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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KRX 파생상품시장은 거래량 감소로 인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거래대금의 축소가 있었으며,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거래규모 및 비중도 감소 하였다.(2010년 51.9%->2015년6월 41.3%)

이러한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과 시장 변동성의 지속적인 감소, 주변국 

시장이 대체시장으로 급성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KRX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RX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기관투자자의 투자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시장참여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투자자의 KRX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투자 제약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도 및 시장 규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이다. KRX 파생상품시장은 미국, 영국, EU등 주요국들에 

비해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장 진입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며,

자산운용과 건전성 규제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시장 활용도 측면에서의 시장 미시구조상 

문제이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헤지를 위한 장기물이 부족하며,

개별주식 시장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중장기 장외파생상품의 

단기 민감도 조정 및 세금등과 같은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장내 진입 시 개별주식 상품 수와 거래량 부족으로 상품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외에도 제한적인 시장조성자제도 등과 

같은 시장운영상의 유연성 부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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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보험회사나 연기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매우 

민감하며, 자체적 한도 설정 및 사전․후 보고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서 거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또한 내부 전문 

인력의 보완 및 거래시스템의 구축 등 높은 초기시장 진입비용의 

발생도 파생상품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적 성격의 대형 연기금 등의 내부 규정에 방향성 거래 제한은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제약을 극복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 및 제도의 완화를 통한 시장 친화적인 규제 정책의 

도입 및 시행으로 현행 제도들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필요하다.

투자매매업 인가요건에서 최소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파생상품형 펀드에 대한 파생상품위험평가액 규정과 

최소분산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적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세 면제도 고려할 만하다.

둘째, 상품설계 및 상장의 유연성 확보, 시장 운영제도의 활성화 

및 재정비를 통한 시장미시구조의 재설계이다. 장기 헤지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의 상장과 기관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조성자제도의 활성화, 협의대량매매제도의 보완,

결제제도의 다양성 확보 및 시장 신규진입회원에 대한 취급상품의 

확대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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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활용 사례 등 파생상품 활용에 

따른 이점을 부각하고, 신규시장 진입회원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핵심 타깃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한 연기금 전체의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KRX 파생상품시장에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자기매매거래의 증가와 연기금의 대체투자 수요

흡수, 보험회사의 헤지 수요 흡수, 은행의 장내 시장 활용도가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험관리 전문시장으로 재편이 용이해

지며,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적용 받아야 되는 강력한 규제정책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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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KRX 파생상품시장은 거래량 감소로 인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 및 투자손실을 막기 위한 시장 진입규제 강화, ELW사태로 인한 

시장조치, KOSPI200옵션에 대한 승수 인상등과 같은 각종 규제정책의 

시행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환경의 악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의 감소,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주변국 파생상품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우리시장에 대한 대체시장으로서의 성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KRX 파생상품시장이 거래 침체를 극복하고 재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여러 가지 시장정책과 같은 

분위기 조성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KRX 파생상품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육성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미의 

금융선진국들이 내놓은 각종 금융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각국들은 

자본시장이 안정화 기조에 들어가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 또한 

활성화 기조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KRX 파생상품시장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의 작용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RX파생상품시장이 재활성화 

되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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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들은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파생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의 자금운용규모가 커지면서 주식투자와 같은 자본시장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리스크 헤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차익거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수요에 KRX 파생상품시장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미시구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최저보증옵션에 대한 헤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최적의 상품 구조를 지닌 신상품도 

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의 각종 

규제정책들로 인한 파생상품시장 위축에 대한 해법으로 2014년 7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한 기본 취지는 

KRX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고 개인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는 완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주는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간략히 소개하면 이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는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시장의 안정적 기능을 

제고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이 파생상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이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혁신을 도모하게끔 하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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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RX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KRX

파생상품시장 및 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3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KRX 파생상품시장 투자 제약요인에 

대해서 제도, 시장미시구조, 상품 설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관투자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2.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본 절에서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학계나 자본시장법상 어떻게 

정의 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후, 기관투자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1 기관투자자의 정의

자본시장 내에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OECD나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관투자자의 유형과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분류상 구분하는 

기관투자자의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정의는 자금의 집합운용을 통해 소액투자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금융 중개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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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에서 정의하는 바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이들도 

기관투자자를 저축을 집합하여 이들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소액투자자를 대신해서 특정한 목표하에 

소액투자자의 저축을 집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중개기관을 의미 한다고 

정의1)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분류상 기관투자자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들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원천적인 특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각 카테고리마다 이들이 

자본시장에서 하는 역할과 시장 관리차원에서의 각종 시장 정책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자본시장법상에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구분은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의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정의2)하고 있다.

동 법상 전문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와 지자체, 한국은행, 각종 

금융공공기관, 은행 등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주권상장법인, 기금․기금운용법인, 공제사업자, 주권상장 법인등과 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KRX 투자자 분류상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분류에 따라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은행(특수은행, 농․수협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정부관리 기금, 민간기금 및 각종 공제회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과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및 

외국 보험사 등 은 금융위원회 규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으로

취급하여 기관투자자에 포함을 하고 있다.

1) Davis and Steil(2001) 외 

2) 자본시장법 제9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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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정의 및 범위는 

법규정3)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주요 기관투자자로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금융기관, 공익목적의 

전문투자자인 비금융기관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유형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포함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주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공사모펀드(mutual and Private

fund), 연금기금(pension fund), 보험사(insurance company), 기타 

(found ations, endowment funds 등)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금융중개기관인 은행과 

증권회사를 학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은행은 자금을 집합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정의에 부합 

되나,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상품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broker-dealer)도 자본시장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정의에 부합되지만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자산증식을 위해 소액투자자의 자금을 집합운용하기보다는 

자본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관투자자에 대한 정의나 범주, 유형은 학계나 국내 

자본시장법상 등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KRX 투자자 분류상 구분이 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개를 하고자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 투자자분류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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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관투자자의 장내 파생상품 시장 참여 목적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목적은 그들의 

거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유형은 

향후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헤져와 수익추구를 위한 

차익거래자, 방향성 거래자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도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시장 참여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목적은 리스크 헤지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 자산군들의 수익률 

저하에 따른 수익률을 제고, buy-side의 회원사들은 방향성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보험회사, 은행과 같은 유형의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헤지를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한다. 이들은 주식과 같은 

실물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 노출이 확대 될 경우 수익률 저하에 

대비하거나 향후 금리 및 환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익적 성격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꾸준히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적립금 규모는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3년에는 적립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5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고령화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투자에 대한 비중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3년에는 19.6%로 

최대 투자 규모를 보이고 나서 2014년 시장 위축 등 과 같은 이유로 

주식 투자비중이 감소 하였으나, 2015년 말에는 약 100조원대의 

규모로 전체 적립금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500조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규모가 큰 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 변동성이 

확장될 경우 손실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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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가 KOSPI 시가총액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을 하회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 하기 위해서는 

KOSPI200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예상되는 재무적 곤경비용의 감축, 금리 리스크 헤지,

최조보증옵션 헤지, 외환리스크 헤지 등을 위해서 파생상품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행도 장외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저성장 및 금리 하락 등으로 수익률 

저하에 따른 압박에 대한 대안 투자의 목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파생상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연금가입자의 고령화에 따른 

장수 리스크의 발생,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신규 가입자의 감소, 연금 

수급기간의 연장 등 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복합적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파생상품시장을 통한 수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와 선물 회사등 대표적인 buy-side의 회원사들은 

대부분 자기매매를 통한 방향성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1>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및 주식투자 비중 추이

17.0%

17.8%

18.7%

19.6%

17.9%

19.3%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원
주식투자금액 적립금규모 주식투자비중



I. KRX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과제 15

2.3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의 중요성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아래의 다섯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먼저, 시장효율성 향상이다. 일반투자자보다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정보생산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informed investor)집단인 기관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향상되어 

시장효율성이 높아지며, 시장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시장안정성 기능 제고이다. 정보에 기반한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균형가격으로의 수렴을 촉진하여 자산 가격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국내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이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가변적인 투자행태와 

대규모 매도공세(sudden stop)로 인해서 발생하는 높은 시장변동성을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 반면에 

파생상품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투자 이탈이 진행 될 경우에 

파생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도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 확대로 

완화가 가능하다.

넷째,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험관리 전문시장으로 발전가능하다.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거래가 활성화 될수록 위험관리라는 파생상품시장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혁신의 촉진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위험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발굴 및 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금융시장의 혁신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출현한 다양한 파생상품들은 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이 여러 문헌들에서 밝히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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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RX파생상품시장 및 기관투자자 현황분석

본 장에서는 최근 KRX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 동향 및 투자주체별 

거래 비중과 주요 기관투자자 유형별 파생상품 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근 파생상품 시장 거래 동향 분석

2011년 이후 파생상품 시장에는 본격적인 규제의 도입 및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거래대금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비중 감소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비중도 

감소시켰으며,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참여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파생상품 시장의 부정적 인식 및 투자자보호의 명분하에 

각종 규제 정책들이 강화되면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급격한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3경3천조에 이르던 연간 거래대금이 2014년 1경 

8천조 수준으로 약 55%가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파생상품 시장은 활성화 기조에 편성하여 거래대금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KRX 파생상품 시장의 위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옵션승수 인상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거래대금 규모 축소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기관투자자의 비중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KRX파생상품시장이 사상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월까지도 거래량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1경5천6백조에 달하던 거래대금이 

2014년도에는 그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7천7백조로 감소하였다.

또한 KRX 파생상품시장 전체 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에서 

41.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Davis and Steil(2001), Vitas(19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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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도 2011년 

8천4백조에서 3천3백조로 그 감소폭이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더 크며,

거래비중도 25.6%에서 16.3%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대금 

규모 축소 및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 축소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무분별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고자 한 

파생상품시장의 규제 목적과는 시장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규모는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체 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2011년 8천4백조에서 

2014년 7천조로 약 1천4백조 가량 감소하였으며, 거래 비중은 25.7%에서 

38.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결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도별 투자주체별 파생상품 거래 및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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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투자자별 파생상품 거래금액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6

기관

투자

자

금융투자 12,133 12,793 10,754 8,846 6,090 3,311

보험 204 228 137 97 73 56

투신 428 472 395 420 371 198

은행 1,769 1,889 1,820 1,553 1,118 653

기타금융 46 44 31 27 11 8

연기금 등 122 178 163 105 53 36

 총합 14,702 15,604 13,299 11,049 7,715 4,262

기타법인 392 414 198 224 139 85

개인 6,443 8,424 5,690 4,526 3,313 1,680

외국인 6,786 8,442 7,821 7,802 7,047 4,298

총 거래대금
(매수,매도대금 
합계)

28,323 32,884 27,008 23,601 18,214 10,325

출처 : KRX , 명목금액(notional amount) 기준, 선물, 옵션 거래대금 합

<표 2> 투자자별 파생상품 거래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6

기관

투자

자

금융투자 42.8 38.9 39.8 37.5 33.4 32.1 

보험 0.7 0.7 0.5 0.4 0.4 0.5 

투신 1.5 1.4 1.5 1.8 2.0 1.9 

은행 6.3 5.7 6.7 6.6 6.1 6.3 

기타금융 0.2 0.1 0.1 0.1 0.1 0.1 

연기금 등 0.4 0.5 0.6 0.5 0.3 0.4 

총합 51.9 47.4 49.2 46.8 42.4 41.3 

기타법인 1.4 1.3 0.7 1.0 0.8 0.8 

개인 22.8 25.6 21.1 19.2 18.2 16.3 

외국인 24.0 25.7 29.0 33.1 38.7 41.6 

총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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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 축소 원인으로는 시장규제정책의 

강화와 변동성의 지속적인 감소 및 주변국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투자 이탈 과속화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시장 규제로는 ELW 건전화 조치,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와 더불어 2012년 옵션 승수 인상이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적격개인투자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본예탁금 

증액과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를 선행한 투자자만 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거래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계 증권회사들의 국내 시장 철수 등으로 인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유동성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등 

공적 성격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차익 거래세 면세혜택 폐지로 

인해서 기관의 자기 매매 비중도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 축소는 기관의 헤지 수요 

감소와 파생상품시장 진입에 대한 투자수익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코스피200의 변동성이 2011년 21.7%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1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등 주변국 파생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이들 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중국 CSI 선물의 거래량은 217백만건으로 세계 

4위의 거래량으로 등극하였으며, 일본의 Nikkei225 mini 선물 

거래량도 199백만 건으로 세계5위이나 KOSPI200 선물 거래량은 

38백만 건으로 세계 11위로 추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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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관투자자 유형별 파생상품 활용

본 절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로 구분되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펀드에서 파생상품의 

활용현황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투자현황

먼저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투자 및 활용현황이다. 증권회사의 전체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011년 67천조를 돌파한 이후 2014년 

33천1백조로 2011년 거래대금 대비 53.6%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내상품거래에 비해서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2011년 약 

1% 내외였으며, 2014년에는 약 2.7%정도로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외 파생상품은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제외하고는 금리, 통화, 기타 

상품군에서 거래규모는 크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주 거래 대상 품목은 장내 주식파생상품이며, 2014년 

기준으로 증권회사의 전체 파생상품 거래 규모 대비 88.5%가 장내 

주식관련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거래대금 규모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3천조에 달하던 

장내주식관련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2014년 27천조로 57.3% 감소  

했으며, 장외 주식관련 파생상품 거래 규모도 54.5%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거래규모가 큰 상품이 금리관련 상품이며, 금리관련 

상품도 장내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관련 파생상품의 장내, 장외 거래 규모는 약 90:1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후 장내, 장외 금리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주식관련 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거래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감소폭은 0.1% 정도의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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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감소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201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장외 

금리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84.9%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통화와 기타상품과 관련해서도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작다. 통화와 기타상품 모두 장내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거래규모는 각각 139.8%, 140.3%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장내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체 거래규모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장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이용이 전체 거래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거래 규모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식관련 상품을 제외한 금리, 통화, 기타상품 관련한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비록 작기는 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는 증권업계의 파생상품 활용 측면에서 기존의 시장 활용 

방식과는 다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증권회사들이 운용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 자산군으로부터 좀 더 확장된 상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FICC(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를 중심으로 

한 채권운용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증한 ELS, DLS의 발행 증가도 증권회사들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증권회사들이 기 발행한 구조화 상품의 헤지를 위해서 장외에서 

주식이외의 파생상품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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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증권사 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2)

주식상품 62,513,923 40,500,895 31,934,588 26,719,470 △57.3

장내 62,256,402 40,375,004 31,841,669 26,602,229 △57.3

장외 257,521 73,651 92,918 117,241 △54.5

금리상품 3,536,748 5,019,685 5,319,975 3,533,521 △0.1

장내 3,340,281 4,711,483 4,919,476 3,170,170 △5.1

장외 196,467 388,225 400,500 363,351 84.9

통화상품 562,881 623,212 668,111 607,922 8.0

장내 425,290 439,904 377,334 277,924 △34.7

장외 137,591 44,854 290,777 329,999 139.8

기타상품3

) 23,866 36,798 50,533 32,172 34.8

장내 14,383 17,591 9,102 9,388 △34.7

장외 9,482 19,207 41,430 22,784 140.3

합 계 66,637,417 46,180,590 37,973,207 30,893,085 △53.6

장내 66,036,356 45,543,982 37,147,581 30,059,711 △54.5

장외 601,061 636,609 825,625 833,374 38.7

주) 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 명목금액(notional amount) 기준,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율
3. 신용상품 및 일반상품(귀금속, 농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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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현황

은행의 파생상품 활용 금액은 2011년 14천조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천조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거래규모 대비 

23.5% 감소하였다. 은행의 파생상품 활용은 주로 장외 파생상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외 거래규모 대비 장내 거래규모는 

10%내외이다. 앞서 증권회사의 장내 거래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장외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는 달리 은행은 장내, 장외 거래규모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은행이 가장 큰 규모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상품은 통화 

파생상품이며, 장외 거래규모가 전체 통화 상품 거래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체 통화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9천4백조원이며, 그중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9천2백조원이다. 이후 

전체 통화 파생상품 뿐 아니라 장내, 장외 파생상품 규모가 모두 

감소하여 2014년에는 7천7백조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통화 상품관련 

장외파생상품 규모는 7천6백조로 감소하였다. 2011년 대비 전체 통화 

파생상품 규모는 2014년말 18.5% 감소하였고, 장내, 장외 모두 각각 

47.6%와 17.7%가 감소하여 장내 거래규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금리관련 파생상품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전체 거래대금 

규모는 2011년 4천3백조 규모에서 2014년 2천8백조 규모로 감소하였다.

장내, 장외 거래대금의 비율은 약 40:60으로 장외 규모가 좀 더 컸으며,

마찬가지로 장내 통화파생상품이 거래대금 축소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주식관련 파생상상품은 2011년 전체 은행이 거래하는 파생상품 

규모의 약 0.7% 수준인 95조규모이며, 2014년에는 51조로 46.1%가 

감소하였다. 주식관련해서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장외 규모에 

비해서 2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대금 감소 폭은 장외 

파생상품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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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품과 관련해서는 장내 거래규모는 2012년 1조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아 활용도가 매우 낮으나,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은행의 

기타상품 거래규모는 14조원이다.

즉, 은행은 장내․외 시장에서 금리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주로 

거래하며,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점차적으로 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장내 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하고 있는 금리 및 통화 관련 상품의 규모도 2014년 

들어 매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파생상품 활용이 주로 장외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규모 헤지거래는 장내에서 물량 소화가 어렵고, 가격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회피를 위해 장외에서 미리 

거래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 장내로 들어와서 협의대량매매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의 약 

30%정도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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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은행 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증감률2)

주식상품 95,183 91,819 82,892 51,311 △46.1

장내 60,154 60,875 58,480 37,368 △37.9

장외 35,028 30,944 24,412 13,942 △60.2

금리상품 4,369,450 3,628,242 3,604,682 2,889,484 △33.9

장내 1,633,061 1,523,160 1,350,380 931,545 △43.0

장외 2,736,389 2,105,081 2,254,302 1,957,938 △28.4

통화상품 9,454,945 9,230,511 8,720,988 7,705,932 △18.5

장내 263,193 188,622 193,904 138,009 △47.6

장외 9,191,752 9,041,889 8,527,084 7,567,923 △17.7

기타상품
3)

14,107 16,474 15,306 14,390 2.0

장내 9 1,047 79 202 2144.4

장외 14,098 15,427 15,227 14,188 0.6

합 계 13,933,686 12,967,045 12,423,869 10,661,117 △23.5

장내 1,956,417 1,773,704 1,602,843 1,107,125 △43.4

장외 11,977,268 11,193,342 10,821,025 9,553,992 △20.2

주) 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 명목금액(notional amount) 기준,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율
3. 신용상품 및 일반상품(귀금속, 농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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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투자현황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011년 기준 236조이며,

2014년에는 50.3% 감소한 117조원 규모이다. 2011년에는 장내 

파생상품의 규모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으나, 장내 파생상품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장외 규모는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장내 

파생상품의 규모가 장외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1년 대비 

2014년 장내 파생상품은 거래규모가 80.6% 감소하였으나,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56.7%나 증가하였다.

보험회사는 주로 금리상품의 활용도가 높으며, 거의 대부분을 

장내거래로 소화하고 있다. 2011년 전체 금리상품의 거래 규모는 

151조원이며, 이중 장내 파생이 150조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에는 24조원으로 

2011년 대비 83.9%가 감소하였다.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2011년 62조원에서 2014년 14조원 

규모로 77.7%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장내거래로 이루어졌다. 장외 

파생상품은 장내 거래 규모의 10%정도 수준에서 매우 작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장외 파생상품거래도 그 규모가 작긴 하지만 감소폭이 

59.5%로 크게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활용도는 금리 상품과는 반대로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장내 규모에 비해서 높았다. 유일하게 

전체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증가한 상품으로 장내는 2011년 대비 

25.6% 감소하였으나,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2011년 14조원에서 

2014년 72조원으로 415.0%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보험회사는 최근 4년간 장내 거래의 급격한 감소세로 인해 전반적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축소되는 가운데 장외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금리 및 주식상품 위주로 장내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들 상품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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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품은 장외시장을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보험회사 파생상품 거래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증감률2)

주식상품 62,823 48,218 25,045 14,023 △77.7

장내 56,188 43,164 21,535 11,336 △79.8

장외 6,636 5,054 3,511 2,687 △59.5

금리상품 151,192 76,944 32,686 24,469 △83.8

장내 150,693 76,290 32,096 24,244 △83.9

장외 499 655 590 225 △54.9

통화상품 22,396 31,652 42,812 78,390 250.0

장내 8,387 8,807 6,998 6,243 △25.6

장외 14,010 22,845 35,815 72,147 415.0

기타상품
3) 88 111 583 591 571.6

장내 23 34 - -

장외 65 77 583 591 809.2

합 계 236,499 156,926 101,127 117,472 △50.3

장내 215,290 128,295 60,629 41,822 △80.6

장외 21,210 28,631 40,498 75,649 256.7

주) 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 명목금액(notional amount) 기준,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율
3. 신용상품 및 일반상품(귀금속, 농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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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현황

전체 공․사모 펀드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공모 펀드의 자산총액은 2천조원이며, 사모펀드도 1천9백5십3조원 

으로 거의 2천조원에 달하고 있다.

펀드의 파생상품 활용은 공모펀드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펀드 총자산액의 약 7%수준인 147조원이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10% 수준인 199조원이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관련 펀드의 총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파생상품 관련 펀드 금액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공․사모 펀드의 파생상품 활용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공모

펀드

자산총액 1,737 1,920 1,882 2,044 

파생상품관련 

펀드총액(비중)

  98

  (6) 

  115

  (6) 

 129

  (7) 

  147

   (7) 

사모

펀드

자산총액 1,188  1,342 1,614 1,953 

파생상품관련 

펀드총액(비중)

 119

 (10)

  208

  (16)

  200

  (12) 

 199 

 (10)

주) 1. 출처 : 금융투자협회 
2. 명목금액(notional amount) 기준
3. 연기금 운용펀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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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관투자자의 KRX 파생상품시장 투자제약 요인

본 장에서는 KRX 파생상품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투자 제약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본 장에

서는 제도 및 시장 규제 측면, 시장 미시 구조적 측면에서 투자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1. 제도 및 시장규제 측면

기관투자자의 KRX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투자제약요인으로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제도 및 시장 규제적 측면이다. 이는 

기관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진입을 위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단계로서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높을수록 시장의 

활용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KRX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진입요건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를 통해서 KRX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및 EU의 파생상품 

시장의 진입규제와는 규제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위한 최소자본요건은 100억으로 

미국, 영국, EU에 비해 약 10배 가량 높으며, 장외 파생상품 진입요건도

주요국(미국, 영국, EU)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한국의 장외 파생상품 

규모가 글로벌 장외 파생상품시장 전체 규모의 1%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장진입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규제 

내용이나 규제 수준은 거의 없거나 낮다. 이들 국가들은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별도의 진입요건에 대한 규제내용이 없다. 단 미국의 

경우에는 FCM의 경우에만 관계당국에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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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장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장외 시장의 

경우에는 약 100억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취급을 위해서는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필요하며 자기자본 요건도 장내는 100억, 장외는 

900억으로 매우 높다. 단, 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한 진입수준에는 

한국과 주요국간의 차이는 크게 없다.

<표7>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진입요건 비교

구분 주요국(미국/영국/EU) 한국

규제

내용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별도의 진입

요건이 없음 

단, 미국 FCM의 경우 등록 절차 필요

파생상품 취급을 위해서는 장내․ 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 필요

규제

수준

자기자본 요건 낮음

(장내 : 약 10억원, 장외 : 약 200억원)

자기자본 요건이 높음

(장내 : 100억, 장외 : 900억)

다음은 자산 운용 및 건전성과 관련한 규제이다. 한국과 주요국간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파생상품 운용에 관해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편입이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요국들은 

파생상품 편입에 대한 별도의 레버리지 규제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환위험 

헤지 목적 이외에 대해서는 편입을 제한하고 있다.

건전성 원칙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원칙과 비슷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적용하는 NCR 규제가 BIS 표준모형에 비해서 

파생상품의 시장 위험액을 높게 산정하고 있어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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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 운용 및 건전성 관련 규제 비교

구분 주요국(미국/영국/EU) 한국

규제내용

(자산운용)

(공모펀드)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생상품 포지션과 

거래목적에 대한 공시가 필요

(사모펀드)

특별한 규제가 없음

(공모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생상품 편입시 

최소 분산 요건 등 이 필요

(사모펀드)

400% 레버리지 한도가 있으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만 거래 가능

규제내용

(건전성)

파생상품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비율이 낮아짐

파생상품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NCR(증권회사,선물회사), 

BIS(은행) 비율이 낮아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의 시장 진입규제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차이가 났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의 시장진입규제 

및 자산운용관련 규제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장진입규제 관련한 투자매매업인가 요건이다. 금융회사가 

파생상품과 관련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입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국은 파생상품의 

기능별로 인가 단위를 세분화 하고 있다. 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파생상품별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 상품별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초 자산별로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장내 파생상품에서 취급하는 자산과 장외에서 취급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구분하여 인가를 하고 있다.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과 ‘장내 파생상품 전체’로 세분화하여 인가하고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주권을 기초로 하는 것’과 ‘주권이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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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능별 인가 요건을 만족하고 나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 없이 

파생상품 업무가 가능하다. 즉, 증권회사 뿐 아니라 은행도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은행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발행업무는 제한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위해서 증권 투자매매업

또는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가 동시에 장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동시에 

취득한 사례가 없다. 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 인가업무에 대한 단위 

및 최소자기자본 수준은 아래와 같다.

<표9> 파생상품 인가업무 단위 및 최소 자기자본

(단위: 억원)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소자기자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장내 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100 20

전문투자자 50 10

장내 파생상품

(주권을 기초로 하는 것만 해당)

일반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50 10

전문투자자 25 5

장외 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900 100

전문투자자 450 50

장외 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

일반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450 50

전문투자자 225 25

장외 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

일반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450 50

전문투자자 225 25

장외파생상품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

일반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180 20

전문투자자 90 10

출처 : 자본시장법시행령 별표1

다음은 KRX 파생상품시장 회원요건이다.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및 장외 파생상품의 청산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소회원으로 가입

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내․외 회원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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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내 파생상품시장 회원 요건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

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장내파생상품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로써 KRX의 

파생상품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파생상품 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결제하는 결제회원과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위탁하는 매매전문회원으

로 구분되며, 일정수준이상의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KRX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결제회원의 경우에는 가입금, 공동기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매전문회원의 경우에는 가입금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회원으로 참여하려면 추가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가입금, 공동기금 보증금 등 일정 수준이상의 비용부담이 필요하다.

장내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요건은 아래와 같다.

<표10> 장내 파생상품 회원의 재무요건

결제회원 매매전문회원 겸영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이 

180%이상일 것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 이상일 것

은행 : 은행업감독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종합금융회사 : 금융투자업규정 제 

8-41조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 것

장외 파생상품시장 회원에 대한 요건은 장내보다 더 까다롭다.

자본시장법 제 166조 2항에 의하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200% 이하

인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업무를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원화 이자율 스왑(IRS) CCP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내 파생상품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기 청산거래와 

일반 청산거래에 대해 자기 명의로 청산 참가를 하는 일반 청산회원의

경우 자기자본은 5,000억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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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기명의로 청산 참가를 하는 자기 청산회원은 500억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

다음은 파생결합증권 취급요건이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합성 

ETF의 거래 상대방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무요건과 건전

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LS/DLS의 발행을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 200%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LW의 유동성 공급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 200% 요건을 충족하고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도 만족을 하여야 한다. 합성 ETF의 거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

서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갖추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 

200%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 신탁 등이 파생상품을 운용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자산운용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공모펀드를 대표하는 집합투

자기구는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장외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두고 있으며,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 규제는 다소 엄격한 특징을 가진다. 집합투자업자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장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위험을 가진 자산의 위험액이 순자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자산의 편입을 제한하고 있다.

신탁의 경우에도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의 매도는 허용

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탁 산업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차입을 금지하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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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불특정 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장내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은 

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위험 회피액 한도 규제

□ (개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 자산의 100%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 예를 들어, 펀드 자산의 약 10% 내외의 금액으로 선물을 편입하였다면  

    나머지 90%의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주가하락 위험을 콜옵션 매도를 통해 헤지하는 단순한 커버드-콜 전략도  

     파생상품위험 평가액 100% 규제 때문에 운용에 큰 제약이 따름

□ (위험평가 산정 방식) 옵션매도의 경우 행사가격 × 계약수 × 승수(put 옵션)  

   또는 Max{행사가격, 기초자산가격}×계약수×승수(call옵션)을 적용

 ㅇ 이 경우, 외가격 옵션에 대한 매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면 해당 옵션의  

    행사가능성(델타)을 무시하고 옵션매도 위험평가액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

  - 따라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covered call 전략을 취하더라도  

    옵션 매도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call옵션 매도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기는 힘듬

  - 공모펀드의 파생결합증권 편입시 투자한도도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ELS․ DLS 및 헤지펀드 산업발전에 제약 사항임

    * 공모펀드는 파생결합증권 편입시 30%의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헤지펀드도  

      레버리지 한도를 400% 적용하고 있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는 공모펀드에 비해서는 규제수준이 낮은 편이다.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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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PEF와 같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파생상품

을 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환

위험 헤지 목적에 한해서는 파생상품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는

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련 규제이며, 이외 보증 준비금에 대한 시가평가,

헤지 목적 파생상품 활용시에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는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약정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스왑은

모두 장외 거래로서 한도 예외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거래한도를 충족

하여야 한다. 위험회피회계 적용 거래의 한 예로 ALM 목적의 거래 

등은 한도 예외를 적용 받지만 최저 보증옵션 리스크 헤지는 한도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뉴욕주)에는 스왑, 선도, 칼라,의 거래

한도를 약정금액이 아닌 잠재적 익스포져 기준으로 인정 자산의 6.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스왑 거래금액을 국내 

규제 방식인 총자산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13.7%인데 잠재적 익스포져는 

총자산 대비 0.18%로 추정된다.

 ※ 한도규제 예외 거래(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 헤지거래 요건(명확한 위험회피대상, 위험회피 종류/목적/전략 문서화, 높은  

    위험회피효과, 완전한 위험회피 등)을 충족하는 거래

 - 각종 원화표시 파생상품 연계증권, 신종외화증권(신용연계채권, 신용연계예금,  

   합성 담보부 채권 등)

 -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목적의 이자율스왑 거래

 - 변액보험 보증위험 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14년말 신설)

   * 일반적 헤지 요건 보다는 완화된 기준(완전한 위험회피 요건 미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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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에 대한 시가 평가제 또한 파생상품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증준비금은 금감원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파생상품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을 활용시

오히려 단기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헤지 거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보증옵션을 시가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정과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헤지 목적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회계의 미적용이

파생상품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 적용률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1.5% 이다.

 ※ 보증준비금 산출(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4)

  - 보증준비금은 최저보증에서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으로 평가

  - 다수의 자산이익률 가정*을 통해 도출된 순손실액 현가를 확률분포로부터 추정

   * 금융감독원장 발표 (예) 금리 : 과거 3년 이동평균 (매년갱신) 주가수익률 :  

     7.6% (고정)

  - CTE(70) 적용 : 확률분포에서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하여 손실 계상

마지막으로 건전성 관련 규제이다. 파생상품 취급기관의 건전성을 

파생상품에 특화시켜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파생상품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NCR(영업용 순자산비율)과 BIS가 모두 낮아지도록 

설계되어있다. 즉,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경우 파생상품 보유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NCR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산출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시장위험 산출과 관련해서는 NCR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파생상품의 델타위험, 감마위험, 베가위험은 NCR과 BIS 모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NCR은 별도로 깊은 외가격 위험을 포함하고 있어 

NCR에서는 파생상품 시장 위험액을 더욱 크게 산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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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운용시 깊은 외가격 위험액 

산정에 대한 제약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시장위험 산정 모형에서는 파생상품 위험액 산정시 델타(1차 

민감도), 감마(2차 민감도), 베가(3차 민감도)위험 만을 고려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규제에서는 이들 위험액 이외에 

깊은 외가격 위험을 추가로 계산함으로써 특정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발행하려면 NCR 수준을 별도로 맞추어야 하는 이중 진입규제로 

인식되어 파생상품 시장의 진입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바젤II 규제 및 최근 시행된 바젤III 규제 모두 은행의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증가할수록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의 필요 

자기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BIS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아래는 금융 

기관별 파생상품 취급한도 규제와 관련하여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2.  시장 미시 구조 측면

본 절에서는 KRX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운영 제도 및 상장된 상품의 

운용등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상품구성의 다양성 부족과 상장된 상품의 거래부진을 들 수 

있다. 보험회사나 연기금들의 장기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파생상품 

활용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상품은 부족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최저보증옵션 헤지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의 장기물에 

대한 수요 충족이 미흡하며, 연기금 등의 공익적 기관투자자의 

코스피200선물․옵션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장기물 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KRX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적절한 장기물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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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금융기관별 파생상품 취급 한도 규제

금융회사 파생상품구분 취급근거법규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장외

□ 금융투자업규정(제5-49조)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100

  (겸영 금융 투자업자 : 당해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보험회사

장내
□ 보험업법시행령(제50조)

- 위탁증거금이 총자산의 3/100

장외
□ 보험업감독규정(제5-2조, 별표9)

- 총자산의 3/100이내(약정금액, 프리미엄)

신용연계

□ 보험업감독규정(제5-2조, 별표8,9)

- 외화:투자등급이상 CLN, 합성 CDD, CLD

- 원화 및 기타 : 불가

상품연계
□ 보험업감독규정(제5-2조, 별표9)

- 총자산의 3/100이내(약정금액, 프리미엄)

금융투자회사

(집합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 자본시장법(제81조), 동법시행령(제80조) 및 부칙(제13조)

- 동일 종목 투자 30/100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제81조), 동법시행령(제80조)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부채총액)의 100/100 이내

- 동일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100이내

다음은 기관투자자들이 장내 개별주식을 활용하여 장외 파생상품의

단기민감도 조정을 하고자 하나 개별주식 옵션시장의 부진으로 인하여 

시장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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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파생상품은 대체적으로 단기거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장외 

상품은 중장기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호 보완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장내 개별주식 상품을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중장기 장외파생상상품의 단기 민감도 조정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을 이용하거나, 세금 등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한다. 그러나 국내 개별주식 장내 파생상품은 

상장된 상품의 부족과 거래량 부족, 제반 제도적인 제약 등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파생상품 포지션의 델타 헤지 등을 

위해서는 현물 주식을 거래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제한적 시장조성자 제도의 운영이다. KRX 파생상품시장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 요인을 억제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낮으면 

거래비용 부담 때문에 시장참여를 꺼려하므로 선진 거래소들은 

대부분 시장조성자 제도를 채택하여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KOSPI200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규제의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시세 유인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자발적 유동성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증발을 야기 시키기도 하며 이럴 경우 의무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기관투자자들은 KRX

파생상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품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유연한 시장설계와 시장 친화적인 

시장규제의 방향을 설정하여 시장을 운영한다면 향후 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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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투자자의 파생상품 운영에 대한 인식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투자제약 요인들은 시장 규제나 시장 미시구조 등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활용을 하기 위한 외적 요인들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본 절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러한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파생상품이 가지는 본질적인 

상품의 특성, 즉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단기 수익률과 상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그들이 

운용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유형인 

보험회사, 연기금 등이 파생상품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상의 한계나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인식이다. 보험회사들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보다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통한 

위험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레버리지 상품인 

파생상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서 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최적의 상태로 조합시켜서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회계적 수익 및 순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시장상황에 맞추어 현물(주식, 채권 

등)의 직접 매매를 통한 자산 듀레이션을 조정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민감하며, 보험회사 자체적 한도 설정 및 사전․후 

보고의 번거로움도 전반적으로 파생상품 활용을 자제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거래하더라도 

직접투자보다 DLS나 ELS 등 복합 상품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기금 등 공적 성격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인식이다. 연기금은 공적 성격의 자금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추구한다. 이에 반해서 연기금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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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투자현황 및 수익률이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공개되므로 파생상품 편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단기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용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인한 수익률 

저하보다는 헤지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운용자 평가시, 절대수익률 보다는 

벤치마크 등에 대한 상대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 또한 연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파생상품 편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기금과 같은 기금관리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부 전문 운용 인력의 보완 및 거래시스템의 

구축 등 초기 시장 참여를 위한 높은 시장참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별 

운영규정에서 원칙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헤지 및 차익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품별 투자한도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는 주요 공적연금의 자산운용 관리 규정 중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부분만 발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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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주요 공적연금 운용관리 규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파생상품 투기거래 금지

다만, 다음 목적의 

투자는 가능

① 헤지거래 

② 차익거래

③ 환헤지

④ 자산배분목적거래

⑤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 목적 거래

* 상품별 투자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나 구체적 한도 

내역은 미공개

 

** 단, ①, ②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 거래 전에 

또는 거래 후 

3영업일 이내에 

리스크관리센터장

의 확인 필요

 

파생상품 투기거래 금지

다만, 다음 목적의 

투자는 가능

①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에 

한해 허용

②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헤지거래만 허용

* 상품별 투자한도 

및 투자 시기는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에서 정하나 구체적 

한도 내역은 미공개

파생상품 투기거래 금지

다만, 다음 목적의 

투자는 가능

① 헤지거래 

② 차익거래

③ 환헤지

* 파생상품 관련 제한

   

주가지수선물ㆍ옵션

의 거래 대상은 

KOSPI 200으로 

하며, 포지션 한도는 

보유 주식 시가 

총액의 범위 내

  ․금리선물의 거래 

대상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등으로 하며, 

포지션 한도는 

보유채권 시가총액의 

범위내

파생상품 투기거래 금지

다만, 다음 목적의 

투자는 가능

 

①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에 

한해 허용

②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헤지거래만 허용

  

* 파생상품 관련 제한

․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에 한함

․  20% 이상 손해발생시 

기존 포지션 청산

  (단, 천재지변 또는 

테러 등 쇼크 

발생시는 제외)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는 헤지 대상 

주식 및 해당 

기초자산가치의 

15% 이하

※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 정의(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 헤지거래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 차익거래 : 현물과 해당 (합성)선물 및 선물과 합성선물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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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헤지 등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부분적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아직은 내부규정상 원활한 상품구성은 어렵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총량 및 상품별로 복잡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규제의 합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negative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DC형 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다.5)

<표13>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정 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위험자산군 한도 위험자산군 한도

① 상장주식, 외국법인발행 주식, 

증권예탁증서, 주식 취득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손실 범위가 원금의 약 10% 초과 

파생결합증권,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적립금의 

30%

① 주식, 증권예탁증서, 

주식취득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손실범위가 

원금의10%초과 파생결합증권,  

주식형․ 혼합형․  파생상품․ 

투자등급 투자형․ 부동산․실물 

집합 투자증권

투자금지

② 주식형,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집합투자증권

적립금의 

50%

③ 혼합형 투자등급의 투자형, 

재간접형, 외채 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적립금의 

50%

②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외채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적림금의 

30%

위험자산 전체

(위 ①,②,③ 모두)

적립금의 

70%

③ 집합투자방법의 경우

 위험자산(①에서 제시된

 투자금지항목)에 대한 

 투자한도 

적립금의 

40%

5) 근로자퇴직연금법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개정안(‘14년 12월, ’15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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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관투자자 활성화 방안

앞 장에서는 KRX 파생상품시장에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저조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여러 가지 투자 제약요인들이 있지만 

시장진입규제와 관련한 시장제도 및 규제적 측면, 시장 미시 구조적 

측면과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인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투자 제약 요인들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1.  규제 및 제도 완화의 필요성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KRX 파생상품 시장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시장 진입 요건은 미국, 영국, EU등의 주요국들에 

비해서 다고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시장참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시장 진입 및 자산운용, 건전성 관련 시장 규제 

수준들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장진입규제 관련해서는 투자매매업인가요건의 완화 및 회원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파생상품 취급 인가요건에서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100억에서 10억 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로써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자기매매에만 

참가하고 결제위험은 결제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시장 

진입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소 회원 

가입요건과 관련해서도 가입비 인하, 가입절차 간소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기여자”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할 만 하다. 또한 외국 

자기매매전문회사에 대해 국내 지점․영업소 설치 없이 인가 및 

거래소의 자기매매전문회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46 파생상품 리서치 | 2015년 제4권 2호

아울러 국내 자기매매전문 회사도 외국 거래소의 자기매매전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파생상품과 관련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위험평가액 규정과 최소분산

요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전통적인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위험 포지션이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규정은 바람직하나 파생상품형 펀드에 한해서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규정과 최소분산요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한도 400%를 완화하고 파생상품 

편입포지션을 사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환위험 헤지 

목적이 아닌 경우 파생상품 편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파생상품을

편입할 경우 편입목적과 보유 포지션을 사후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NCR의 파생상품 시장 위험액 산출식의 개선 등과 같이 

건전성 규제부분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NCR은 BIS와 유사하게 설계되었지만 파생상품의 시장 위험액을 

산출하는 부분은 다소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깊은 외가격 

위험은 NCR 산출식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의 외가격 위험은 이미 감마 위험과 베가 위험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행되었으므로 

규제의 통일성 담보 차원에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도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험평가액 산출에 행사가능성(델타)의 반영과 

일정 구간 이내의 델타 중립 범위도 반영해야 한다.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진입 규제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항상 투자자 보호와 상충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시장 진입규제의 완화를 위해서 

자기자본요건을 낮춘다고 해도 반드시 투자자보호가 소홀해 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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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파생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내 거래소 

회원 및 장외 CCP 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KRX는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조건과 함께 별도의 재무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NCR과 관련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도 

투자자보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NCR규제에 의해 파생상품 취급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 요건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기능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몰조항으로 폐지된 공익적 기관투자자에 대한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관의 차익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매우 

절실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하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주식시장의 균형가격을

유지시켜주는 파생상품시장의 핵심적 순기능이나 ‘10년 이후 급감하여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매의 5%미만인 실정이다. 공모펀드 및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폐지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거래급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혜택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에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시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보다 주식거래량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폭이 더 크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시장미시 구조에 대한 재설계 

시장진입규제와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관련한 규제들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활용한 상품의 부재나 시장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에 대한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도나 규제적 측면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함께 

우리시장의 미시구조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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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품설계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회사나 연기금의 금리 헤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초장기채에 대한 선물 상장이 필요하다. 특히 유동성이 높은 

KOSPI200선물․옵션의 만기를 6개월에서 3년 미만의 만기구조를 

가지는 중장기물의 도입이 시급하다. 2014년 9월 코스피200선물에 

대해서는 3년이내 만기의 6개 결제월물이 상장되었으나, 옵션은 장기 

결제월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은 청구권의 

만기에 기인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보험회사나 연기금의 청구권은 

장기 청구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시장의 상품 상장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상품 개발 및 상장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관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거래소 자율로 신규 상품의 상장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사전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단, 기존 거래자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장 상품의 변경 및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신규 참여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는 전문 

투자자 중심의 파생상품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상장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의 확대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동성 수준이나, 수요기반 등을 감안하여 상품별 

성숙단계에 따라 시장 조성 전략의 차등이 있어야 하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상품의 확대 및 기간 연장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 거래세 면제)이다. 이는 주식선물․옵션 시장 조성자가

시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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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시장조성자의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시장조성호가 제출)이 가능해지고, 보유 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려는 기관투자자의 신규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주식선물에 대한 거래규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선물․옵션에 한정되어 있는 비과세 상품을 지수관련 상품(섹터,

코스닥지수선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법조항은 3년 시한(~2017.12월)인 

일몰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패키지형태의 시장조성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조성이 어려운 상품과

용이한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시장조성이 가능한 상품군을 확대한다면 

시장조성자 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유동성 주식선물

종목군과 거래가 부진한 섹터지수 선물 또는 배당지순 선물과 같은 

상품군을 패키지 형태로 결합한 제도 운영을 시도할 수 있다.

다음은 신규 시장 진입 회원에 대한 취급상품의 확대이다. 현재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신규 회원으로 진입하는 은행에 통화 상품뿐만 

아니라 금리와 국채 선물에 대한 취급기회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회원사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은행의 참여로 인한 시장 확대로 위탁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 될 가능성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참여 확대로 외국인, 개인, 투신 등의 거래가 동시에 늘어나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09년 증권사의 금리․통화 

파생상품 시장 직접 참여 이후 미국 달러 선물시장의 거래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한 선례가 있다. 증권사의 직접참여 이후 위탁거래 

증가율(85.5%)을 적용한다면 위탁수수료는 213.2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장미시구조의 재설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협의대량 매매 제도의 보완, 결제제도의 다양성 확보, Tick size의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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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과 일반상품 파생상품은 초기에 전문투자자 위주의 거래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상품을 직접 취급하는 은행이나 실물업자

등에게 협의 대량거래 시스템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문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고객 

편의적인 거래조건(만기, 물량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내 거래로 포섭할 경우 표준화된 상품에 거래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EFP(Exchange Futures to Physicals,

기초자산 조기인수도부 거래)와 같은 자유로운 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내 파생상품의 만기일에만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직성을 지니므로 결제제도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미국 달러 선물에 한해서는 Flex와 EFP 제도가 시행중이긴 하나 

Flex를 활용한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호가단위의 축소이다.

대부분 유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스프레드는 최소호가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호가단위의 축소는 거래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문헌 연구들에 의하면 호가단위가 커지면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호가가격 단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거래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이러한 이유로 정밀한 위험관리는 힘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 감소는 파생상품 뿐 

아니라 주식거래의 동반 감소를 야기할 수 도 있다.

3.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보험회사나 연기금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 및 헤지의 

필요성은 꾸준히 재기되고 있지만 이들이 가지는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다면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파생상품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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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활용 

현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초기 시장 진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제공 등 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활용현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투자가 활발하였으나 이는 주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거래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투자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최근에는 각 거래소들이 장내 

파생상품 활용의 이점을 부각시키면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활용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며 

투자목적으로 분류된 것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헤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헤지 목적의 2/3이상이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거래이며,

주식관련 리스크 관리 헤지거래의 비중도 18.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즉,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주로 일반계정의 ALM과 특별계정의

보증옵션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산의 듀레이션을 이자율 선물, 스왑 등을 이용하여 

조절함으로써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파생상품 활용의 

대표적인 예이며, 저축성 보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이자율 플로어 

등 을 이용하여 헤지 한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을 활용한 

자산부채종합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특히 자산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ALM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매매가 필요하며 매칭의 

정확성도 떨어지지만, 스왑과 옵션을 이용하는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다.

아래는 한국과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관련 자산 대비 파생상품 잔액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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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대비할 때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고 활용 가능한 상품만 

충분하다면 국내 보험회사들도 미국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수준까지 거래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14> 한․미 생명보험회사 관련자산 대비 파생상품 잔액 비율

(단위: 십억원, 백만달러)

구 분 금리관련 주식관련 외환관련

한국

파생상품 잔액 2,265 2,587 21,414

관련자산 금액 287,017 55,871 22,010

비 율 0.8% 4.6% 97.3%

미국

파생상품 잔액 842,898 225,914 91,980

관련자산 금액 2,877,492 1,546,085 97,463

비 율 29.3% 14.6% 94.4%

주) 1. 출처 : 보험연구원 및 금융감독원,

2. 한국 '12년말, 미국 '11년말 기준 
3. 명목거래금액(notional amount) 기준 

해외의 경우에는 Pension fund의 파생상품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은 수익률 최대화 뿐 아니라 하방 리스크와 자산부채종합관리를 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Pension fund의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다.

․쿠폰이나 배당과 같은 고정수익에 대한 재투자 파생상품 활용

․포트폴리오 가치에 대한 헤지

․자산배분 전략에 대한 이행관리

․포트폴리오 베타와 듀레이션 조정

․섹터 overlay가 가능 : 주식 포트폴리오 내의 섹터에 대한 노출을  

주식 인덱스 선물 섹터를 활용함으로써 관리 가능

․채권/주식의 picking이 가능하며,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승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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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활용이다. 파생상품 전문 헤지펀드는 

금융혁신, 분산투자,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펀드의 전략은 단위 위험당 

초과수익이 높으며, 시장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낮고 손실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헤지펀드의 73%가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매크로 전략과 Managed Futures 전략은 

각각 93%와 95%가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파생상품을

활용한 주요 전략은 글로벌 매크로 전략, CAT/Managed Futures

전략, 롱숏전략, Equity Neutral 전략 등이 있으며 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운용을 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략이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며,

이 전략은 국내외 지수선물, 금리선물, 통화선물, 상품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글로벌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Bridgewater fund의 경우 선물기반의 다양한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T(commodity Trade Advisor)/Managed

Futures 전략은 상품선물, 지수선물, 금리선물, 통화선물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는 기법이다.

롱숏전략은 매도전략의 경우 대차시장을 통해 공매도를 하지 않고 

개별주식 선물 혹은 개별주식옵션을 이용하면 낮은 비용으로 공매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Equity Neutral 전략은 

금융업종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시장위험을 제거하고 싶은 경우에

지수선물을 매도하고 금융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만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펀드들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파생상품 

활용이 활발한 헤지 펀드가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펀드들의 파생상품 활용 전략에 따른 성과 비교 연구로는,

VAngauard(2010)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Managed Futures 전략과 

글로벌 매크로 전략의 샤프비율이 각각 0.48과 0.45로 롱숏전략의 

0.28보다 뛰어남을 보인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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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agon, Martin(2010)은 옵션 사용이 활발한 헤지펀드 일수록 

초과수익이 높으며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음을 보여주었고, Chen(2006)은

파생상품의 활용이 높은 헤지펀드 일수록 시스템 위험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장 진입회원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초기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관련비용의 인하와 

시스템 개발비 지원을 들 수 있다. 현행 거래소 회원 가입비는 1.5억 

이며, 손해배상공동기금 10억, 회원보증금은 1백만원 수준이이나 회원 

가입비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시장진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은행이 자기매매 회원으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공동 임대 할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 같은 핵심타깃에 대한 집중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기금의 투자방향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의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른 연기금의 파생상품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마케팅 방향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연금이 최초로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 발표가 됨으로써 이러한 기관들의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6)

6) 한국경제 “대세는 대체투자” 기사 인용(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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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대효과

KRX 파생상품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가 

되면 이들의 잠재적 수요 창출로 인한 파생상품시장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험관리 전문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KRX　파생상품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면 자기매매 

거래의 증가, 연기금의 대체투자 수요 흡수, 보험회사의 금리, 환 

리스크 및 최저보증보험 헤지 수요 충족, 은행들의 장내 시장 활용도 

제고와 기타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들로 인해서 파생상품시장의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자기 매매거래의 증가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요건 완화와 거래소 회원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서 자기매매 전문회사의 참가를 유도한다면 

파생상품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러한 

시장 환경 하에서는 자기 매매전문 특별 참가자 제도에 대한 도입이 

가능하다.

자기 매매 거래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을 이용해 투자하는 행위로 

시장조성 등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력과 

첨단 금융기법을 필요로 하는 바, 시장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자기매매전문회사(Proprietary Trading Firm)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중개 업무는 영위하지 않고 자기매매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 고도의 계량모델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한다. 최근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미국의 Volcker Rule

등)로 투자은행의 Prop Trading Desk가 자기매매전문회사 및 

헤지펀드로 분화되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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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기금의 대체투자 수요 흡수에 따른 시장 확대이다.

연기금은 매년 자산별 투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간 비중을 소폭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에 배분된 자산의 일부를 파생상품 헤지 

거래로 유인하고 있다. 채권 및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성격이 

강하므로 보유 포지션에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요 

연기금들은 적극적인 수익률 추구를 위해 최근 대체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7) 아래의 표는 2014년 및 2015년 상반기 

기준 연기금별 대체투자 운용 비중을 나타나고 있다.

<표15> 연기금별 대체투자 운용비중 

(단위: %)

구분
국내 대체투자 해외 대체투자

'14 '15 '14 '15

국민연금 4.8 5.5 5.1 6

KIC* - - 9.5 15

우정사업본부 3 3 1 2

새마을금고 5.8 6.9 5.7 6.5

교직원공제회 1.8 1.9 1.2 1.3

사학연금 3 5 1.2 1.2

지방행정공제회 3.3 3.2 1.6 1.8

군인공제회 6.8 6.3 8.8 1.3

공무원연금 1.4 1.6 1 3

과학기술공제회 5.9 5.4 1.3 1.7

7)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금융상품에의 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실물투자방식에 의한 투자 뿐 아니라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운용전략도 대체투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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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보험회사의 금리, 환리스크 및 최저 보증보험 헤지 수요 

충족으로 인한 시장 확대이다.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ALM을 수행 할 때보다 탄력적이고 정교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금리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정 금리형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부채 시가평가8)에 따른 책임 준비금과 관련한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파생상품을 활용한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생명보험회사의 실적 배당형 변액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보증준비금 관련 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보사의 전체자산 대비 파생상품 잔액비중은 5~6%에 불과해 

향후 확대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9)

아래의 표는 주요 생보사의 파생상품 잔액 현황이다. 생보사 변액 

펀드 적립금은 약 85조로 주가 30%, 금리 100bp 하락시 보증옵션에서 

6.1조원의 손실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삼성생명 추정)

2014년 9월 기준으로 변액보험은 89.9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중소형 

보험사는 일반 계정의 20%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의 

상품은 GMAB (최저 연금적립금 보장)의 보증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국내 은행들의 장내 시장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장외시장에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금리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장내시장으로 흡수 할 필요성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이 파생상품 거래 비중을 보면 

금리상품의 67.8%, 통화상품의 98.2%가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통한 은행의 시장 직접 참여시에는 거래비용 절감 

등으로 인하여 차익거래 기회 창출, 장외수요 일부 흡수 등으로 

거래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협의대량매매 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은행의 장내거래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국제회계기준 2단계(2018년 시행)에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보험부채의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9) 변액보험의 보증헤지 관련 내용은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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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량 매매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장외 거래에 비해서 작으며,

소규모 헤지나 차익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탐색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장내 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도 장내에서 개별 경쟁방식으로 소규모 헤지나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표 16> 주요 생보사 파생상품 잔액 현황 

(단위: 십억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12년말 '13년말 '12년말 '13년말 '12년말 '13년말

통화스왑 10,185 9,929 1,864 2,494 2,080 2,280

통화선도 1,124 1,170 1,462 919 1,498 1,743

이자율관련 - 80 50 - - -

주식관련 - 31 2 3 161 511

신용관련 1,364 1,225 340 400 403 439

합 계 12,373 12,434 3,713 3,816 4,143 4,972

(총 자산대비 비중) (6.8%) (6.5%) (4.8%) (4.6%) (5.9%) (6.7%)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이다. 먼저 협의대량매매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진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등 대량매매를 거래하는 

주체가 본인의 포지션을 헤지 하고 싶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적다면 

헤지 할 방법이 없지만, 블록딜 대상만 찾는다면 포지션의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적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세 면제가 실현 된다면 대형 전문 

투자자의 차익거래 시장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대 및 

초과 연금 기대수익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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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0% 규제를 완화한다면 레버리지가 

낮은 중위험․중수익 기반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전문투자자 중심의 위험관리 전문시장으로 재편

기관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경우 

파생상품이 자본시장 내에서 가지는 고유의 기능인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시장으로의 재편이 용이해 진다. 전문시장으로 활성화 될 경우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가능하여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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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변액 보험 보증옵션 헤지

□ 변액 보증 옵션 헤지

○ (개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보증옵션과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옵션의 가치를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

-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풋옵션 매도(부채)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게끔 보험사가 동일 구조의 풋옵션을 

매수(자산)할 경우 헤지가 가능함

○ 헤지 도입 유형 

- 외국사의 본사에서 그룹 전체적으로 헤지를 실행하는 경우로 

헤지 자산을 본사가 직접 소유하여 국내 외국사는 헤지 관련 

회계상 이슈 없음

- 컨설팅사가 헤지 서비스 제공라는 경우로 헤지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사가 보험사에 제공하며 보험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헤지 실행

- 보험사 자체 헤지 시스템 운영하며 직접 헤지 실행

□ 동적 헤지

○ (동적 헤지 정의) 정기적으로 헤지자산과 보증 부채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전략으로 동적 헤지시는 최저보증옵션을 

풋옵션으로 인식하여 옵션 그릭스 계산 후 최저보증의 

그릭스에 맞추어 파생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함

 * 보증옵션의 민간도와 헤지 자산의 민감도를 일치시키며, 

일정주기로 리밸런싱을 하는 헤지로 델타는 KOSPI200선물, 

로우는 금리 스왑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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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델타헷지이며, 거래비용 등의 

문제로 현물을 이용하기에는 부담

- 변동성 헤지 수단으로 변동성 스왑이나 분산 스왑을 

이용하며, 이자율과 이자율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스왑과 스왑션을 각각 사용함

-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보증 

청구액의 가치와 일치하면 자산 포트폴리오가 보증부채를 

완벽하게 헤지했다고 정의함

- 주로 단기파생상품이 활용을 많이 하므로 장내상품을 이용함

○ (동적 헤지의 장점)

-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파생상품의 종류가 많음

- 장외파생상품 이용이나 재보험에 비해서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적음

-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하여 상품 

가격이 저렴

○ (동적 헤지의 단점)

- 동적헤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생상품의 매입과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초기비용이 수반

- 헤지 비용이 초기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적 헤지나 

재보험에 비해 운영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즉,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헤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자본을 통해 헤지 비용을 충당해야함

- 글로벌 금융 위기 시처럼 파생상품시장의 비유동성 문제로 

인한 동적 헤지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헤지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