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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과

중앙청산소(CCP)
참고자료
김운섭, 강철준, 노상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한국금융연수원, 2012.02
김인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CP에 대한 국제논의동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2.10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국내 도입이 부산금융중심지
성공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외파생상품 CCP가 부산
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면, 부산이 장내파생상품과 함께 장외파생상품 시
장에서도 매매, 청산, 결제 등이 모두 가능한 파생상품 특화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
다는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이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자.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면, 장외파생상품은 거
래소 없이 거래당사자간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지칭
금융기관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 가능한 주문자 생
산형 파생금융상품
상품 구조화의 용이성
선도거래,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금융상품과 장외파생금융상품
구분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

상품종류

선물, 옵션

선도, 스왑, 옵션

이용자

개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신용위험

보증금제도와 일일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위험이 없음

신용위험 있음

상품구조

표준화

다양한 구조와 상품의 구조화
(Structuring)가 용이

자료 : 김운섭•강철준•노상규(2012),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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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간의 거래에 개입하여 거래를 중개하고 체결시키는 기능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역할을 하며 거래의 결제를
이행하는 중앙청산결제 서비스 또는 기관
결제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등 거래 보증 역할 수행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
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축소에 기여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 도입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에 대한 합의 형성되었으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 인식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2012
년까지 CCP를 통한 청산거래 의무화에 합의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소 또는 전자플랫폼을 통한 거래 및 CCP를
통한 청산 의무화
-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정보 저장소에 보고
-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거래에는 자기자본비율규제상 높은 자본요구 규정 적용

∷ 기본개념
장외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CCP가 청산결제서비스 제공
일반 장외거래
거래자 A

◀

◀

거래 ①

CCP에 의한 장외거래
거래자 B

거래자 A
◀

(200계약 매도)

◀

◀

거래자 C

거래자 A
(200계약 매도)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제이행 책임
•거래자 A의 “거래①”과 “거래②”는 상계 불가

자료 : 한국거래소(2011)

거래자 C

▶▶▶

◀

(100계약 매도)

CCP
◀

(200계약 매도)

◀

거래 ②

(100계약 매도)

◀

(100계약 매도)

◀

거래자 B
(100계약 매도)

•CCP가 모든 거래가 상대방으로서 결제이행
보장
•거래자A의 매수와 매도포지션(각 100계약)이
상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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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기관 통한 청산의무화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3.3)하였으며,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 확정
초기 청산대상상품으로 원화 이자율스왑(IRS) 선정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것으로, 장기 고정금리와 단기 변동 금리간의 차이를 이용하
는 거래
- 장래 금리변동 예상을 통해 이뤄지므로, 금리상승을 예상할 경우 거래자는 고정금리를 지급하
고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금리하락을 예상할 경우 거래자는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
금리를 받는 스왑거래 가능
자료 : 김운섭•강철준•노상규(2012),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한국금융연수원

청산참가대상은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중 청산회원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자율 청산을 시작으로 경험 축적 후 의무청산 실시 예정
한국거래소는 IRS에 대한 청산서비스 개시 이후 역외선물환시장(Non-Deliverable
Forward, NDF)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예정

∷ 도입효과
특정 금융회사 파산시에도 CCP가 결제를 대신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연쇄적 파산(시
스테믹 리스크) 방지
다수 거래상대방과의 차감(netting)을 통해 결제규모 감소하여 결제리스크 감소
CCP 비청산 거래 시 상대적 높은 위험 가중치(20~100%)가 적용되는 반면, CCP 청
산 거래시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낮은 위험가중치(2% 예정) 적용
CCP 청산을 통해 상대방 리스크 제거되어 장외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및 표준화 촉진
기존 거래 건별 결제 방식이 CCP 통한 결제집중으로 금융회사 결제업무 축소
CCP 통한 결제업무 축소
다자간 계약 : 총 1,000억원
다자간 계약 : 총 1,000억원
CCP 청산 : 총 200억원

D

D

A

300억원

100억원

0

◀

A

300억원

B

자료 : 한국거래소

200억원

C

0

B

청산기관
CCP

100억원
◀

◀

200억원

◀

inside 특화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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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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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장외파생상품 CCP 서비스 현황
∷ 관련 법 제정 현황
미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전면적 규제법안으로 Dodd-Frank 법1)을 제정하
여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청산 의무화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
유럽은 파생상품시장인프라규제안(EMIR)2) 제정을 통해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
래에 대한 집중 청산 및 조직화된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의무화 등을 규정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3)을 개정하여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의무화 및 거래정보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

∷ 해외 CCP 청산서비스 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서비스를 제공
법제화 이전단계부터 주요 청산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서
비스 실시
청산기관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청산대상 상품

CME

CDS(09년), 상품(02년), IRS(10년)

IDCG

IRS(08.12년)

ICE Clear

에너지(07년), CDS(09년)

영국

LCH.Clearnet

IRS(99년), CDS(10년), NDF(11년)

독일

Eurex Clearing

CDS(09년), IRS(12년)

일본

JSCC

CDS(11년), IRS/Single-name CDS(12년)

싱가폴

SGX

상품(06년), 해운(06년), IRS(10년), NDF(11년)

홍콩

HKEx

IRS/NDF(12년)

자료 : 한국거래소

1)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2010)
2)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2012)
3) 金融商品取引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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