 1/32 의 1/2 단위까지 

백분율로 표기($15.625 센트까지 

반올림 적용) 

액면가 1%의 1/32 단위까지 

백분율로 표기($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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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 년 2 월 10 년물 국채선물 베이시스 

(2013 년 1 월 10 일 현재) 

이표 만기 가격 수익률 CF(전환계수) 베이시스 IRR 듀레이션 

1-5/8% 11/15/22 97-18¾ 1.895% 0.6867 227.966 -32.838% 9.016 

1-5/8% 8/15/22 98-01¾ 1.847% 0.6928 217.252 -31.092% 8.775 

1-3/4% 5/15/22 99-18¾ 1.798% 0.7077 203.441 -28.414% 8.558 

2% 2/15/22 102-04¾ 1.743% 0.7307 118.484 -25.314% 8.234 

2% 11/15/21 102-17¾ 1.688% 0.7367 176.191 -23.42% 8.067 

2-1/8% 8/15/21 103-28¾ 1.637% 0.7507 160.174 -20.744% 7.789 

3-1/8% 5/15/21 112-05¾ 1.562% 0.8194 135.569 -15.053% 7.382 

3-5/8% 2/15/21 116-04¼ 1.501% 0.8544 14.527 -11.469% 7.034 

2-5/8% 11/15/20 108-18 1.465% 0.7985 107.923 -12.264% 7.095 

2-5/8% 8/15/20 108-22 1.414% 0.8039 89.16 -9.727% 6.853 

3-1/2% 5/15/20 115-01+ 1.341% 0.8588 61.229 -4.829% 6.53 

3-5/8% 2/15/20 115-25+ 1.288% 0.8697 39.28 -1.923% 6.266 

1-1/8% 12/31/19 98-27¾ 1.295% 0.7326 75.475 -10.165% 6.676 

1% 11/30/19 98-05¾ 1.277% 0.7341 47.151 -6.095% 6.585 

3-3/8% 11/15/19 114-00¾ 1.232% 0.8604 21.734 0.121% 6.153 

1-1/4% 10/31/19 99-31¾ 1.251% 0.7474 49.085 -6.008% 6.485 

1% 3/30/19 98-16¼ 1.232% 0.7341 57.651 -7.637% 6.453 

주 

2013 년 3 월 선물 가격은 131-23+/32 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증권들은 인도 증권으로는 가장 비경제적인 증권을 표시하고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증권들은 인도 증권으로 가장 경제적인 증권을 표시합니다. 

저작권 2013 CM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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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ago 의 상표입니다.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및 

ClearPort 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 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ME Group 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각의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 문서 상의 정보는 CME Group이 일반적인 용도로만 편집한 것입니다. CME Group은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 Grou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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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MEX 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사양과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