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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파생상품시장 전망  

Icarus Trade와 변동성 확장 

 
 
 

2017년, 변동성 위축으로 주식파생상품 유동성 정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침잠으로 옵션상품을 중심으로 주식파생상품의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었음. 공급확대와 제도변화 등으로 개별주식선물과 ETP시장만 확
장세를 보였음. 2017년 주식파생상품시장에서는 면세혜택을 기반으로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출방식 개선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지수
옵션거래가 급증하였음. 국내외 변동성이 우하향 패턴을 보이면서 헤지수요는 줄어들
고 변동성매도상품은 증가하였음. 다만 2016년 이후 변동성은 잦은 Spike를 보였으며, 
변동성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변동성 역설현상(Volatility Paradox)이 심화되었음. 
변동성 상승으로 Icarus Trade 우려가 높아질 2018년 
모든 금융자산이 과도한 안도감에서 고평가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Icarus Trade’에 대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완화적인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펀드멘털의 개선
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하락은 당연하지만, High Yield 등 일부 위험자산에서 진행되
고 있는 위험요인은 Icarus Trade에 파열음을 만들어 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당사는 KOSPI200 기준으로 2018년에는 변동성의 하방위험보다 상방위험이 높을 것으
로 예상하며, 하반기 이후 변동성 매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변동성매수 전략과 포트폴리오 보험전략, Target Volatility 전략이 변동성 상승국면에서 
유효할 것임. 2018년 주식파생상품시장에서는 개별주식 파생상품의 약진과 변동성지수
선물의 부상, 그리고 주식-채권 파생상품의 연계거래 활성화 등이 진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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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파생상품 거래동향 
낮은 변동성과 파생상품시장 정체  

2017년 국내외 주식시장은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는 완연한 강세국면을 지속하였음.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고점을 돌파하였음. 주식시장의 강세흐
름으로 한국과 미국의 변동성지수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한국 VKOSPI는 일평균 12.3%를 기록
하였으며, 미국 VIX도 일평균 11.1%를 보였음. 물론 3분기에는 시장외부 변수인 지정학적 위기
로 인해 한국 VKOSPI는 장중 한때 20%를 상향 돌파하는 Spike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채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전년에 비해 안정화되었음. KTB3년물 기준으로 
역사적 변동성(일별 수익률의 30일 표준편차 연율화)은 2016년 0.94%에서 2017년 0.86%으로 낮
아졌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유인
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음. 완만한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채
권시장의 변동성은 억눌리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실적이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
식시장은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  
2017년 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 지수상품은 변동성 억압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였으며 개별
주식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 관심의 고조로 유동성이 개선되었음. 공급이 지속
된 ETP시장은 ETF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ELS/ELB는 상환초과로 인해 발행잔고가 위축
되었음. 전반적으로 2017년 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정체를 보였지만, 상품별로는 변화가 모색
되었음.  
 
  

그림 1.  VKOSPI와 VIX (2017년) 

 

참고: 2017년 1월 ~ 10월 

자료: KRX,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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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 Big & Mini Futures 
‘17년 3월말 KOSPI200 지수상품의 거래승수 인하조치(Big 50만원 → 25만원, Mini 10만원 → 5만
원)로 인해 거래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거래대금은 Big선물과 Mini선물 모두 2016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쳤음. 반면 현물시장 거래대금은 +21% 증가하여, 선현배율(선물/현물 거래대금비
율)은 2016년 10월말 4.7배에서 2017년 10월말 3.9배로 축소되었음. 
Mini K200선물은 Big선물 거래대금의 평균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2016년 이후 뚜렷
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7년 2분기 이후 Mini선물의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음. 
Big선물과 Mini선물의 시장분할(Big선물에서 Mini선물로의 유동성 이전이 단절된 상황)이 심화되
는 양상임. 
 

     

그림 2.  KOSPI200 선물 및 현물 연간(매년 1월~10월) 거래대금 비교 그림 3.  KOSPI200 Mini선물 월별 거래대금과 (Mini/Big) 선물비율 

  

자료: KRX, 삼성증권 자료; KRX, 삼성증권 

 
Big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점유율이 2016년 63%에서 2017년 65%으로 상승하였음. 
개인과 금융투자의 거래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로 인해 연기금의 거래비중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Mini선물 역시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개인의 거래비중은 감소하였음.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세 면제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
자의 거래비중은 정체를 보였음. 결과적으로 Big선물과 Mini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확대되었음.  
거래승수 인하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K200 선물시장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유동성공급자
인 금융투자가 수동적으로(passively)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
음.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급등에 따른 Beta-adjusted hedge와 Asian region portfolio에 대한 
proxy hedge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표 1.   

표 1.  KOSPI200 Big선물 & Mini선물 투자자별 거래비중 

(%) 2017년  2016년 
 Big Mini Big Mini
외국인 65.1 62.7 63.1 56.8
개인 22.0 10.8 23.2 15.9
금융투자 9.2 26.3 10.9 27.1
투신 1.7 - 1.7 -
연기금 0.7 - 0.1 -
기타법인 1.2 0.2 0.9 0.2
참고: 1월~10월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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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 옵션 
주식시장의 변동성 침체로 인해 지수옵션은 물론 개별주식옵션의 유동성이 전년대비 위축되었
음. KOSPI200 Big옵션시장은 2016년에 비해 -6% 감소하였음. VKOSPI 평균변동성 역시 2016년 
14.2%에서 2017년 12.3%으로 하락하였음. 거래승수 인하(‘17년3월)에도 불구하고 옵션시장의 유
동성은 회복되지 못하였음. 
Mini K200옵션과 개별주식옵션시장의 경우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Mini옵션시장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유동성 감소를 
기록함에 따라 시장기능의 부실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30개 대형주(‘17년6월 기초자산 10종목 
추가)를 기초자산으로 옵션거래가 가능한 개별주식옵션시장은 헤지전용계좌의 도입과 유동성공
급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혜택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그림 4.  K200 Big 옵션 연간(1월~10월) 거래대금 및 연평균변동성 그림 5.  Mini K200 옵션과 개별주식 옵션 월간 거래대금 

  

참고: 평균변동성은 VKOSPI 연평균 

자료: KRX, 삼성증권 

자료: KRX, 삼성증권 

 
유동성 정체상태인 KOSPI200옵션시장에서 투자자 거래비중도 투신을 제외하고 2016년과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음.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장악력이 확고한 상태에서 투신의 거래비중이 크게 늘
어났음. 투신은 ‘Covered Call’펀드의 성장과 함께 ‘Sell Options’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비중이 늘어
났음. Mini옵션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유동성공급자인 금융투자
의 비중만 크게 늘어났음. 유동성공급자를 기반으로 유동성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기존 투자자들의 시장이탈이 심화되면서 유동성공급자 비중만 증가한 것임. 
 
 표 1.   

표 2.  KOSPI200 Big 옵션 & Mini 옵션 투자자별 거래비중 

(%) 2017년  2016년 
 Big Mini Big Mini
외국인 62.7 50.3 61.7 51.1
개인 27.5 14.3 28.3 19.9
금융투자 7.4 35.3 8.4 28.9
투신 0.5 - 0.1 -
연기금 - - - -
기타법인 1.9 0.1 1.5 0.1
참고: 1월~10월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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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150 선물 
KOSDAQ150은 전년말 대비 ‘17년 10월말 현재 +27% 급등하였음. KOSDAQ 지수가 같은 기간 
+1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KOSDAQ시장 대표지수로서의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음. 
KOSDAQ150지수의 강세와 함께 KOSDAQ150지수선물의 유동성도 개선되었음. ‘16년 1월~10월 누
적거래대금이 7.9조원에 불과하였지만, 올해에는 같은 기간 14.0조원으로 +77% 증가하였음. 특
히 ‘17년 9월에는 월간 거래대금 2.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음. 
KOSDAQ150 자체의 높은 변동성(‘16년 일별 수익률 기준 19.5%, ‘17년 일별 수익률 기준 13.9%)
에 기반한 투기적 거래가 KOSDAQ150선물의 유동성 개선을 이끌었지만, 이와 함께 KOSDAQ150
을 추적지수로 하는 레버리지 ETF도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총액의 증가와 KOSDAQ150선물의 미결제약정 변동이 동행하는 것은 KOSDAQ150관련 레
버리지 ETF가 KOSDAQ150 지수선물 유동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반증함. 
 

     

그림 6.  KOSDAQ150선물 거래대금 추이 그림 7.  KQ150선물 미결제약정과 KQ150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 

  

자료: KRX, 삼성증권 자료: KRX, 삼성증권 

 
KOSDAQ150선물의 투자자 거래동향을 보면,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의 비중이 2016
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투자자, 투신과 연기금의 거래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유동성공급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실수요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KOSDAQ150
선물시장이 정착하였음을 의미함.  
연기금의 KOSDAQ150선물 거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목적으로 활용된 거래임. 투신 역시 
레버리지/인버스 ETF 설정/환매 과정에서 KOSDAQ150선물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됨. 개인투자자
들의 투기적 거래 목적의 KOSDAQ150선물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KOSPI200 Mini선물과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  KOSDAQ150 선물 투자자별 거래비중 

(%) 2017년  2016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외국인 12.4 11.6 7.3 6.7
개인 25.0 25.3 14.6 14.8
금융투자 45.8 46.0 68.6 65.5
투신 13.1 13.3 9.3 12.7
연기금 3.5 3.6 - -
기타법인 0.2 0.1 0.3 0.3
참고: 1월~10월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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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6년 6월 37종목이 추가되었으며, 2017년 6월
에는 19개 종목이 추가되었음. 분할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된 주식선물 등으로 2017년 10월말 현
재 주식선물 기초자산은 130종목임.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중에서 2017년 가장 활발한 거래를 기록한 상품이 개별주식선물임. 2016
년 1월~10월 누적거래대금이 97.5조원이었지만 2016년 같은 기간 누적거래대금은 206.7조원으로 
+212% 증가하였음. 기초자산의 추가와 함께 주식선물 거래에 대한 투자수요가 동반 증가한 결
과임. 특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나 유상증자 전 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
면서 대안투자로 주식선물의 유용성이 부가되었음. 자산총액 13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헤지펀드
의 Long/Short 투자대상으로 개별주식선물이 활용되고 있는데다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세 면
제도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였음. 
 

     

그림 8.  개별주식선물 월별 거래대금 추이 그림 9.  개별주식선물 미결제약정 추이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매월말 마지막 영업일 미결제약정     자료: KRX, 삼성증권 

 
개별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 증가는 개별주식선물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났음을 
반영함.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비중은 ‘16년 대비 ‘17년에 감소한 반면, 외국인투자자와 투신, 연기
금 등의 거래비중이 증가하였음. 개별주식선물시장의 거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을 의미함. 참
고로 연기금의 거래비중 증가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용 투자수단으로 활용된 부분이 상당
수 차지함. 
 
  

표 4.  개별주식선물 투자자별 거래비중 

(%) 2017년  2016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외국인 32.2 32.0 25.3 25.0
개인 42.7 41.6 49.0 48.7
금융투자 17.1 18.3 23.5 24.2
투신 2.4 2.3 0.5 0.5
연기금 3.5 3.8 - -
기타법인 1.9 1.9 1.5 1.5
참고: 1월~10월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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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채선물 및 통화선물 
국채선물시장은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정체상태를 지속하였음.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채권시장은 
2017년 3분기까지 정체를 지속하다가 9월 이후 수급과 정책변수 등으로 약세를 기록하였음. 3분
기까지 3년물 국채금리가 1.6% 내외에서 유지되었지만, 10월말 현재 2.1%까지 반등하였음. 10년
물 국채금리 역시 3분기까지 2.1%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10월말 현재 2.5%까지 속등하였음.  
국내 채권시장이 4분기 급격한 채권금리 반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체상태를 지속하였기 때문
에, 국채선물시장의 거래는 침체를 면치 못하였음. 국내외 채권시장이 약세국면으로 진입하는 과
정에서 변동성 확대와 투기 및 헤지거래가 국채선물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변동성 
확대가 4분기에 시작되면서 2017년 국채선물시장의 유동성이 전년보다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미국달러선물시장은 전년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였음. 원/달러가 2017년 1,130원대를 중심으로 
매우 좁은 등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100원~1240원까지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보였던 2016
년의 거래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미결제약정은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헤지 거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7년 원/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는 정체상태를 보임에 따라 미국
달러 선물시장도 정체상태를 보였음. 상대적으로 일본엔화선물과 유로화선물 거래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2017년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외환관련 선물 및 옵션시장 모두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 선
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이 정체 또는 위축되는 상황이 연출
되었음. 일부 신생시장 또는 공급이 지속되는 상품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음. 역설적으로 실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해당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임을 반증하는 현상이 2017년에 전개되었음.  
 

     

그림 10.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 연간(1월~10월) 거래대금 그림 11.  미국달러선물 연간(1월~10월) 거래대금 및 미결제약정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매년 10월말 마지막 영업일 미결제약정 

자료: KRX, 삼성증권 

 
 
  

채권시장 3분기까지 고요, 

4분기부터 변화 

 

채권선물시장, 유동성 정체 

 

미국달러선물, 전년 수준의 

유동성 유지 

 

원화강세로 

달러선물시장은 정체, 

엔/유로선물시장은 

거래증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정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13 2014 2015 2016 2017

3년선물 10년선물

(조원)

0

200

400

600

800

1,000

2013 2014 2015 2016 2017

거래대금 미결제약정

(조원, 천계약)



Derivatives Issue  

2017. 11. 16  

 

삼성증권 8  

ETP시장: 양적/질적 성장  
2017년 ETF시장은 순자산총액 30조원과 상장종목수 300개를 돌파하였음. 국내투자형 ETF의 경
우 소위 ‘Smart Beta’형과 ‘Active 채권형’ 중심으로 1년전에 비해 순자산총액이 27% 증가하였음. 
해외투자형 ETF의 경우 ‘신성장산업(4차산업 등) ETF’와 ‘미국국채 ETF’ 등이 신규상장 되었으
며,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1년전에 비해 +35% 증가하였음. 
‘Active ETF’는 기존 Passive Fund의 한계를 벗어난 ETF의 영역 확장을 의미함. 2017년 상장된
Active 채권형 ETF는 2017년 10월 현재 7종목 순자산가치 1.7조원에 달함. 2017년을 기점으로 채
권시장이 약세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Active 채권형 ETF는 Duration 조정과 편입채권의 적
극적 운용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임. 
 
  

그림 12.  ETF시장 규모 

 

참고: 매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ETN시장은 꾸준하게 발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거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실제 투자자가 
보유한 매출주수는 전체 발행물량의 5% 내외이며, 시장유동성은 대체로 단기거래에 국한된 양
상임. 상장종목수가 180개에 육박하지만, 상장종목수 대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은 
75% 수준에 그침. 상품 개발과 함께 투자자 발굴도 시급한 상황임. 
 

     

그림 13.  ETN 거래대금과 실제 매출주식수 그림 14.  ETN 상장종목수와 거래형성률 

  

참고: 매출주식수 = (상장주수-LP보유주수) = 투자자 실제 보유주수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거래형성률 = 거래종목/상장종목*100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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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썰물과 밀물의 교차 
2017년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특징은 ‘썰물(기존 잔고의 청산)과 밀물(신규 자금의 유입)’이 교차
하는 분기점이었음. ELS/ELB의 경우 2015년 사상 최대 규모의 발행(77조원)이후 2016년 급격한 
위축을 겪은 후 2017년에 회복기로 접어들었음. 다만 발행잔고는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함소
하였으며, 2017년 현재는 2015년 대비 74%에 불과함. 2017년 ELS/ELB의 발행물량 증가에도 불
구하고 발행잔액이 감소한 것은 기존 물량의 상환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이탈하였음을 의미함. 
반면 DLS/DLB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함. 발행물량은 사상 최대를 경신하였으며, 신규자금
의 유입이 기존 물량의 상환을 압도하면서 발행잔액도 2013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발
행잔액 기준으로 2015년에는 ELS/ELB 잔액의 30%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 현재 60%를 상회할 
정도임. 발행잔액 측면에서 조만간 DLS/DLB가 ELS/ELB를 압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에 도달했음.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EuroStoxx50은 물론 S&P500과 KOSPI200의 ELS/ELB 활
용이 증가하였으며, HSCEI도 발행이 소규모이나마 이루어졌음. 주식시장의 낮은 변동성과 초저
금리 상태로 인해 주가지수를 활용한 ELB는 발행이 위축되었지만,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활
용한 ELB는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다양한 조기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Lizard 유형’ ELS가 집중 발행되었음.  
시장친화적이며 완만한 긴축정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채권시장은 안정적인 변동성을 유
지하고 있음. 금리연계 DLS/DLB는 국내 단기금리와 해외 장기금리 등을 활용한 ‘Range Note’유
형과 국내외 장단기 스프레드를 기초자산으로 채택한 ‘Range Accrual’ 유형 중심으로 발행되었음. 
2017년 DLS/DLB 발행물량의 약 45%를 차지하였음. Credit risk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함에 
따라 신용위험연계 DLS/DLB도 2017년 전체 DLS/DLB 발행물량의 약 20%를 차지함. 원자재 가
격의 반등에 힘입어 Commodity 연계 DLS/DLB 발행이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7년은 ELS/EB시장 내부적으로 기존 물량의 청산과 신규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대비되었으며, 
ELS/ELB에서 DLS/DLB으로 파생결합증권시장의 무게중심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음. 상품내 변화
는 물론 상품간 변화가 진행되었음, 2018년에는 상품간 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됨. 
 

     

그림 15.  파생결합증권 발행추이 그림 16.  파생결합증권 잔액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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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quity Listed Derivatives: 낮아진 변동성에 줄어든 거래량 
WEF(World Federation of Exchanges)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개별주식옵션의 연간 거래량은 25
억계약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5년 같은 기반에 비
해서는 -8.1% 가량 감소한 기록함. 주가지수옵션 거래량 역시 2016년에 비해 +21.0% 늘었지만 
2015년에 비해서는 -23.4% 감소하였음. 개별주식 선물과 주가지수 선물 역시 2016년보다는 거
래량이 증가하였지만 2015년에 비해서는 위축된 거래량을 보였음. 
국내 주식파생상품의 거래규모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주식파생상품 시장 역시 낮아진 변동성으
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고 있음. 2015년에는 소위 ‘G2 risk’으로 VIX가 연중 40%까
지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시기였음. 2015년에는 
변동성 증폭으로 주식파생상품의 거래량이 증가하였지만, 2016년에는 돌발 변수(Brexit, 미국 대
선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의 하향 안정화가 유지되면서 주식파생상품의 거래량도 감소하였음. 
2017년에는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 시행과 미국 정치적 불안정성,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
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였음. 결과적으로 주가지수선물 거래량은 2016
년보다 감소하였음.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2016년을 저점으로 횡보양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등으로 
옵션상품은 2016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개별주식선물은 한국과 인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음. 
글로벌 주식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은 2016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됨. 2018
년에는 선진국 통화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점차 가중될 것이며, Valuation 부담을 계기로 
헤지 및 차익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특히 ‘Short Volatility’ 포지션이 대규모 구
축되어 있는 투자환경에서 변동성의 반등은 해당 전략의 대규모 청산과 함께 반대거래(counter 
trading)를 유발할 수 있음. 
 
  

표 5.  World Equity Listed Derivatives 

(계약) Stock Options Stock Futures Index Options Index Futures
2011년  2,987,126,798  868,727,452  4,512,049,761  1,901,951,496 
2012년  2,867,541,065  788,345,547  3,075,597,075  1,654,374,377 
2013년  2,798,938,079  747,363,434  2,248,874,222  1,758,668,738 
2014년  2,826,206,498  742,397,109  2,275,775,307  1,714,506,975 
2015년  2,727,377,313  793,929,715  3,225,018,206  2,204,767,487 
2016년  2,439,633,175  660,780,569  2,041,429,153  1,991,563,235 
2017년  2,504,696,291  734,485,349  2,470,504,763  1,802,822,414 
참고: 매년 1월~9월 연간 거래량 

자료: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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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파생상품 특징 
Volatility Paradox  

2016년을 중심으로 VKOSPI의 흐름이 상이해졌음. 지난 2013년~2015년에 별다른 spike 없이 하
향 안정화를 보인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패턴을 연출하였음. 2013년~2015년은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등락폭이 제한되었으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가 연이어 실행되
면서 유동성 위험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2016년 이후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
책 중단으로 글로벌 유동성 유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국면 진입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정치환경의 불안정성이 빈발하였음.  
결국 VKOSPI가 2016년 전후로 패턴이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국가별로 분화를 보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Central Bank’s Put’의 효력이 약화되었기 때문
임. 2015년 하반기 G2 Risk가 촉발된 것과 2016년 연초 중국 위안화 폭등은 양적완화 정책의 효
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파열음임. 이와 함께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가 변동성의 Spike를 
유발하였음. 2016년 Brexit와 미국 대선, 2017년 지정학적 위기는 시장외부 변수가 금융시장을 위
협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변동성이 궁극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
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개선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전 세계적으로 
부채경감(Deleveraging)이 지속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갖추어졌
으며, 과잉공급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경기회복 모멘텀은 기업실적 회복을 가속화시켰음. 
 
  

그림 17.  VKOSPI 장기추세 

 

참고: 월별 데이터 

자료: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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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VKOSPI는 10% 초반에 머물렀지만, 미국 금리인상(4
월)과 지정학적 위기(8월)시기에는 일시적인 spike를 보였음. 연중 KOSPI200의 MDD(Maximum 
drawdown)가 -6.3%를 기록한 8월 VKOSPI는 장중 한때 20%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당시에는 시
장외부 변수인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위험지표(CDS premium)이 연중 최
고치를 기록하였음.  
변동성 프리미엄(Volatility premium, VKOSPI-실현변동성)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값을 
유지하였음. 특히 2016년에 비해 변동성 프리미엄은 확대되었음(2016년 일평균 1.3%pt, 2017년 
일평균 2.4%pt). 실현변동성에 비해 내재변동성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변동성 프리미엄 positive)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옵션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기술적 조정 또는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를 옵션시장에서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음. 
 
  

그림 18.  내재변동성과 실현변동성 추이 

 

참고: 실현변동성은 GARCH 추정     자료: KRX, 삼성증권 

 
변동성 프리미엄은 미국 VIX와 유럽 VSTOXX에서도 동일함. 2017년 주식시장 강세국면에서 실
현변동성과 내재변동성의 격차는 더욱 확대됨. 옵션시장을 이용한 하방위험 관리 등 향후 변동
성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조성되어 있음.   
 

     

그림 19.  VIX와 S&P500 실현변동성 그림 20.  VSTOXX와 EuroStoxx50 실현변동성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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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식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변동성지수(내재변동성)가 추세적으로는 하향안정화를 보였지
만, 2016년 이후 돌발적인 Spike가 자주 발생하고 변동성 프리미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변동성 역설(Volatility Paradox)로 표현할 수 있음.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변
동성의 상승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변동성 역설현상은 미국 옵션시장에서도 관찰됨. 미국 CBOE의 VIX와 SKEW의 엇갈린 흐름이 
최근에 더욱 심화되었음. VIX가 S&P500의 단기 내재변동성을 지수화하였다면, SKEW는 옵션시
장 내에서 Put옵션과 Call옵션의 편차를 내재변동성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임1. SKEW는 일종의 
tail risk measure로 표현되며, 옵션시장에서 향후 downside risk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Put옵션에 대
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포착하는 지표임. 따라서 VIX는 현재 시장의 투자심리를 동행하여 
반영하는 반면 SKEW는 선행적인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임.  
하단의 그림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VIX는 장기간 하향 안정화를 보인 반면 SKEW는 우상향 추
세를 연출함. SKEW는 경험적으로 130% 이상은 불안정 국면을 의미함. 2017년 이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VIX가 역사적 최저점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SKEW는 불안정국면
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수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임.   
주식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변동성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정작 옵션시장
에서는 다가올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높이고 있음.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을 우려할 수 
있지만, SKEW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인 경우 예외없이 S&P500은 비교적 큰 폭의 
가격조정을 기록하였음. 하방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수요가 2017년에 극단적으로 높아졌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3년간 VIX와 SKEW의 불일치(mismatching)가 심화된 이후 금융위
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최근 SKEW와 VIX의 엇갈린 방향은 변동성 역설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위
험을 경고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함. 과도한 안도감에도 불구하고 Tail risk에 대한 대비를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Icarus Trade’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현상 중 하나임.  
 
  

그림 21.  미국 VIX와 SKEW 장기추세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 SKEW지수는 향후 30일 동안 S&P500 수익률 분포의 쏠림 여부를 계산하는 지표임. 정상적인 상황에서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주식시장의 수익률 분포는 평균에서 표준편차 수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음. 

따라서 SKEW는 주식시장의 Tail Risk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SKEW지수는 통상 100%~150%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며, 
100%는 정상상태를 의미하며 130% 이상은 +2 표준편차 이상으로 수익률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의미함. CBOE에서 산출하는 

SKEW지수는 S&P500 지수옵션 중 OTM옵션에서 추출하며, VIX 지수 산출방식을 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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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수요의 약화 & 변동성 매도Play 강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장기 안정화되면서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위험을 헤지하려는 수요는 
점차 약화되고 있음. KOSPI200 옵션시장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Call옵션과 Put옵션의 Vega trading 
규모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던 2014년에 비해 2017년의 규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옵션시장의 절대적 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동시에 옵션을 활용한 변동성 헤지수요의 감소 역시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음. 
Call옵션의 비해 Put옵션의 Vega trading 규모가 감소한 것은 주식시장의 하방위험 헤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위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G2 risk가 불거졌던 2015년에는 Put옵션 Vega trading 
규모가 일평균 330억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2/3수준인 23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오히려 Call옵션 
Vega trading은 2017년 일평균 290억원을 기록하였음. 
2017년 KOSPI200옵션시장의 상황은 Vega trading 규모 측면에서 Call옵션과 Put옵션 모두 최근 
수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심지어 Put옵션의 Vega trading 규모가 Call옵션보다 적은 
상태임. Call옵션의 Vega trading 규모가 Put옵션보다 크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하방위험보다는 상
승위험에 대한 기대감이 옵션시장에서 만연해 있었음을 반증함. 반대로 해석하면 주식시장의 변
동성 상승반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대응력이 그만큼 취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림 22.  KOSPI200 Call options Vega 포지션 추이 그림 23.  KOSPI200 Put options Vega 포지션 추이 

  

참고: 연결옵션기준 ITM4~OTM4 거래량 * 행사가격별 Vega 

      17년 3월 거래승수 인하를 반영, 조정하였음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연결옵션기준 ITM4~OTM4 거래량 * 행사가격별 Vega 

17년 3월 거래승수 인하를 반영, 조정하였음 

자료: KRX, 삼성증권 

 
미국에서도 변동성 헤지보다는 변동성 매도거래가 활발함. 미국 VIX에 대한 매도거래에 활용되
는 XIV(VelocityShares Daily Inverse VIX Short-term ETN)의 가격은 2016년말 대비 2.4배 상승하였
으며, 순자산총액은 +100% 증가하였음. 반면 변동성 매수거래에 활용되는 VXX(iPath S&P500 
VIX Short-term Futures ETN)는 가격이 2016년말 대비 33% 수준으로 급락하였음(2016년말 
102.04달러 → 2017년 10월말 33.89달러). 자산규모도 2016년말 12.4억달러에서 2017년 10월말 
현재 10.5억달러로 감소하였음.  
미국 S&P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변동성의 추세적 하락으로 변동성 매도상품은 가격 폭등과 
자산규모 증가를 보인 반면 변동성 매수상품은 가격 급락과 자산규모 감소를 보였음. 다만 가격
등락에 비해 자산규모 증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것은 이익실현(XIV)과 저가매수(VXX) 
차원의 자금 유출입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됨. 

옵션 Vega trading 축소는 

헤지수요 위축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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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XIV 가격과 자산규모 그림 25.  VXX 가격과 자산규모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변동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거래는 CBOE의 VIX선물 매매임. 미국 CFTC(Commodity Futures 
Trade Commission)에서 발표하는 선물시장 투자자별 포지션(주간단위 발표)에서 투기적 투자자
(Non-commercial)들의 VIX선물에 대한 순포지션은 2017년 현재 사상 최대규모인 14.5만계약 매
도우위를 기록하고 있음. 변동성 하락의 수혜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2017년에 급증하였음.  
물론 변동성선물을 헤지거래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도 존재함. CFTC에서 Commercial Trader으로 
분류하는 투자자들은 헤지목적 거래자 또는 관련 금융상품 구성을 위한 포지션 투자자를 의미
함. 헤지목적 거래자와 투기거래자를 종합한 전체 VIX선물 투자자의 순포지션은 2017년 하반기
에 매도우위로 반전하였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수우위를 기록하였던 VIX선물 투자자 전체 
포지션은 2017년 변동성이 역사적 저점으로 근접하면서 매도우위로 반전하였음.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골디락스(Goldilocks) 
상태에서 변동성의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되자, 변동성매도 압력이 사상 최대수준으로 높아졌음. 
다만 주목할 부분은 변동성 매도압력이 높아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 상
승(= 주식시장 하락조정)이 뒤따랐다는 경험이 있음(2008년, 2010년, 2011년 등). 
 

     

그림 26.  VIX Futures 투기적 투자자의 순포지션 그림 27.  VIX Futures 전체 투자자 순포지션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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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의 변동성 하락이 가져온 현상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물론 채권시장 변동성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는 2015년 이후 미 연준의 QE중단과 긴축정책 진입으로 역
사적 변동성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7년에는 연준의 완만한 긴축 스탠스로 인해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역사적 변동성 역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미국 VIX(주식)과 회사
채 내 스프레드(투자등급 회사채와 고위험 회사채의 Spread) 역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음
(그림 30 참조). 2000년대 초반 IT버블로 인해 비정상적인 회사채 Spread가 형성된 것을 배제하
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risk signal은 온전한 ‘Risk-on’ 상태임.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도 독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간 역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헤
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되지 않음. 즉 자산내 변동성 헤지거래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
산간 헤지수단도 여의치 않은 상태임.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이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하면서 포
트폴리오의 하방위험을 헤지할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음. 위험요인이 완화된 환경에서 오히려 레
버리지를 활용한 수익추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아졌음.  
 

     

그림 28.  MSCI ACWI와 Bloom. Barclays Agg. Bond Index 변동성 그림 29.  MSCI ACWI와 Bloom. Barclays Agg. Bond Index 상관관계 

  

참고: 주간 수익률의 25주 표준편차의 연율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참고: 주간수익률의 1년간 Correlation efficient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30.  주식시장 변동성과 채권시장 신용스프레드 

 

참고: IG-HY = iBoxx $ Investment Grade Corp. Bond Index - iBoxx $ High Yield Bond Index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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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시장  

2017년 주식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핵심적인 가격결
정자 역할을 수행하였음. KRX는 금융투자업자와 유동성이 부족한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또한 일부 주
식파생상품의 경우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수반되는 주식 매도시 거래세가 면제되고 있음.  
 
  

표 6.  KRX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현황 

구분 내용 
시장조성자 NH투자, 대신, 미래대우, 메리츠, 신한금융, 신영, 유안타, 이베스트, 한국투자, KB, 중국은행 

시장조성상품 
Mini KOSPI200선물 및 옵션,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변동성지수선물, ETF선물, 
개별주식선물 및 옵션, 고배당50선물, 배당성장50선물, EuroStoxx50선물,  
통화선물(미국달러, 유로, 엔, 위안) 

참고: 2017년 10월말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표 7.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 현황 

상품 시장조성자 
Mini KOSPI200 선물 KB, NH투자, 대신, 메리츠, 미래대우, 신영, 신한금융, 유안타, 한국투자 
KOSDAQ150 선물 KB, NH투자, 대신, 메리츠, 미래대우, 신영, 신한금융, 유안타, 한국투자 
변동성지수 선물 미래대우, 한국투자 
삼성전자 선물 한국투자 
삼성전자 옵션 미래대우, 한국투자 
참고: 2017년 10월말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일례로 시장조성자는 Mini선물이 저평가 상태에서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고평가된 상태에서는 매
도호가를 제출함. Mini선물에서 매수 미결제약정이 확보되면 시장조성자는 현물바스켓을 매도하
여 포지션 risk를 헤지함. 반대로 Mini선물의 매도포지션이 확보되면 시장조성자는 현물바스켓을 
매수하여 포지션 risk를 상쇄함. 결국 실질적으로 현선물 차익거래를 실행하는 것임. 
하단의 챠트를 보면, 금융투자의 Mini선물 누적순매수와 KOSPI200주식현물 누적순매수(우본 차
익거래 대응을 위해 매입한 주식(ETF 매도분)을 제외함)가 정확하게 역상관 흐름을 연출함. 
2016년 KOSPI200 주식현물시장에서 7.5%(거래대금 기준)를 차지하였던 금융투자가 2017년에는 
8.0%으로 상승한 것은 시장조성 업무가 기여한 것임.  
 
  

그림 31.  금융투자의 Mini선물과 KOSPI200현물 누적순매수 

 

참고: 주식현물누적순매수=K200순매수에서 ETF순매수(우본 차익거래 대응용)를 제외함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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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선물에 대한 시장조성자 역할은 1차적으로 Mini선물의 유동성 보강이며 동시에 KOSPI200 주
식현물에 대한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음. 간접적으로는 Big선물과의 긴장관계(상품간 차익거래 
가능)를 유지하여 각 선물의 가격형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Mini선물 최근
월물 만기(1개월)가 Big선물 최근월물 만기(3개월)보다 짧기 때문에, Big선물의 단기가격 형성에 
Mini선물이 일종의 기준 역할을 수행함. 또한 Mini선물의 시장조성자는 주식현물에 대해 매수와 
매도를 양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현물의 가격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KOSDAQ150선물 시장조성자는 KOSDAQ150 ETF의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 KOSDAQ150 ETF의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헤지거래를 위해 
KOSDAQ150선물을 거래해야 함. ETF LP는 헤지거래를 KOSDAQ150선물로 수행하며, 선물에 대
한 유동성공급을 KOSDAQ150선물 시장조성자가 맡는 구조임. 또한 레버리지 ETF의 경우 펀드
내 포함되어 있는 KOSDAQ150선물의 roll-over를 ETF LP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동
성이 낮은 차근월물의 가격형성에 효율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17년 1월~10월 누적 거래대금 기준으로 KOSPI200 주식현물은 811조원이며 Mini KOSPI200 선
물은 209조원을 기록하였음. 현물시장이 Mini 선물시장의 4배 규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
자의 KOSPI200 주식현물 거래대금과 Mini선물 거래대금의 규모는 유사한 수준임. 금융투자가 
Mini선물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및 ETF 유동성공급자의 ETF 차익거래 등으로 파생시장과 현
물시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표 8.  투자자별 KOSPI200 평균 거래대금 (2016 vs 2017) 

(백만원) 2017년  2016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금융투자 303,574 332,623 248,134 239,789
외국인 1,434,371 1,476,636 1,125,130 1,174,335
개인 1,540,760 1,515,931 1,302,171 1,262,525
투신 161,181 145,886 174,425 150,987
연기금 182,629 194,332 178,543 190,338
국가 148,104 105,201 17,888 18,755
참고: 매년 1월~10월 거래대금 평균     자료: KRX, 삼성증권 

 
  

표 9.  투자자별 Mini KOSPI200선물시장 평균 거래대금 (2016 vs 2017) 

(백만원) 2017년  2016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금융투자 258,089 260,894 249,572 244,731
외국인 620,742 618,396 514,018 518,677
개인 106,881 106,514 144,336 144,302
투신 427 352 54 61
연기금 3 3 0 0
참고: 매년 1월~10월 거래대금 평균, 선물시장에서 국가는 연기금으로 포함됨     자료: KRX, 삼성증권 

 
2016년 이후 시장조성자의 비중이 확대된 결정적 원인은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수반되는 주
식매매에 대해 세금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이와 함께 우본의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면세혜택
이 부여됨에 따라 금융투자와 국가(우본)을 중심으로 활발한 유동성공급이 가능해졌음. 향후 
ETF LP에 대한 면세혜택이 이루어질 경우 현물과 ETF, 그리고 파생시장까지 유동성공급자의 비
중과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해당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Mini선물 시장조성자의 

관련시장 기여 

 

KOSDAQ150선물 

시장조성의 관련상품 기여 

 

금융투자의 선물과 

주식현물, ETF 거래 연계성 

 

시장조성자와 우본의 

차익거래까지 가세하여 

가격발견기능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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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의 부활  

2017년 4월말부터 우정사업본부의 현선물 차익거래가 시행되었음. 한시적으로(2018년 일몰) 증
권거래세 면제가 허용된 현선물 차익거래이며, 거래대상 파생상품은 KOSPI200과 KOSDAQ150 
지수선물, 그리고 개별주식선물임. 또한 옵션으로 구성된 합성선물도 거래대상으로 포함됨. 주식
매도에 수반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현선물 차익거래를 실
행할 수 있음. 
2016년과 2017년 투자자별 차익거래 거래규모를 비교하면,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가 급증하였
음. 또한 매도와 매수거래가 균형되지 않고 매도 규모가 매수 규모의 2.3배에 달함. 국가/지자체
의 현선물 차익거래가 ‘현물매입+선물매도’ → ‘현물매도+선물매수’의 일반적 패턴만이 아니라  
‘ETF매입+선물매도’ → ‘ETF환매’ → ‘현물매도+선물매수’ 방식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표 10.  투자자별 차익거래 누적규모(주식거래) 

(백만원) 2017년  2016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국가/지자체 6,615,282 15,298,333 11,968 -
외국인 2,468,801 1,307,477 1,525,700 1,493,957
금융투자 1,076,678 12,347 722,240 948,697
투신 139,844 60,566 57,616 254,429
참고: 2016년 4월28일~2016년 10월31일 & 2017년 4월28일~2017년 10월31일     자료: KRX, 삼성증권  
우본의 ETF연계 차익거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ETF 매도(공급자)가 필요하며, 금융투자가 역할
을 담당하였음. ETF 유동성공급자인 금융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ETF를 장중 매도하면 우본은 
ETF 매입과 동시에 환매요청을 진행함. 환매요청과 동시에 ETF내 편입된 구성종목(KOSPI200 
구성종목과 유사)을 매도함. 이 같은 거래가 형성가능한 배경에는 ETF 시장가격이 ETF NAV(순
자산가치)보다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이용하기 때문임. 거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ETF-NAV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임. 
하단의 표를 보면, 국가/지자체는 2017년에 8.6조원에 달하는 차익거래 순매도를 기록하였음. 동
시에 8.4조원에 달하는 ETF를 순매수하였음. 차익거래 순매도와 ETF 순매수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임. 이에 상응하여 금융투자는 ETF를 6.4조원 순매도하였음. 국가/지자체의 ETF 매입에 최
대 공급자가 금융투자임. 한편 KOSPI200 주식 순매수는 국가/지자체와 금융투자가 거의 동일한 
규모로 매수와 매도를 기록함.  
 
  

표 11.  차익거래와 ETF의 순환고리 

(백만원) 차익거래 순매수 KOSPI200 ETF 순매수 KOSPI200 주식순매수
국가/지자체 (8,683,051) 8,426,517 (8,799,097)
금융투자 1,064,331 (6,406,733) 8,702,200 
참고: 2017.4.28~2017.10.31, ETF거래는 KODEX200과 TIGER200 대상     자료: KRX, 삼성증권  
우본의 ETF연계 차익거래는 결과적으로 ETF 시장가격의 NAV 대비 저평가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또한 우본의 차익거래가 KOSPI 주식시장 거래대금에서 일평균 2~3%를 차지하게 
되면서, 현물시장에 유동성공급 역할을 수행하였음. 특히 KOSPI200 구성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총액 종목은 우본의 차익거래로 인해 유동성 개선효과를 받았음.  
ETF연계 차익거래는 KOSPI200에 국한되지 않고 KOSDAQ150까지 확장되었음. 또한 개별주식선
물을 활용한 개별주식 대상 차익거래도 일부 진행함에 따라 KOSPI200과 KOSDAQ150 지수선물
뿐만 아니라 개별주식선물까지 유동성을 공급하였음. 우본의 차익거래가 현선물시장에 다각적으
로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였음. 

우본, 거래세 면제 

차익거래 실행 

ETF연계 차익거래 실행 

 

우본 차익거래와 

ETF LP 연계성 

 

우본 주식현물 매도와 

ETF 매수거래가 일치 

 

우본 차익거래, 

중형주 유동성에 기여 

 

우본 차익거래, 

KOSDAQ150과 

개별주식선물 활용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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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Option거래  

2017년 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제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개선’임. 2016년 9월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하였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서는 파생상품의 
명목계약금액에 승수효과(레버리지)를 반영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음. 특히 옵션거래의 경우 명목
계약금액에 옵션민감도 위험액을 반영하는 방식임. 
변경내용에는 옵션 매수자의 경우 옵션매수금액에 델타(Delta)위험액을 반영하여, 옵션매도자의 
경우 델타(Delta)위험액은 물론 감마(Gamma)위험액과 베가(Vega)위험액까지 반영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OTM 옵션을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에는 옵션매수 명목대금을 모두 반영하여야 
했지만 명목대금에서 델타비율만 반영할 수 있음. OTM Call옵션매도자의 경우 기존에는 행사가
격이 높아질수록 옵션 위험평가액(행사가격*매도수량)이 같이 늘어나는 방식이었지만, 행사가격
이 높아질수록 옵션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낮은 위험평가액(행사가격*매도수
량*옵션민감도)을 반영할 수 있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투자전략은 ‘Covered Call’전략임. 
Call옵션 매도프리미엄을 펀드의 ‘알파’로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개선’으로 
이전보다 동일한 금액으로 보다 많은 Call옵션 매도를 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00억원 펀드에
서 행사가격 340pt 1개월물 Call옵션(delta 0.25 가정)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117계약 매도
(340pt*거래승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Delta위험액만 반영하더라도 470계약 매도(340pt*거래승
수*delta)까지 가능함. 옵션매도 수량이 증가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옵션매도 프리미엄이 늘어남. 
올해 ‘Covered Call’투자전략으로 주목받은 펀드의 경우 연초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였던 순자
산총액이 10월말 현재 1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였음. 일반적인 Covered Call 전략이 
OTM Call옵션을 매도하는 것에 비해 해당 펀드는 ATM 중심으로 Call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
하였음. 하단의 그림에서 보듯이 ATM 중심의 Call옵션 프리미엄은 월평균 3.0pt 내외임(계약당 
75만원). 해당 펀드의 주된 수익은 Call옵션 매도프리미엄과 주식현물의 자본차익임. 
 
  

그림 32.  신한 Covered Call 순자산총액과 KOSPI200 Call options 평균 프리미엄 

 

참고: 신한BNP 커버드콜 펀드(Class C와 Class A 순자산총액 합계) 

Call옵션 평균프리미엄 = 월중 OTM1+ATM+ITM1 단순평균 프리미엄 

자료: KRX, FundDoctor,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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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Call 전략 펀드의 자산규모가 성장하면서, 투신권의 KOSPI200 옵션시장 거래비중이 전년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투자자별 거래대금을 비교하면,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지만, 투신권은 3배 이상 급증하였음. 참고로 투신권의 옵션 프
리미엄이 외국인투자자보다 높게 형성된 것은 Covered Call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ATM 
중심으로 옵션매도 거래를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OTM과 ATM의 
Spread 거래를 주로 실행하면서 평균 프리미엄이 투신권에 비해 낮게 형성됨. 
흥미로운 것은 Covered Call 전략을 위해 투신권의 Call옵션 거래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Put옵션 
거래규모도 동반 증가하였음. 투신은 거래량 측면에서 Call옵션의 70% 수준으로 Put옵션을 거래
하였음. 주식시장이 강세를 지속할 경우 Covered Call 전략은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종
의 버퍼(buffer)를 확보하기 위해 Call옵션 매도 이외에 수시로 Put옵션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추
정됨.  
투신권의 KOSPI200옵션 거래비중이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옵션시장 
전체적으로 0.5%(거래대금 기준)에 불과한 편임. 그만큼 확장여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Covered Call 전략을 KOSPI200 현물바스켓을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운용사의 특정 
모델포트폴리오 또는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대상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신권의 
옵션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표 12.  KOSPI200 주요투자자 일평균 거래대금 

(백만원) 2017년 (1월~10월)  2016년 (1월~10월) 
 Bull Bear Bull Bear
외국인 313,470  317,430  324,661  324,693 
금융투자  37,950  37,573  44,138  44,119 
투신  2,212  2,069  488  632 
참고: Bull=Call매수+Put매도, Bear=Call매도+Put매수 

자료: KRX, 삼성증권 

 
  

표 13.  KOSPI200 주요투자자 일평균 거래대금과 평균 프리미엄 (2017년 1월~10월) 

구분 Call옵션  Put옵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일평균 거래대금 (백만원) 
외국인 162,204 164,899 152,530 151,266
금융투자 21,227 20,409 17,164 16,723
투신 1,361 1,497 571 852
평균 프리미엄(pt) 
외국인 1.25 1.27 1.09 1.13
금융투자 0.34 0.37 0.39 0.37
투신 1.84 1.72 0.84 1.16
참고: 프리미엄=거래대금/거래량/거래승수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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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이외 KOSPI200옵션시장에서 거래규모가 증가한 투자자는 ‘기타법인’임. 통상 일반기업 
등으로 분류되지만, 옵션상품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운용회사로 등록하
지 않은 전문 투자법인으로 추정됨. ‘기타법인’은 KOSPI200옵션시장에서 2016년에 비해 10%이상 
늘어난 거래규모를 기록하였음. KOSPI200옵션뿐만 아니라 주식옵션시장에서도 거래규모가 급증
하였음. 반면 ELW시장에서는 2016년에 비해 거래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음. 
 
  

표 14.  기타법인의 옵션형 상품 거래규모 

(백만원) 2017년 2016년 
 Bull Bear Bull Bear
K200옵션 1,861,837  1,912,444  1,625,210  1,684,162 
주식옵션  11,378  14,198  23  45 
ELW  875,106  877,102  1,020,351  1,022,874 
참고: 매년 1월~10월 누적거래규모 

자료: KRX, 삼성증권 

 
‘기타법인’의 KOSPI200옵션거래 특징은 옵션만기일 직전에 Deep ITM 옵션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향이 2017년에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점임. 하단의 챠트를 보면, 옵션만기일 직전마다 Call옵션
에서 빈번하게 4.0~5.0pt 이상의 고가 프리미엄 옵션이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OTM 옵션
까지 포함된 평균 프리미엄이라는 점에서, 실제 거래하는 옵션은 Deep ITM 상품임. 
‘기타법인’의 해당 거래는 일종의 roll-over 양상과 유사하게 만기일에 차근월물 Deep ITM을 거래
하는 패턴을 보였음. 특히 차근월물의 Deep ITM종목의 유동성이 매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투자자들과 주로 거래가 진행되었음. Deep ITM옵션의 delta가 거의 1에 가깝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는 주가지수에 대한 Long/Short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일종의 전략적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매매로 추정됨. 
 

     

그림 33.  기타법인의 Call옵션 매매단가 그림 34.  기타법인의 Put옵션 매매단가 

  

참고: 매매단가=거래대금/거래량/거래승수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매매단가=거래대금/거래량/거래승수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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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의 팽창 가속화, ETN시장의 성장통  

ETF시장에서 2017년 신규 상장된 상품은 10월말 현재 56종목, 순자산총액 2.6조원 규모임. 신규
상장 상품 중에서 40종목이 주식상품이며, 12종목이 채권상품임. 원자재 상품은 2종목 상장되었
음. 국내투자형이 36종목, 해외투자형이 18종목임. 합성복제 12종목과 실물복제 42종목임. 레버
리지/인버스 상품은 7종목으로 전체 신규상장 종목의 12%를 차지함. 
2017년 ETF시장의 특징은 ①Active ETF 상장 ②’Smart Beta ETF’ 확장 ③채권 ETF의 성장 등임. 
Active ETF의 상장은 ETF 영역이 기존 Passive 영역에서 Active 영역으로 확장되는 임계점을 돌
파한 사건임. Active ETF는 추적지수 없이 운용자의 재량으로 펀드성과를 창출하는 Active 속성
을 반영하고 기존 ETF의 투명성과 환금성을 확보하였음. 2017년에 상장된 Active ETF는 단기 및 
중장기 채권형 투자상품임. 채권형 Active ETF의 진가는 채권시장이 약세국면을 거치는 과정에
서 일반 채권형 펀드에 비해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임. 2018년은 Active ETF의 성과를 검
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임. 
채권형 Active ETF의 상장으로 10월말 현재 채권형 ETF의 순자산총액은 국내투자용 5.8조원과 
해외투자용 750억원에 달함. 지난 2016년말 기준으로 채권형 ETF 순자산총액 국내투자용 5.0조
원과 해외투자용 100억원에 비해 +17% 증가하였음. 특히 2017년에 상장된 채권형 ETF 중에서 
Active ETF를 제외하면 해외투자용 ETF가 오히려 많음. 해외투자용 ETF는 미국장기국채 정방향
과 레버리지, 인버스와 인버스2X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에 미국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임. 
2017년에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는 소위 ‘Smart Beta’를 추구하는 상품이 다수임. 고배당(High 
dividend)과 저변동성(Low volatility), Value와 Momentum Factor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지수화하여 
투자함. Multi-Factor ETF으로 Size+LowVol을 추구하는 상품도 상장되었음. ‘Smart Beta’ 상품은 시
장 국면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Factor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전 세계
적으로 신규상장되는 주식형 ETF 상당수가 ‘Smart Beta’를 지향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Smart 
Beta’ ETF 개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해외 주식형 ETF으로 신규 상장된 상품은 대부분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임. 특히 실물복제가 아닌 합성복제 방식으로 ETF를 구성하였음. 해외주식 투자형 ETF가 
기존에는 개별국가 또는 DM/EM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2017년에는 글로벌 선도산업이나 인프
라 등 특정 섹터에 집중된 상품이 출시되었음.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수요가 다변화
되고 전문화되었음을 반영하는 현상임. 
 
  

표 15.  2017년 신규상장 ETF 구성현황 

자산구분 시장구분  복제방식  특수유형 순자산총액
 국내 해외 실물 합성 Active 레버리지/인버스 (십억원)
채권 8 4 10 2 7 3 1,775.8
주식 28 12 30 10 3 828.9
원자재 2 2 1 11.3
참고: 10월말 현재, 선물투자도 실물복제에 포함하였음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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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시장은 상장종목수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장유동성 확대는 여전히 미진한 편임. 
2017년 10월말 현재 상장된 ETN은 178종목이며, 총지표가치는 4.8조원에 달함. 2016년말 132개 
종목과 총지표가치 3.4조원에 비해 상장상품수는 +34% 증가하였으며 총지표가치는 +41% 성장
하였음. 2015년말 78종목 1.9조원에 비해서는 각각 2.2배, 2.5배 증가하였음. 
반면 ETN의 거래대금은 2016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 2016년 1월~10월 일평균 거래대금
이 329억원이었으며, 2017년 같은 기간 339억원을 기록하였음. 거래량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줄
어들었음. 더불어 거래형성율(거래종목/상장종목)은 2016년 79%에서 2017년에는 74%으로 축소
되었음. 신규상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ETN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
음.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임. 
ETN의 매출비율은 2016년 3.2%에서 4.2%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ETN은 발행사가 ‘상장 후 매출’
방식을 취하고, 유동성공급자(=발행회사)가 보유한 ETN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야만 실질적인 매
출이 이루어짐. 따라서 매출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ETN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6.  ETN시장 유동성 분석 (일평균)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거래대금 (백만원)  33,996  32,971  10,197 
거래량 (천주)  3,285  3,478  1,054 
거래형성비율 (%) 74.6 79.5 93.7
매출비율 4.19 3.25 0.11
참고: 매년 1월~10월 대상     자료: KRX, 삼성증권  
발행사인 금융투자는 매도우위인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큰 매수자로 활동함. 보험권은 전략
적 투자일환으로 ETN을 거래하고 있으며, 은행권 신탁에서 2017년부터 거래가 진행됨.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본격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음. 거래가 활발한 ETN은 원자재 관련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압도적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높은데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으로 단기에 투기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ETN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음.  
 
  

표 17.  ETN 투자자별 순매수 

(백만원)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법인
2017년 (635) 31,220 (75,276) 14,821 30,518 (828)
2016년 133 38,534 (70,321) 29,994 82 1,476 
참고: 매년 1월~10월 대상     자료: KRX, 삼성증권  
손실제한 ETN상품이 2017년 3월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20종목 총지표가치 1,440억원에 달함. 옵
션수익구조인 ‘Call’, ‘Call Spread’, ‘Put Spread’, ‘Condor’, ‘Butterfly’, ‘Knock-out Call’, ‘Short Strangle’ 
등을 구현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손실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해당 상품들
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거나 하락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2017년 주식
시장 강세국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였음. 복잡한 상품구조와 수익구조의 불투명성 
등도 투자자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손실제한 ETN의 수익구조를 시각화하거나 손익관련 지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가 직관
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정보의 보강이 필요함. 상품만기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상품 손익구조를 단순화해야 함. 최단 1년만기 상품은 추적지수의 등락에 해당 옵션의 민감도가 
매우 완만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인하기 어려움. ‘Call’형 또는 ‘Put’형, ‘레버리지 Call형’ 
등으로 상품구조를 단순화하여 투자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ETN, 공급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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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파생상품시장 전망 
Icarus Trade  

2017년초 BoAML은 미국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의 분위기를 ‘Icarus Trade’으로 요약하였음. BoAML
은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의 극적이고 이례적인 상승세가 펀드멘털 개선에 따른 투자보다는 투기
적 과열양상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시장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음. 결과적으로 
2017년 연초에 보인 BoAML의 경고는 무위로 그쳤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
세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BoAML의 경고신호에서 제시한 징후는 여전히 주목할 부분임. 완만하게 형성되던 인플레 
기대심리가 우려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임. 예상보다 빠른 긴축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
러일으킬 수 있으며, 고평가된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주
식시장의 펀드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은 ‘Icarus의 밀납(wax)이 녹아 내리는
(melt-down)’과 같은 상황이라는 점임.  
2017년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더할 나위 없는 ‘Risk-on’ 국면을 누리고 있음. 미국 연준에서 발표
하고 있는 ‘Financial Stress Index’는 1994년 지수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QE정책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크게 낮아졌으며, 연준의 금리인상 국면 초입
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안도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Icarus Trade’에서 우려하는 ‘낙관의 팽창’이 
201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연출되고 있음.  
 
  

그림 35.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지수와 미연준 금융시장 스트레스지수  

 

참고: St.Louis Fed Financial Stress Index (이자율과 수익률커브 등으로 구성),  

‘0’은 정상적 시장환경, ‘0’이상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평균이상 상태를 의미 

자료: FRED,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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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미국 S&P500의 주가수익배율(Forward Price to Earnings)은 1990년 이후 평균 P/E의 
+1 표준편차 상단에 근접하였음. 지난 2002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P/E가 현 수준까지 상승한 
사례가 없었음. 주식시장의 실적개선이 병행된 주가상승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가장 높
은 Valuation이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역시 ‘Icarus Trade’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36.  S&P500 Fwd P/E  

 

참고: 1990년 이후 평균 P/E 15.7배, 표준편차 상단 18.8배, 표준편차 하단 12.6 

자료: Bloomberg 

 
High Yield채권 역시 국채와의 spread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음. 그만큼 High Yield 채
권가격이 고평가 되었음을 의미함. 2017년 일평균 스프레드(High Yield OAS)는 3.79%으로, 2007년 
일평균 3.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2016년 유가급락에 따른 에너지업계의 부도율 상승 등으
로 스프레드가 확대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2017
년에는 스프레드가 재차 축소되었음. 위험등급 채권가치가 역사적 고점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 
역시 채권시장의 ‘Icarus Trade’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그림 37.  BoAML US High Yield Options-Adjusted Spread 

 

자료: FRED,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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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시장이 과도할 정도의 ‘Risk-on’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미국 실질GDP 연간 성장률은 ‘16년 2분기 1.2%를 저점으로 ‘16년 4분기 
1.8%, ‘17년 1분기 2.0%에서 최근 ‘17년 3분기에는 2.3%를 기록하였음. 미국 연준의 ‘GDPNow(최
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GDP성장률 예측)’에서는 ‘17년 4분기 GDP 성장률이 yoy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펀드멘털의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펀드멘털의 개선과 더불어 미국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역시 Risk-on 상황을 연출하는 중요한 변
수임. 하단의 챠트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향후 3년동안의 확률분포를 예시함. Eurodollar 90day의 
options에서 추출된 내재변동성을 기준으로 시점별로 발생가능한 사나리오를 확률분포방식으로 
표시한 것임. 가장 중앙선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의미함. 2018년까지 기준금리는 
2%대를 넘지는 않는 수준이 예상되며, 2019년말에도 2% 초반에 머무르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음.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Taylor Rule에서 제
시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완만한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이
며, 궁극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의 ‘Icarus Trade’를 유도하는 배경으로 해석됨.   
 
  

그림 38.  미국 기준금리의 미래 확률분포 

 

참고: Eurodollar 90day Options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시점별 확률분포를 계산함. 중앙선이 가장 높은 확률을 의미함. 11월 10일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39.  최근 1년래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상승하였음 

 

참고: 2017년 10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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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조 (위험요인)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선진국 주요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금융시장에서는 Risk-On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하지만 WTI기준 국제유가가 배
럴당 50달러를 상회하고 OECD 국가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분기 연속 상승(2017년 Q1 
+4.9%, Q2 +4.0%, Q3 +3.6%)하는 등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유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하단의 챠트는 미국과 유럽, 영국의 5년후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swap rate
를 표시하였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5y5y Inflation swap rate는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였지
만,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반전하였음. 2017년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향조정되었음. 영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목표치(2%)를 상회함에 따
라 2017년 11월초 영란은행(BOE)이 10년만에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음. 
OECD에 따르면 2018년 주요국 인플레이션율은 2017년 수준에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ECD 전체적으로 2017년 2.3%에서 2018년 2.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금리인상 기조가 
완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5y5y Inflation swap에서 나타나듯이 기대인플레
이션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림 40.  미국/유럽/영국 Inflation Swap 5y5y (Forward Inflation expectation rate) 

 

자료: Bloomberg 

 
  

그림 41.  OECD 주요국 inflation Forecast 

 

자료: OECD, 2017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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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에 미국 High Yield채권과 국채와의 Spread가 빠르게 확대되었음. 특히 신용등급 
CCC 이하의 소위 ‘Junk Bond’와 국채와의 Spread는 9%대에 근접하면서 2017년 연중 최고치를 기
록하였음. High Yield 전체등급 채권과 국채와의 스프레드 역시 연중 저점 대비 40bps 상승하였
음. 관련 ETF의 가격도 급락하였음 
물론 미국 에너지업계의 부도우려가 팽배하던 2016년 당시에 비교하면 현재 High Yield채권과국
채와의 스프레드는 30% 수준에 불과함. 당시에는 에너지업체의 부도 등 스프레드 확대요인이 현
실적으로 존재하였음. 2017년 4분기에 나타난 High Yield채권의 스프레드 확대는 미국 연준의 금
리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고조되었음을 반증함. 실
제 업체부도 등의 불안요인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자심리는 위축된 상태임. 
2017년 4분기에 나타난 High Yield채권의 스프레드 확대를 과도하게 고평가된 High Yield 채권가
격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스프레드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위험신호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음. Junk 등급의 채권이 강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상승반전한 것을 ‘Icarus Trade’
의 밀납이 일부 녹아 내리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18년 1분기 중에 판명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CCC 등급이하 High Yield 채권과 국채의 스프레드가 2015년 
상반기 수준인 10%pt를 넘어설 경우에는 위험자산에서 이탈하려는 투자심리가 증폭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High Yield OAS 그림 43.  CCC 등급 이하 HY채권 OAS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High Yield채권의 스프레드 확대와 더불어 2017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지표
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현상(Bear flattening)임.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으로 단기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금리는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와 저물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락압력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미국 연준의 선제적 대응이 단
기금리를 끌어 올리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회복과 물가수준이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장기금리는 정체를 보임. 
미국 CFTC에서 발표하는 채권선물시장 투기적 거래자들의 순포지션을 보면, 2년물 국채선물에 
대해서는 대규모 매도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10년물 국채선물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순매수 포지션이 쌓여 있음. 장단기 스프레드가 평탄화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적 
거래자들이 단기금리 Short 장기금리 Long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Long/Short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장단기 스프레드의 평탄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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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년물 국채선물에 대한 투기적 투자자들의 순매수 포지션 그림 45.  10년물 국채선물에 대한 투기적 투자자들의 순매수 포지션 

  

참고: CBoT의 국채선물시장 투자자 분류(투기적/상업적) 기준 

자료: CFTC, Bloomberg 

참고: CBoT의 국채선물시장 투자자 분류(투기적/상업적) 기준 

자료: CFTC, Bloomberg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는 경험적으로 경기침체의 전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음. 1989년 10년
-2년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 곧바로 경기침체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도 장단기 스프
레드가 역전된 직후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음. 2006년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 2년만에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었음. 현재 10년-2년 장단기 스프레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역전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태임.  
전후 가장 오랫동안 경기확장국면에 있는 미국경제를 감안하면, 미국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장단
기 스프레드의 축소는 조만간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시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임. 저
금리와 저물가를 기반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또는 시장예상
을 어긋나는 금리인상 등이 전개될 경우 경기침체에 진입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가 역전까지 진행될 경우 ‘Icarus Trade’의 종국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그림 46.  미국 10년물-2년물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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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권시장에서 High Yield 채권과 국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서 10년물 국채선물에 대해서는 Long 포지션이 쌓여가고 2년물 국채선물에 대해서는 Short 포지
션이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로 누적되었음.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들임. 이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도 변동성 매수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미국의 VXX(VIX선물 정방향 ETN)와 XIV(VIX선물 인버스 ETN)는 변동성투자를 위한 가장 효
율적인 상품임. 변동성 상승국면에서 VXX ETN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변동성이 하
향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XIV ETN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최근 수년간 XIV는 변동성 하락
국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음. 반면 VXX는 계속해서 가격하락
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 
2017년에도 가격측면에서 VXX ETN과 XIV ETN은 이전과 동일한 흐름을 보였음. 다만 거래량 
측면에서는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였음. 변동성 매수에 노출된 VXX ETN의 거래량은 2016년 일
평균 630만주에서 2017년 일평균 1,800만주로 급증하였음. 역사적 수준으로 하락한 변동성으로 
인해 VXX의 가격은 ‘penny’수준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변동성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을 염두에 둔 투자가 증가한 것임. 
반면 변동성 매도에 노출된 XIV ETN의 거래량은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016년 
일평균 2,480만주 거래에서 2017년에는 1,156만주로 급감하였음. 변동성의 지속적인 하락과 XIV
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XIV에 대한 거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거래가격에 대한 부담이 존재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 상승반전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거래 위축으로 해석됨. 
VXX ETN과 XIV ETN에 대한 유동성을 비교하면 향후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반등에 맞추어져 
있음. 가격과 자산규모 측면에서 2017년은 변동성 매도거래의 성공으로 귀결되었지만, 거래량 
측면에서는 2018년 변동성 매수거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양상이 펼쳐졌음. ‘Icarus Trade’의 
위험을 헤지하려는 변동성 매수거래가 점증하고 있음.  
 

     

그림 47.  VXX 가격과 거래량 그림 48. XIV 가격과 거래량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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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Insurance 유효성  

2018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① 변동성 매수거래, ②
하방위험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보험전략, ③ 자산별 위험기여도(risk contribution)를 균등하게 유
지하는 Risk Parity전략 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Target Volatility 전
략, ④ Black swan 거래 등이 유효할 것임.  
① 변동성 매수거래는 직접적으로 변동성지수선물의 매입 또는 변동성 ETP의 매입 등이 가능하
며, 간접적으로는 Put옵션 매수거래 등을 제시할 수 있음. 국내 VKOSPI 선물 또는 미국 VIX선물
의 매수거래는 변동성 상승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래전략임. 다
만 변동성의 평균회귀성향을 감안하면, 변동성지수선물의 매입기간은 단기에 국한할 필요가 있
음. 예를 들어 VKOSPI의 경우 2010년 이후 직전 20일 평균의 +2 표준편차를 상회한 일수는 전
체 거래일수의 6%에 불과하며, VIX 역시 7%에 불과함.  
변동성 ETP의 매입 역시 roll-over 비용으로 인해 장기투자로서는 부적합한 편임. 변동성선물을 
편입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지만, 변동성 ETP 역시 변동성 상승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임.  
Put옵션 매수거래는 하방위험을 일정 수준(행사가격)에서 방어하는 전략임. 예를 들어 헤지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해 OTM 95% 행사가격 Put옵션을 매입하는 경우, 5%의 하락손실은 감수하는 대
신 추가적인 급락을 방어하는 전략임. 또는 ATM 100% Put 옵션을 매입하면서 헤지대상 포트폴
리오 가치의 90%만 부분헤지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가치의 90%만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전략임. 
부분헤지 또는 완전헤지, OTM 옵션 또는 ATM 옵션 등은 투자자의 위험부담 수준에 따라 결정
될 수 있음. 
②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보험전략은 Synthetic Protective Put 전략임. 헤지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해 
가상의 Put옵션 매입을 가정하여 Put옵션의 Delta 비율에 따라 선물매도 비중을 늘리는 전략임.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Put옵션의 (-)Delta가 증가하므로 선물매도 비중을 늘리고,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Put옵션의 (-)Delta가 감소하므로 선물매도 비중을 줄이는 방식임.  
포트폴리오 보험전략 중에서 최대 보존비율(Floor) 이상으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주
식편입비율을 조절하는 TIPP(Time Invariant Portfolio Protection) 또는 CPPI(Constant Proportion 
Portfolio Insurance)전략의 경우, 안전자산으로 채권형 ETF 등을 활용할 수 있음.  
③ Risk Parity 전략은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위험기여도를 균등하게 유지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임. Target Volatility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목표 변동성 수준
을 사전에 설정하여 시장 변동성이 목표 변동성을 상회할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Risk Parity와 Target Volatility 전략
은 변동성 확대국면에서 수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임.  
④ Black swan 거래는 돌발적인 Tail risk를 대비하기 위해 OTM Put옵션을 매입하거나 ‘Knock-in 
Put 옵션(OTM, down & in)’ 또는 ‘Look-Back 옵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임. 일상적인 헤
지거래 이상으로 금융시스템의 발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변동성 매수거래는 고비용을 부담
해야 함. OTM Put옵션 또는 Knock-in Put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헤지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다만 행사가격 이전까지의 포트폴리오 손실에 대해서는 방
어가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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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강세의 잠재적 위험  

최근 2년간 Active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시장지수보다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Passive strategy’의 침투가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Active strategy’
의 퇴조와 ‘Passive strategy’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FnGuide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Active 주식형펀드가 Index Fund 성과에 뒤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015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2017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주식시장 
강세국면에서 Active 펀드의 저조한 성과는 Passive 운용의 우위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음.  
 
  

그림 49.  국내 주식형펀드, Active주식형 및 Passive주식형 펀드성과 

 

참고: FnGuide 분기별 펀드평가 보고서 참조     자료: FnGuide, 삼성증권 

 
이론적으로 효율적 시장에서 Active 운용은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지수를 outperform할 수 없으
며, 거래비용을 최소화한 Passive 운용이 장기적으로는 투자성과 측면에서 우월함. 국내 Passive 
운용전략의 대표상품인 ETF의 경우 KOSPI200 추적 ETF의 보수가 10bp 내외이므로 장기투자에
서 비용효율성이 매우 높은 상품임. 이와 함께 국내 Index 펀드가 Active 펀드보다 우월한 성과
를 기록하는 것은 초대형주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음.  
 
  

그림 50.  KOSPI200 구성종목 상위 5위~25위 시총비중 추이 

 

참고: Quantiwise 유동주식비율 적용     자료: KRX, Quantiwise,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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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 구성종목에서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32%에서 2017년 10월말 현재 42%까지 증가하였음. 반면 시가총액 상위 11위~25위 
종목의 비중은 같은 기간 3%pt 감소하였음(20% → 17%). 또한 상대적으로 중형주인 시가총액 
상위 26위~50위 구간의 시총비중은 같은 기간 2%pt 감소하였으며(15.7% → 13.5%), 51위~100위 
구간의 시총비중 역시 3%pt 이상 감소하였음(14.2% → 10.9%). 초대형주의 강세가 주가지수 내
에서 초대형주의 비중 확대로 직결되는 상황임.  
Active 펀드가 초대형주 5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만큼 보유한다면 최소한 시장수익률을 추적할 수 
있지만, 국내 펀드의 운용제약 중 하나인 ‘동일종목 10% 한도(펀드 총자산의 10% 이상으로 동일
종목을 편입할 수 없음)’ 때문에 초대형주의 편입이 제한됨. 반면 Index 펀드는 시장내 종목별 시
가총액 비중만큼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추적할 수 있음.  
하단 그림은 삼성전자가 KOSPI200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KOSPI200을 추적하는 국내 ETF의 순
자산총액을 비교하였음. 삼성전자의 시총비중과 ETF의 순자산총액 규모가 동행하는 현상이 관
찰됨. KOSPI200을 추적하는 ETF의 순자산총액이 2010년 연초 1.7조원에서 2017년 10월말 현재 
13.1조원까지 7.7배 증가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KOSPI200에서 차지하는 시총비중(유동주식 
기준)은 최소 13%(2010년 10월)에서 최대 29%(2017년 10월)까지 2.2배 증가하였음. 해당 기간 
삼성전자는 3.4배 상승하였음. 
결국 하단의 그림은 삼성전자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종목 편입제한을 받는 Active 펀드가 
아니라 시장 비중만큼 편입 가능한 ETF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수단임을 보여주는 
그림임.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Passive strategy’의 약진이 소위 ‘alpha’의 축소와 ‘비용효율성’ 측
면에서 설명되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Passive strategy’의 이론적 우월성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특수성(초대형주로의 쏠림현상)이 중첩되면서 Active 펀드의 열위와 Index 펀드의 우위가 연출되
고 있음.  
 
  

그림 51.  KOSPI200추적 ETF 순자산총액과 삼성전자의 K200내 비중 

 

참고: 삼성전자 비중은 유동주식 시총기준, Quantiwise 유동주식비율 적용 

자료: KRX, Quantiwise,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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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가중방식 주가지수의 결정적인 단점은 대형주의 지수 영향력이 중소형주에 비해 절대
적으로 크다는 점임. ‘Alpha’의 원천 중 하나인 ‘Size factor’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임. KOSPI200
에서 초대형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초대형주의 KOSPI200에 대한 영향력도 동시에 증
가함.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대형주의 시장 Beta(시장 대비 개별종목의 민감도)가 여
타 종목에 비해 높다는 점임. 
2016년 하반기부터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의 시장베타 (단순)평균은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크기가 점차 확대되었음. 2017년 현재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의 시장베타는 1.26을 기록함. 
KOSPI200 1% 등락에 시총상위 5위권 종목은 1.26% 변동을 보이는 것임. 다시 말해 시총상위 5
위권 종목이 약 0.8% 등락을 보일 때 KOSPI200은 1% 변동이 가능한 것임. 시총상위 종목을 시
장비중만큼이라도 편입해야만 시장을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2017년에 더욱 심화된 것임.  
 
  

표 18.  KOSPI200 시총상위 종목군의 시장베타 (구간내 단순평균) 

 상위5위 상위10위 상위25위 상위50위
13년 12월 1.17 1.17 0.98 0.93
14년 06월 1.33 1.25 1.05 0.99
14년 12월 1.26 1.10 1.02 1.04
15년 06월 1.13 1.01 1.07 1.05
15년 12월 0.95 1.00 0.96 1.00
16년 06월 0.90 0.90 0.96 0.98
16년 12월 1.03 1.03 0.96 0.96
17년 06월 1.22 1.07 0.93 0.87
17년 11월 1.26 1.04 0.91 0.89
참고: 52주기간 일별 베타, 음영은 1 이상 구간; 구간별 단순평균=시총상위(유동시총비중) 25위내 전 종목의 시장베타를 단순평균 하였음 

자료: KRX, 삼성증권  
KOSPI200의 초대형주 쏠림현상이 국내 Passive 운용전략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Tail risk’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있음. 개
별 주식차원에서 Beta adjusted hedge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주식선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선물은 현재 현물 거래대금의 70% 수준까지 유동성이 확보되었음. 개별
주식 차원의 tail risk 또는 민감도 조정을 위해 주식선물을 활용할 필요가 높아질 것임. 
 

     

그림 52.  삼성전자 주가와 선현배율 추이 그림 53.  SK하이닉스 주가와 선현배율 추이 

  

참고: 선현배율 = 주식선물거래대금/주식현물거래대금*100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선현배율 = 주식선물거래대금/주식현물거래대금*100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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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시장의 재편  

2017년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ELS/ELB는 신규발행 60조원을 기록하여 2016년의 부진에서 회복
하였음. 다만 상환물량이 72조원에 달해 ELS/ELB의 미상환잔고는 12조원 감소하였음. 기존 물
량의 상환이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상환자금의 재투자는 일부에 그쳤음. 하단의 
그림에서 보듯이 ELS/ELB 신규발행과 상환은 2015년과 상반된 양상임. 사상 최대 발행을 기록
한 2015년에는 신규발행이 상환을 초과할 정도로 신규자금 유입이 활발하였음. 2017년에는 상환
초과 상태로 상환자금의 일부가 이탈한 것임.  
 
  

그림 54.  ELS/ELB 신규발행과 상환 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ELS/ELB의 발행잔액 감소는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에도 영향을 미쳤음. 국내 증권
사의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계약금액은 2016년 6월 93조원에서 2017년 6월 63조원으로 32% 감
소하였음. 신용관련 장외파생상품이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임. ELS 미상환
잔고의 감소에 따른 기존 계약의 해지와 국내 증권사의 ELS/ELB ‘자체 헤지’ 비중 제고 등으로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그림 55.  장외파생상품 계약금액: 증권회사 

 

참고: 자료업데이트가 1분기이상 지연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7년 상환자금이 

신규발행을 압도 

주식 OTC 거래규모는 

감소하고 

신용위험 OTC 거래는 

늘어나 

 

82 
93 

80 74 67 63 

47 

51 

49 52 
53 54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6년 3월 16년 6월 16년 9월 16년 12월 17년 3월 17년 6월

(조원)

Credit

Equity

23 
20 

18 

(21)
(24) (25)

(30)

(20)

(10)

0

10

20

30

15년 3월 15년 9월 16년 3월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조원)

신규

상환



Derivatives Issue  

2017. 11. 16  

 

삼성증권 37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ELS/ELB는 일종의 썰물(ebb)의 상황임. 기존 물량의 상환이 집중되고 있
는 상황에서 신규자금 유입은 정체된 상태임. 반면 비주권연계증권 DLS/DLB는 밀물(flood) 상황
임. 신규자금의 유입이 상환을 초과하고 있어, 미상환잔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ELS/ELB는 기초자산(개별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상황에 따라 설정과 상환자금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임. 2012년~2013년 개별주식 연계 ELS와 2015년~2016년 홍콩 HSCEI연계 ELS는 직
전에 급격하게 설정잔고가 증가하였지만, 해당 기초자산의 급락과 함께 손실위험이 확대되었음. 
유사한 수익구조의 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집중된 상태에서 해당 기초자산의 등락으로 발행과 
상환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음. 결과적으로 수 분기 동안 신규자금 유입은 큰 
폭으로 위축되었음. 
반면 비주권연계상품 DLS/DLB는 채권과 신용위험, 원자재와 펀드 등 비교적 다양한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발행되어 있는데다,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투자자 구성 때문에 과도한 
위험노출 상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또한 기초자산마다 고유의 수익구조로 상품이 발행되기 
때문에, 특정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여타 기초자산 시장으로 확산되어 DLS/DLB의 손실위험을 확
대시키는 경우는 매우 희박함. 
채권시장의 구조적 약세국면 진입을 앞두고 금리연계 DLS/DLB는 금리 상승구간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장단기 스프레드의 변동에 연동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채권
금리의 상승은 개별기업 또는 국가의 신용위험시장에 새로운 수급변수를 창출할 것임. 신용위험
에 대한 헤져(Hedger)와 투자자(Speculator)의 엇갈린 시각이 신용위험시장 유동성을 확충시킬 
것이며, 신용위험연계 DLS/DLB에 대한 투자수요가 동반 상승할 것임. 
원자재 가격의 약세국면 탈피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연계 DLS/DLB에 대한 수요는 직접
투자(원자재선물 또는 원자재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빠르게 증
가할 것임. Fund연계 DLS/DLB는 Hedge Fund나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는 Fund에 간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수단임. ETF 포함 Fund연계 DLS/DLB는 ETF시장 성장과 더불어 계속 확장할 것임.  
국내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선보인 것은 2003년 ELS가 최초임. 2005년 DLS 발행이 허용되었지만, 
최근까지 파생결합증권의 주도권은 ELS/ELB에 있음. 다만 미상환잔고의 축소와 투자자들의 수
요 다변화 등으로 인해 ELS/ELB의 양적 성장은 한계체증을 보일 것임. 오히려 파생결합증권시
장 내에서 투자자금은 DLS/DLB으로 이동할 것임.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주도권 재편이 2018년에 
진행될 것임. 
 
  

그림 56.  DLS/DLB 신규발행과 상환 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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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전망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20년 평균 P/E 기준 +1 표준편차에 근접하는 고평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음. 미국 채권시장은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와 High Yield채권의 국채대비 스프레드 확대 등 저금리 기조의 분열조짐이 발생하고 있음. 
여전히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의 반등과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경우 예상보다 매파적인 행
보를 보일 수 있음. 자산가격이 유례없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소위 ‘Icarus Trade’가 진행중이지만, 
동시에 밀납이 녹아내릴 수 있는 일부 조짐을 자산시장 저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장기 평균 P/E수준에 
머물러 있음.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임. 지정
학적 위험과 미흡한 주주환원정책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재평가가 지연되고 있음. 주식시장의 
Valuation 논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시장 내부적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오히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 확장에 취약한 편임.  
 
  

그림 57.  KOSPI200 Fwd P/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주식시장의 Valuation 논란으로 말미암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초대형주로의 쏠림이 심화되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채권시장에서는 해외
와 마찬가지로 장단기 스프레드(10년-3년)의 축소로 인해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음. 장단
기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육박할 정도임. 한국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한국 국가신용위험(CDS spread)는 2013년 하반기(북한의 전쟁위협 도발)이후 4년동안 
안정세를 보였지만, 2017년 현재는 최근 4년 평균의 +2 표준편차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임. 
주식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과 신용위험시장 등에서 포착되는 불안 변수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경제상황도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해외 IB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017년 
3.0% → 2018년 2.8% vs 미국 경제성장률 2017년 2.2% → 2018년 2.4%, 국제금융센터 자료참조).
저성장에 따른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flattening)가 고착될 경우 경기 모멘텀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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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SPI200의 변동성은 2018년 이후 완만한 상승흐름을 유지할 것이며, 하방위험보다는 상
방위험에 더욱 노출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당사는 2017년 전망(“2017년 주식파생
상품시장 전망: Tail risk와 구조화로 변동성 상승압력 본격화”, 2016.11)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상승을 전망하였음. 예상과 달리 서두르지 않는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낮은 인플레이션율, 
주식시장의 강세로 인해 변동성은 2016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당사는 2018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변동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70%이상 될 것으로 전망함. 
기업실적의 개선이 지속되고 완만한 통화정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됨. 다만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면서 
High Yield 채권의 국채와의 Spread가 2015년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변동성의 상승압력은 상
대적으로 높게 작용할 수 있음.  
2018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선진국 통화정책이 
‘Dovish’에서 ‘Hawkish’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선행적으로 변동성 상승을 경
험할 것임. 201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 정책스탠스가 완화에서 긴축으로 이전하는 시
점이 될 것임. 하반기에 글로벌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신흥국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선진국 등 약한 고리에서의 파열음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2018년 하반기 KOSPI200의 변동성은 평균 10% 중반 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상단은 20%대를 상
회할 수 있음. 
2019년 이후에는 선진국의 긴축정책과 자산가격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경기회복
을 바탕으로 상승한 자산가격은 중앙은행의 긴축환경에서 유동성의 재편과 안전자산/위험자산의 
양극화로 인해 다양한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2018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의 변
화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심리의 반전 여부 등이 ‘Icarus 
Trade’의 정점을 알려줄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임.  
결국 2018년은 변동성 확장기이며, 변동성 매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주력할 시기임. 
 
  

그림 58.  KOSPI200 변동성 전망 

 

참고: 2018년 이전 변동성은 VKOSPI 분기별 평균 

자료: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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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 등 다중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고민할 것은 금융시장의 변
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개별 자산의 성과뿐만 아니라 자산간 
연계성과 자산별 투자비중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삼성투자위험지수는 국내외 주식/채권/신용/외환시장의 변동성 지표를 종합하여 포트폴리오 투
자위험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예시할 수 있는 금융시장 상황지표임(삼성증권, “삼성 Investment 
Risk Index”, 2015.2, 발간 참조). 기준선 하방은 금융시장 변동성의 하향안정화를 의미하기 때문
에 ‘Risk-on’ 상황임. 기준선 상방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태로 ‘Risk-off’ 국면
임을 의미함. 따라서 기준선 하방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며, 기
준선 상방에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중심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
요함. 
삼성투자위험지수는 2016년 이후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고 계속 기준선 하방인 ‘Risk-on’국면을 
유지하였음.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는 물론 선진국 채권과 외환시장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인
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변동성 흐름을 유지하였음. 신용위험시장 역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진 2017년 2분기를 제외하고 안도국면을 지속하였음. 2년간 삼성투자위험지수가 
Risk-on 영역을 지속한 경우는 2007년 지수산출 이후 처음임. 
‘Icarus trade’를 유발하는 시장환경 조건이 삼성투자위험지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때문
에 2018년 삼성투자위험지수의 상승반전 변수는 무엇보다 선진국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글로벌 신용위험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선진국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며, 금리인상 국면에서 신용위험 역시 동
반 상승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지표(CDS Spread)의 반등이 예상됨.  
삼성투자위험지수가 기준선을 상향돌파할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함. 특히 기준선 상방에서 위험한도인 +3pt를 상회하기 전까지
는 각 자산의 위험기여도(risk contribution)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Risk Parity 전략을 구현하는 것
이 바람직함. 만일 예상치 않은 돌발변수로 인해 시스템 위험이 고조될 경우(삼성투자위험지수 
> +3pt)에는 유동성 중심으로 극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현해야 함.  
 
  

그림 59.  삼성투자위험지수와 KOSPI 

 

참고: 기준선 하방은 ‘Risk-on’국면, 기준선 상방은 ‘Risk-off’ 국면, +3pt이상은 System Risk 급증구간 

자료: KRX, Bloomberg,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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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파생상품시장 전망  

2017년 주식파생상품시장은 변동성 축소로 유동성 확장을 보여주지 못하였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장옵션의 거래량은 위축되었음. 다만 상품공급이 이어진 개별주식선물과 ETP
시장은 성장세를 구가하였음. 변동성 축소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시장(Macro)관련 상품에서 
Micro 단위(개별 주식과 세부 투자전략) 상품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2018년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축소지향된 변동성 추세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계기
로 확대 재생산되는 국면으로 반전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과도하게 고평가된 자산시
장에서의 파열음이 궁극적으로 ‘Icarus Trade’의 반전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반전은 주식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장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  
개별주식선물 확장과 개별주식옵션 골든타임 

개별주식선물시장은 KRX의 기초자산 확대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새로운 투자수단을 모색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맞물려 2016년 1월~10월 총 거래대금 97.4조원에서 2017년 같은 기간 
2.1배 증가하였음. 130개에 달하는 기초자산으로 KOSPI시장과 KOSDAQ시장의 대형주를 대부분 
커버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개별주식에 대한 헤지 및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특히 시장조성
자의 헤지거래 면세혜택은 해당 주식선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고 있음. 
2018년에는 KOSDAQ 구성종목에 대한 주식선물 기초자산 확장이 예상됨. 연기금의 KOSDAQ투
자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구되면서 KOSDAQ150 지수선물과 더불어 개별주식선물을 활용
한 헤지거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KOSDAQ시장의 성장과 기관투자자들의 참
여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시장지수 차원의 헤지수단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별주식단위의 헤지수단
이 유용할 것임.  
개별주식옵션의 골든타임(Golden time: 생명소생 시간)을 2018년으로 예상함. 2017년 개별주식옵
션시장의 상장종목 정비와 유동성 공급자 지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실수요 투자자들의 
시장진입은 여전히 요원한 편임. 시장제도의 개편과 개별주식선물시장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개
별주식옵션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개별주식옵션 투자수요는 단명할 수 
있음.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에 개별주식옵션시장의 유동성이 확보
되어야만 양적 팽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2016년 10% 미만에서 2017년 20%까지 상승한 것과 기타법인 거래비중
이 2%를 차지한 것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임. 투기적 수요의 활성화가 헤지거래의 유동성을 보
완한다는 점에서 2018년 개별주식옵션시장의 성장기회를 개인 및 기타법인의 적극적인 거래에
서 모색할 수 있을 것임.  
개별주식선물시장이 기초자산의 확대를 계기로 유동성 확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 30종목인 기초자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주식옵션시장에 외국계 전문투자자들
이 참여하는 시장기여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내 시장조성자와의 경쟁과 더불어 외국
인투자자들의 개별주식옵션시장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임.  
 
  

표 19.  개별주식옵션 투자자별 거래비중 

(%) 2017년  2016년  2015년 
 Calll Put Call Put Call Put
금융투자 76.6 77.1 90.1 93.0 77.1 83.3
기타법인 2.3 2.6 0.0 0.0 0.0 0.0
개인 21.0 20.0 9.9 7.0 20.8 16.6
외국인 0.1 0.1 0.0 0.0 2.2 0.0
참고: 매년 1월~20월 누적거래량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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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8년부터 개별주식선물의 만기가 1개월물에서 분기월물로 확장되기 때문에 1개월 
단위의 단기거래 수요가 개별주식옵션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에는 1
개월 만기의 개별주식선물을 활용한 Delta trading에 국한된 매매가 주를 이루었다면, 3개월로 만
기가 연장된 상태에서 Delta trading 이외에 Gamma 및 Vega trading 목적의 개별주식옵션 투자수
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변동성지수선물의 재발견 

변동성지수선물(VKOSPI선물)은 2018년에 가장 극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파생상품임. 변동성 
상승반전에 따른 포트폴리오 하방위험 헤지에 적합한 투자상품인데다 ETN의 기초자산으로 활
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2017년 2분기 VKOSPI선물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가 맞물린 결과임. 당시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주식시장의 단기 등락
으로 변동성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음. 개인투자자의 변동성 거래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음. 
2018년에는 ETN이 기초자산의 변동성선물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국 VIX선물을 기
초자산으로 한 변동성지수선물 ETN은 미국 전체 ETN시장 거래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변동성투자에 대한 투자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국내에
서도 VKOSPI선물의 유동성이 차근월물까지 개선될 경우 VKOSPI선물을 기초자산으로 ETN을 
개발 상장할 것으로 기대됨.  
변동성지수선물 ETN 상장은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에게도 변동성 헤지와 투기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 또한 해당 ETN의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VKOSPI선물 시장조성이 VKOSPI선물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어, VKOSPI선물 유동성 측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Risk Targeting 전략을 VKOSPI선
물 또는 변동성지수선물 ETN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위험 관리가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그림 60.  VKOSPI선물 분기별 거래량 추이 그림 61.  VKOSPI선물 투자자별 거래비중 

  

자료: KRX, 삼성증권 참고: 1월~10월 누적 

자료: KRX,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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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선물의 하모니 

2018년은 국내외 채권시장의 약세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선물시장의 유동성
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단기금리 중심으로 상승이 예상되며, 장단기 
스프레드의 축소 또는 확대의 불확실성으로 중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임. 또한 국내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지역(region) 또는 국가(country)간 차익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  
이와 함께 포트폴리오 수익성 개선 또는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 수요가 
확대될 것임. 또한 주식과 채권의 역(negative) 상관관계가 심화될 경우 주식과 채권을 대상으로 
자산간 헤지거래(intra asset hedging) 또는 교차매매(cross trading)가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활성화
될 것임. 국내에서도 교환옵션(Exchange options) 개념을 활용한 헤지펀드(‘균형펀드’)와 
ETF(KOSPI200과 미국채 혼합 ETF) 등이 선보이고 있음. 교환옵션을 활용한 투자전략에 대해서
는 전균, “교환옵션을 활용한 동적자산배분전략” 2013년 3월을 참조하기 바람.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Portable alpha’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 ‘Portable alpha’전략은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각각 해당 선물상품으로 수행
하고 증거금 이외의 투자자금을 안전자산 또는 주식과 채권 등의 전통적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안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임. KOSPI200 지수선물과 국채 3년물/10년물 선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자산으로 미국채 10년물 선물과 S&P500 지수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음.  
금융시장의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2018년에 주식선물과 채권선물의 개별적 활용뿐만 아니라 동
적자산배분 전략 차원에서 Correlation trading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변동성 확대로 상품
별로 내적 유동성 창출과 함께 외적 유동성 자극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임.  
시장조성자 2.0 시대 - Delta 1 비즈니스의 확충 

2017년에는 상장상품의 시장조성자가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변동성 침잠의 시
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유동성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음. 면세혜택을 받은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이 신규 유동성을 창출하고 개선된 유동성이 새로운 투자자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선
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음. 
2018년에도 면세혜택이 지속되는 한 시장조성자의 유동성공급 기능은 유지될 것이며, 상품별로
는 KOSDAQ150 지수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및 개별주식옵션이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또
한 거래세 면제혜택(2018년 시한)을 받고 있는 우장사업본부의 현선물 차익거래도 기존 
KOSPI200뿐만 아니라 KOSDAQ150과 개별주식으로 영역을 보다 확장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KRX는 ET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거래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2017년 9월 KRX 
주최 Global ETP Conference에서 KRX 담당자 발언 참고). 시장조성자 또는 유동성공급자의 역할
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거래전략은 대체로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지션을 즉각 청산하거나 차익거래로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Square 거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임. 때문에 보유 잔고의 duration은 매우 짧으며, 시장조성자가 부담하는 가격위험 
역시 차익거래 등으로 인해 낮게 유지되고 있음. Book 운용에 대한 보수적인 위험관리가 직접적
인 배경이며, 이와 더불어 보유 잔고의 활용과 헤지거래에 대한 낮은 확장성(내부 인식)이 부차
적인 원인으로 분석됨. 때문에 시장조성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호가 스프레드)
에 한정된 수익창출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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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입장에서 면세 혜택을 기반으로 시장조성자의 역할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운용능력의 숙
련과 거래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경험축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
음. 향후 면세혜택의 종료 후에도 해당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시장조성자는 KRX와 계약을 맺고 비유동적인 상품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해당 상품의 원활
한 체결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함.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가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facilitate) 거래과정(transaction flow)에 개입하는 일종의 ‘Flow trading’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Flow trading’은 고객과의 거래과정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운용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임. 시장조성 대상이 대부분 주식바스켓이나 선물 또는 ETF 등 소위 ‘Delta 1’상품에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Delta 1 business’의 분야로 이해할 수 있음.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 활동은 고객 또는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수단 제공과 유동성 공
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확보가 1차적인 목적임. 이와 함께 잔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EFP(Exchange for Physicals)와 같이 고객의 거래구조를 변환시키거나 증권 대차 또는 Swap 거래
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는 것도 ‘Delta 1 business’의 핵심 업무임. 또한 거래 중개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포지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Algorithmic trading 전략을 개발하거나 비유동
적인 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합성 포지션(synthetic position)을 구현하는 것도 
‘Delta 1 business’의 파생된 업무임.  
보유 잔고의 duration을 연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정도로 자산규모를 구축할 경우 다양한
‘Delta 1 business’를 수행할 수 있음. 확보된 포지션(예를 들어 주식 바스켓)을 분해하여 개별 주
식단위로 대차거래에 활용하거나 Swap거래의 담보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대량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guaranteed VWAP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증권사는 보유 
잔고를 활용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일부 ETF LP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배당연계 
ETF 차익거래도 보유잔고의 duration을 연장한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보유 잔고의 duration을 늘리고 자산규모를 늘릴 경우 시장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증가함. 따라서 ‘Delta 1 busines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전가를 위한 Sales 기능의 확충은 물
론 자체 헤지 기능을 갖추어야 함. 거래과정에 대해 적법여부 등 면밀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함. 
2008년 Société Généralé에서 발생한 Jérôme Kerviel사건(Delta 1 desk에서 불법거래 등으로 49억 
유로의 손실 유발)은 ‘Delta 1 business’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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