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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learing counterparty)의 의무화가 결정됐다. 한국에도 2014년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가 출범했다. 본 논문에서는 

CCP의 위험완충 장치 중 시장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공동기금에 대해 알아본다.  현행 공동기금 산출방식 및 분담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모형을 도입하여 새로운 공동기금을 

산출하고자 한다. Ghamami(2015)의 단일기간 손실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수를 추정하고 

원화이자율스왑의 익스포저를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해 손실모형의 ES(Expected Shortfall)을 도출하고 

위험기여도 측정법인 Euler allocation의 수치적 해를 구하여 

회원별 공동기금을 분담한다.  

 

주요어 : CCP, 공동기금, Exposure, Extremal dependence model, 

Euler allocation, Montecarlo simulation 

학   번 : 2014-20634 

 

 



 
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 2 

 

제 2 장 한국거래소의 리스크완충장치 .................................. 4 

제 1 절 리스크 완충장치........................................................... 4 

제 2 절 개시증거금, 변동증거금 ................................................ 5 

제 3 절 공동기금 ................................................................... 10 

제 4 절 현행 공동기금의 문제점 .............................................. 11 

 

제 3 장 단일기간 손실모형 ................................................  13 

제 1 절 Loss model .............................................................. 13 

제 2 절 Exposure ................................................................. 15 

제 3 절 Credit Degradation Indicator ..................................... 20 

제 4 절 Simulation ................................................................ 23 

 

제 4 장 결 과 ...................................................................  25 

제 1 절 회원별 익스포저......................................................... 25 

제 2 절 Credit Degradation simulation ................................... 26 

 

제 5 장 결 론 ...................................................................  32 

 

참고문헌 .............................................................................. 35 

 



 
iii 

표 목차 

 

[표 1] 국내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별 잔액현황 .......................... 6 

[표 2] 원화이자율스왑 만기별 증거금률 .................................... 8 

[표 3] 만기별 차감효과 상관계수 ............................................. 8 

[표 4] 한국거래소 CCP 참여회원 개시증거금 (원화IRS) ............. 9 

[표 5] 3번 회원 잔여 만기별 원화이자율스왑 명목금액 ............. 19 

[표 6] 금융기관의 연간 신용등급 전이행렬 .............................. 21 

[표 7] 참여회원 신용등급 현황 .............................................. 21 

[표 8] 참여회원 익스포저 𝑪𝒊 ................................................. 26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거래소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 5 

[그림 2] 3번 회원의 PFE, EPE, ENE ................................. 19 

[그림 3] 신뢰수준별 한국거래소 대비 공동기금 총액 비율 ........ 27 

[그림 4] 신뢰수준별 공동기금 히스토그램 ............................... 28 

[그림 5] 𝑬[𝒀𝒊 | 𝑳 ≥ 𝑽𝒂𝑹𝜶(𝑳)] ................................................. 30 

[그림 6] 공동기금 분담비율 ................................................ 31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는 세계적 규모의 보험회사나 

투자은행도 부도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금융기관들 사이의 양자간 거래는 한 회사가 거래 상대방 위험에 

처했을 시 이 위험을 또 다른 금융기관에 전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위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도의 

연쇄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앙청산소(CCP: 

Central Clearling counterparty)에서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규제로 자리잡았다. Duffie and Zhu(2011)의 연구를 보면 CCP의 

이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형태를 수많은 양자간 거래에서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처리하는 형태로 전환해 주는 것에 있는데, 

양자간 거래의 차감 효과보다 CCP의 전체적인 차감효과가 더 크다.  

이것은 CCP가 회원의 담보부담을 경감 시켜준다는 결과로써 

CCP의 실효성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이미 한국에서도 원화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의 

CCP 거래청산이 의무화 되었다. 때문에 CCP의 구조적 특성에서 

오는 효과와 더불어 CCP가 지속적으로 거래 상대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관리제도가 필요하다. 그 중 익스포저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금 제도이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장외파생상품의 예상 손실 규모 및 변동가치에 따라 개시증거금, 

변동증거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증거금 수준 이상의 결제 불이행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결제적립금, 공동기금을 



 
2 

적립해 CCP 회원들이 그 손실을 함께 분담하도록 한다.  모든 

거래의 거래상대방 역할을 CCP에서 전담하는 중앙청산방식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중앙에 밀집되기 때문에 CCP의 신용위험 관리 

실패는 곧 시스템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CCP는 회원들의 예상 

손실액과 예상치 못한 손실수준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증거금과 공동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들로 하여금 담보 및 유동자산 

확보에 대한 부담을 주어 장외파생상품 거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Lin and Surti(2013)의 연구와 같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개시증거금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정수준의 위험대비 기금을 산출하는 것이 

CCP의 효과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각 회원의 익스포저에 따라 책정되는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 외에 회원들의 공동위험분담 개념인 

공동기금의 산출 및 분담방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증거금과 

공동기금은 산출되는 방식과 용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공동기금을 계산한 뒤 각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증거금과는 차별화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국가별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의 산출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증거금 및 공동기금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증거금은 한 회원의 

익스포저에 따라 산출 되며 이 증거금은 그 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 시에만 사용된다. 반면, 공동기금은 극단적인 시장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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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결제 불이행에 대하여 

증거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CCP의 모든 회원이 일정 부분 분담하여 

납부한다. 증거금을 초과하는 결제불이행 발생 시에도 해당 회원의 

공동기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여분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의 공동기금도 사용된다. Lin and Surti(2013)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에게 적용되는 

분배비율이 증거금의 비율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실에 착안하여 대규모 손실의 

공동부담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참여 회원의 위험 기여도에 따라 

설정된 공동기금 대안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대안모형을 사용하여 공동기금을 산출하고 기존의 모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 할 것이다. Ghamami(2015)는 CCP의 전반적인 

위험완충제도에 대해 모형기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공동기금의 산출과 분담방식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을 도입했다.  본 논문에서는 Ghamami(2015)의 

모형을 토대로 실제 한국거래소의 공동기금을 산출 할 수 있도록 

모형을 발전시켰다. 2장에서는 현재한국거래소에서 시행중인 

위험완충제도의 산출방식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Ghamami(2015)의 모형 중 공동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실제 한국거래소의 공동기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했던 가정과 

모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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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국거래소의 리스크 완충장치 

 

 

제 1 절 리스크 완충장치 

 

장외파생상품의 차감방식이 양자간 차감방식에서 CCP가 

중앙에서 청산을 담당하는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감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는 감소한다. 

반면에 각 거래주체가 지니고 있었던 거래상대방위험이 CCP에 

모두 집중되기 때문에 CCP의 부도는 곧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위기상황에서도 중앙청산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험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험완충 

장치는 크게 증거금과 공동기금으로 나뉘며 증거금은 다시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공동기금에는 참여회원들의 

공동기금과 한국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이 포함된다.  

증거금은 어느 참여회원의 부도나 결제불이행시 발생하는 

한국거래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시장위험 

상황에서는 여러 참여회원이 동시에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CCP의 부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모든 

회원으로부터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어느 회원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먼저 해당회원으로부터 걷어 두었던 증거금과 

공동기금이 사용된다. 이 금액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결제적립금(250억)이 사용되고 이후 모든 

회원으로부터 적립한 공동기금이 사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리스크 완충장치를 결제이행재원이라 한다. 결제이행재원의 

사용순서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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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거래소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출처: 2014 KRX 청산결제리포트를 재구성 

 

제 2 절 개시증거금, 변동증거금 

 

파생상품은 거래를 체결하는 순간부터 미래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한다. 파생상품 가격변동에 따라 상대방은 손실을 입고 자신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본래의 이득을 얻지 못 할 위험이 존재한다. 

개시증거금은 이렇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거래 체결 시 

미리 예치해 두는 보증금이다. [표 1]에서 보듯이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는 장외 파생상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원화이자율스왑이다.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이란 

약속된 만기 동안 명목금액에 대해 주기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3개월 

주기로 스왑이 이루어지며 변동금리는 3개월 CD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스왑체결시 결정되는 고정금리는 스왑금리로 불리며 

초기시점에서 변동금리 지급과 고정금리지급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이자율이다. 어떤 회원이 고정금리지급 포지션으로 CCP와 

계약을 했다면 CCP는 그 회원에 대해 변동금리지급 포지션이 된다.    

결제불이행회원 증거금, 공동기금 

CCP 결제적립금 (250억원) 

정상회원 공동기금 

CCP 결제적립금 (250억원) 

추가손실분담금 (공동기금과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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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별 잔액현황 

(단위: 십억 원, %) 

 2012년 2013년 2014년 

통화 2,011,402 29.7% 2,025,273 29.7% 2,388,373 32.3% 

이자율 4,645,157 68.5% 4,648,880 68.2% 4,825,291 65.2% 

(원화 IRS) 4,428,506 65.3% 4,496,519 65.9% 4,672,072 63.1% 

주식 74,647 1.1% 82,532 1.2% 108,055 1.5% 

신용 42,128 0.6% 53,940 0.8% 71,297 1.0% 

기타 8,370 0.1% 10,079 0.1% 10,637 0.1% 

합계 6,781,704 100.0% 6,820,705 100.0% 7,403,653 100.0% 

 

출처: 금융감독원, ‘14년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통계표’ 

 

본 연구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원화이자율스왑을 기준으로 위험평가 및 증거금, 공동기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원이 고정금리 지급 포지션으로 CCP와 

원화이자율스왑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초기시점에 예상했던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이 회원이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값보다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값이 커지게 되므로 

스왑(고정금리지급 기준)의 가치는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반대로 

변동금리가 예상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 스왑의 가치는 0보다 작게 

된다. 그러나 스왑의 가치가 0보다 크게 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개시증거금(IM: Initial 

Margin)과 변동증거금(VM: Variation Margin)을 적립하여 

거래상대방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스왑의 

만기에 따라 개시증거금률을 산정하여 명목금액 대비 적립해야 할 

개시증거금을 계산한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증거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증거금계산기에 

포함된 만기별 증거금률은 [표 2]와 같다.  

증거금을 계산할 때 현재 보유하고 중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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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이자율스왑과의 차감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명목금액 

20억원에 잔여만기가 3개월인 스왑을 고정금리 지급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회원이 추가로 명목금액 10억원에 

동일잔여만기 스왑에   고정금리 수취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 회원이 보유한 스왑의 총 가치는 명목금액 10억원, 

잔여만기 3개월에 고정금리 지급포지션을 취한 것과 같다. 이러한 

차감효과를 감안하면 개시증거금은 총 명목금액 30억원이 아닌 

유효한 명목금액 10억원에 개시증거금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다르더라도 잔여만기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정도의 차감효과를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잔여만기가 동일한 스왑거래 간의 차감효과를 100%로 보고 만기가 

다른 스왑들의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차감효과를 나타낸 것이 [표 

3]과 같다. 만기별 증거금률과 마찬가지로 만기별 상관계수 역시 

증거금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포지션이 다른 스왑거래들의 

차감효과까지 적용한 개시증거금률을 구할 수 있다.  

변동증거금은 매일 변하는 스왑의 가치를 일일정산하여 적립하는 

위험완충 장치이다. 선물시장의 시가평가와 동일하게 보유한 

파생상품의 가치가 어제보다 하락했다면 하락한 금액만큼을 

변동증거금으로써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변동증거금은 하루 동안의 

가치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시증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다. CCP 참여회원 𝑖 의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은 𝐼𝑀𝑖 로 

표기하며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은 𝑉𝑀𝑖 로 표기했다.  

 

 𝐼𝑀𝑖 = 𝑆𝑤𝑎𝑝 𝑛𝑜𝑡𝑖𝑜𝑛𝑎𝑙𝑖 × 𝑖𝑛𝑖𝑡𝑎𝑖𝑎𝑙 𝑚𝑎𝑟𝑔𝑖𝑛 𝑟𝑎𝑡𝑒 (1) 

 𝑉𝑀𝑖 = 𝑆𝑤𝑎𝑝 𝑣𝑎𝑙𝑢𝑒𝑡−1 − 𝑆𝑤𝑎𝑝 𝑣𝑎𝑙𝑢𝑒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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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화이자율스왑 만기별 증거금률 

 (단위: 년, %) 

 

출처: 한국거래소 증거금계산기 

 

[표 3] 만기별 차감효과 상관계수 

(단위: 년, %) 

만기 0.25 0.5 0.75 1 1.5 2 3 4 5 6 7 8 9 10 

0.25               

0.5   87.78 77.03 69.4 60.42 51.57 44.73 40.1 38.45 35.93 34.75 33.53 32.09 

0.75    95.58 88.99 79.51 68.97 60.96 55.16 52.62 49.58 47.78 45.91 43.87 

1     95.95 88.18 78.19 69.85 63.58 60.53 57.39 55.4 53.32 51.03 

1.5      97.28 90.54 83.41 77.37 74.26 71 68.9 66.62 64.08 

2       96.35 90.7 85.26 82.26 79.11 77.05 74.73 72.12 

3        97.82 94.11 91.93 89.4 87.55 85.53 83.11 

4         98.69 97.4 95.65 94.17 92.58 90.58 

5          99.52 98.55 97.46 96.28 94.74 

6           99.41 98.73 97.89 96.62 

7            99.63 99.18 98.35 

8             99.73 99.12 

9              99.62 

10               

 

출처: 한국거래소 증거금계산기 

  

0.25 0.5 0.75 1 1.5 2 3 4 5 6 7 8 9 10 

0.01 0.08 0.2 0.33 0.5 0.72 1.08 1.48 1.82 2.13 2.42 2.66 2.9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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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6 월 30 일 기준 각 회원의 잔여만기별 명목금액 

데이터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데이터의 증거금을 

한국거래소 증거금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한국거래소 CCP 참여회원 개시증거금 (원화 IRS) 

(단위: 원)  

 

  

회원 개시증거금 회원 개시증거금 

1 7,859,386,400 27 3,056,708,508 

2 11,097,146,920 28 13,430,613,258 

3 2,529,975,100 29 1,137,658,684 

4 14,803,776,100 30 13,697,887,530 

5 5,375,614,260 31 16,401,000,404 

6 24,801,475,708 32 72,732,984,892 

7 356,150,000 33 15,500,970,090 

8 8,825,706,148 34 34,069,961,940 

9 14,713,392,734 35 50,000,000 

10 13,473,726,924 36 4,313,666,236 

11 2,971,913,200 37 12,190,174,976 

12 903,533,880 38 182,000,000 

13 1,326,793,000 39 3,526,240,100 

14 17,336,643,602 40 6,753,980,720 

15 9,127,982,800 41 2,617,560,978 

16 770,000,000 42 25,084,934,532 

17 100,000,000 43 717,628,600 

18 23,052,121,660 44 569,000,000 

19 21,706,400 45 6,096,664,286 

20 19,049,956,872 46 5,958,321,800 

21 2,129,061,520 47 8,820,698,706 

22 1,644,392,000 48 16,164,230,852 

23 19,581,124,828 49 187,293,000 

24 652,609,600 50 6,083,533,460 

25 6,125,591,130 51 3,469,154,580 

26 2,691,294,796 52 1,729,5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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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동기금 

 

 공동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여러 회원이 동시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된다. 

공동기금의 총액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실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상위 2개 회원에 대한 손실액의 합으로 결정된다. 산출된 

공동기금을 각 회원이 지닌 위험수준에 따라 부담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시증거금의 비율에 따라 공동기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공동기금(default fund) 총액은 𝐷𝐹 , 회원 𝑖의 공동기금은 

𝐷𝐹𝑖로 표기한다. 

 

 𝐷𝐹𝑖 = 𝐷𝐹 ×
𝐼𝑀𝑖

∑ 𝐼𝑀𝑖
𝑛
𝑖=1

 (3) 

 

 한국거래소에서는 식 (4)와 같은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공동기금을 부과한다. 

  

 

𝐷𝐹𝑖 =  기본적립금+ 변동적립금
𝑖
 

기본적립금 = 1억원 
(4) 

 변동적립금
𝑖

=  변동적립금 총액× 
회원 i 직전 1년간 일평균 증거금

직년 1년간 일평균 증거금 합계액
 (5) 

 

공동기금은 해당 회원의 부도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의 부도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증거금은 개별 회원의 위험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반면 공동기금은 중앙청산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목적이 있다. 시스템 위험을 참여회원 모두가 공동기금을 

통해 방지하는 만큼 각 회원이 위험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부담비율을 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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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현행 공동기금의 문제점 

 

Ghamami(2015)는 현재 공동기금의 산출방식과 그것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분담방식에 대하여 세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현행 산출 방식이 CCP에 참여하는 회원이 소수이며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회원별로 다양할 때 적합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동기금은 위험상황에서 가장 손실이 큰 회원 2개의 손실금을 

합하여 책정된다. 그러나 시장위험상황에서는 2개 보다 더 많은 

회원이 부도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 가능성은 CCP의 

참여회원이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다수의 회원이 존재하는 

중앙청산시스템에서는 손실규모를 2개사로 한정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중앙청산소 참여 

회원은 55개 사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참여회원들이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대부분 원화이자율스왑이다. 다수의 회원이 존재하며 

취급하는 파생상품이 유사하므로 현행 공동기금 산출법은 

위험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는 각 회원의 신용등급과 회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거금과 공동기금은 회원의 부도 및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책정된다. 회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기대되는 

부도확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원마다 기대되는 손실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부도확률은 누락되어있다. 마찬가지로 회원의 부도 

상관관계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CCP에 참여하는 회원은 주로 

증권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다. 즉 회원들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가치와 회원의 부도확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원의 부도확률과 함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로 공동기금의 분담방식이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공동기금의 총액을 산정하여 CCP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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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총액을 일정 

비율 부담하는 회원들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분담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CCP에서 개시증거금과 

공동기금 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개시증거금은 신용등급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확률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거론한 두 가지 

문제점은 공동기금의 총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마지막은 분담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들을 보완 할 수 있는 모형 기반의 공동기금 산출방법 및 

분담방식을 제안 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대안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거래소에 구현하기 위해 가정한 몇 가지 변수들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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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일기간 손실모형 

 

 

제 1 절 Loss model  

 

본 장에서는 Ghamami(2015)에서 제안된 전반적인 CCP risk 

buffer 모형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공동기금 책정방식과 분담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CCP를 회원이라는 개별 자산이 모인 포트폴리오로 

가정했다. 현행 공동기금의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P손실을 회원의 손실규모 벡터와 회원의 부도 지시함수(default 

indicator)벡터의 곱으로 나타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별 부도 지시함수에 신용등급과 상관관계를 고려한 변수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Euler allocation을 사용한 분담비율을 

산출함으로써 분담방식의 공정성을 재고했다. CCP의 손실은 각 

회원으로부터 도출된 익스포저(Exposure) 𝐶𝑖와 부도 지시함수 𝑌𝑖의 

곱의 합으로 나타낸다. 𝑌𝑖 는 부도가 났을 경우 1,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함수이다. 따라서 CCP의 전체 

손실규모 𝐿 은 부도 회사의 손실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𝐿 =  ∑ 𝐶𝑖

𝑛

𝑖=1

𝑌𝑖 (6) 

 

𝑌𝑖  는 단일기간 동안 회원 𝑖 가 부도에 빠질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익스포저 𝐶𝑖 에 대해서는 본 장 2절, 지시함수 𝑌𝑖 에 

대해서는 본 장 3절에서 설명한다. 

식 (6)에 의하면 CCP의 손실규모 𝐿은 각 회원의 𝑌𝑖에 따라 최소 

0부터 최대 ∑ 𝐶𝑖
𝑛
𝑖=1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다수 회원의 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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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확률변수가 추출되어 많은 𝑌𝑖 가 1의 값을 가질수록 

손실규모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신뢰수준을 가정하여 공동기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신뢰구간에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VaR(Value at Risk)와 ES(Expected Shortfall)가 

있다. VaR 신뢰수준 α에서 잃을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한다. 

ES는 신뢰수준 α 를 초과하는 손실규모의 기대값을 의미한다. 

신뢰수준 α에서 VaR와 ES로 정의한 공동기금(𝐷𝐹)은 각각 식 (7), 

식 (8) 이다. 본 논문에서는 ES로 공동기금을 정의하고 식 (8)을 

사용했다.  

 

 𝐷𝐹 ≡ 𝑉𝑎𝑅𝛼(𝐿) = 𝑖𝑛𝑓{𝑙 ∈ ℝ | 𝑃𝑟𝑜𝑏(𝐿 > 𝑙) ≤ 1 − 𝛼} (7) 

 𝐷𝐹 ≡ 𝐸𝑆𝛼(𝐿) = 𝐸[𝐿 ∈ ℝ | 𝐿 ≥ 𝑉𝑎𝑅𝛼(𝐿)] (8) 

 

Tasche(1999)에 의하면 VaR는 해석하기가 용이하지만 

coherent risk measure의 조건 중 sub-additivity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Expected shortfall 은 coherent risk measure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손실에 대한 기대값을 구한다. VaR에 비해 

안정적인 측정값을 나타내고 VaR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 VaR의 경우 시장 위기 상황을 𝐿 =

𝑉𝑎𝑅𝛼(𝐿) 하나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𝑌𝑖의 조건부 기대값을 도출하기 

힘들다. 반면에 ES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𝑌𝑖의 수치 해법(numerical 

solution)을 찾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ES를 손실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새로운 단일기간 손실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신뢰수준별로 가변적인 

공동기금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CCP 참여회원의 수와 

관계없이 손실이 가장 큰 2개 회원만을 CCP의 손실규모로 

가정하는 현행 공동기금 산출방식을 보완했다. 공동기금의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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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난 뒤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 회원의 공동기금 

분담비율이다. 공동기금은 시장의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원이 시장위기 상황에 CCP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위험기여도를 평가하여 공동기금 

분담비율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Tasche(1999)에 의하면 

Euller allocation은 Tasche(1999)가 정의한 suitable 

performance measure에 부합하는 유일한 위험기여도 평가 

방식이다. Tasche(1999)는 VaR와 ES에 대한 Euller allocation를 

유도하였다. 이것을 CCP의 손실모형에 적용하여 각 회원이 ES로 

정의한 공동기금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면 식 (9) 와 같다. 

 

  𝐷𝐹𝑖 ≡ 𝐶𝑖𝐸[𝑌𝑖  | 𝐿 ≥ 𝑉𝑎𝑅𝛼(𝐿)] (9) 

 

식 (10)을 통해 각 회원의 공동기금을 더하면 공동기금 총액인 

𝐸𝑆𝛼(𝐿)와 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𝐷𝐹𝑖

𝑛

𝑖=1

= ∑ 𝐶𝑖𝐸[𝑌𝑖  | 𝐿 ≥ 𝑉𝑎𝑅𝛼(𝐿)]

𝑛

𝑖=1

= 𝐸[𝐿| 𝐿 ≥ 𝑉𝑎𝑅𝛼(𝐿)] = 𝐸𝑆𝛼(𝐿) 

= 𝐷𝐹 

(10) 

 

 

제 2 절 Exposure 

  

 본 절에서는 단일기간 손실모형에 따라 손실규모와 위험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익스포저(𝐶𝑖 )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한국거래소 중앙청산소에 등록된 55개의 참여회원 

중 원화이자율스왑에 포지션을 보유한 회원은 52개 이다. 만기별 

명목금액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아 만기별 차감효과를 적용한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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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저를 계산했다. 익스포저란 회원이 보유한 파생상품이 위험에 노

출된 정도를 뜻한다. 여기서 위험이란 거래상대방 위험이다. 따라서 

익스포저는 파생상품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예상 손실금이 아닌 거

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발생

하는 손실금이다. 어떤 회원이 보유한 원화이자율스왑의 가치가 상

승할수록 더욱 많은 금액이 거래상대방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

것을 중앙청산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회원이 보유한 파생상품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중앙청산소가 보유한 반대 포지션의 가치는 상

승하고 중앙청산소의 익스포저는 커진다. 

 예를 들어 회원 𝑖가 잔여만기 3개월 명목금액 10억원의 원화이자

율스왑에 고정금리지급 포지션을 보유했다면, CCP의 익스포저 𝐶𝑖는 

CCP가 동일만기 동일 명목금액에 고정금리 수취 포지션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회원 i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중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의 합산금액은 회수가 가능하므로 

CCP 단일기간 손실모형에서 𝐶𝑖는 일반적으로 계산한 익스포저에서 

증거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용한다. 𝐼𝑀𝑖과 𝑉𝑀𝑖은 2장 2절의 정의와 

같다.  

 

 𝐶𝑖 = 𝐸𝑥𝑝𝑜𝑠𝑢𝑟𝑒𝑖 − (𝐼𝑀𝑖+𝑉𝑀𝑖) (11) 

 

일일 가치변동(𝑉𝑀𝑖)은 개시증거금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본 논문

에서는 식 (12)를 사용했다.  

 

  𝐶𝑖 = 𝐸𝑥𝑝𝑜𝑠𝑢𝑟𝑒𝑖 − 𝐼𝑀𝑖 (12) 

 

회원별 개시증거금은 앞서 계산한 결과를 사용했다. 𝐸𝑥𝑝𝑜𝑠𝑢𝑟𝑒𝑖를 

계산하기 위해 Numerix를 사용했으며 원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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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저를 구할 수 있다. Numerix는 복잡한 파생상품 혹은 구조화 

상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엑셀기반의 프로그램이다. 원화이자

율스왑의 익스포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자율곡선의 경로를 

생성해야 한다. 이자율 곡선을 생성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Hull 

White one factor model를 설정했다. Hull White one factor model 

은 이자율의 변화량을 단기이자율이 장기이자율에 수렴하는 mean-

reverting term과 변동성에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곱

한 random variable term의 합으로 나타낸다. Hull White one 

factor model의 정의는 식 (13)과 같으며 Ito’s lemma를 사용해 식 

(14)를 얻을 수 있다. 

 

 𝑑𝑟(𝑡) = (𝜇(𝑡) − 𝜆 ∙ 𝑟(𝑡))𝑑𝑡 + 𝜎 ∙ 𝑑𝑊(𝑡) (13) 

 

𝑟(𝑡) = 𝑟0𝑒𝜆𝑡 +
1

𝜆
𝜇(𝑡) − 𝜇(0)𝑒−𝜆𝑡 + 𝜎 ∫ 𝑒−𝜆(𝑡−𝑢)𝑑𝑊(𝑢)

𝑡

0

 (14) 

 

여기서 𝜇(𝑡)는 장기이자율, 𝑟(𝑡)는 단기 이자율을 나타낸다. 𝜆는 

단기이자율이 장기 이자율에 수렴하는 수렴계수이다. 𝑊(𝑡)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변동성𝜎(𝑡)  는 Numerix를 이용해 20년만기까

지 Swaption 데이터를 통해 내재변동성을 추정했다. 이자율 곡선이 

Hull White one factor model에 따르는 stochastic process라 가정

하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한 확률변수 𝑊(𝑡)의 값에 따라 다양

한 이자율 곡선이 생성될 수 있다. 하나의 이자율 곡선은 하나의 변

동금리(선도이자율) 경로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하

는 원화이자율스왑의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다. 고정이자 지급 채권

과 변동이자 지급 채권을 이용한 스왑의 가치계산은 Hull(2012)의 

valuation of interest rate swaps를 참고했다. Heller and Vause 

(2012)에서 사용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계산식을 토대로 식 (1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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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𝑉𝑖,𝑡+ℎ(𝑥𝑖𝑡(𝑀𝑖)) =
1

𝑘
∑ 𝑓𝑟𝑡+ℎ (

𝑚

𝑘
) 𝑒

−𝑟𝑡+ℎ(
𝑚
𝑘

)
𝑚
𝑘

𝑘×(𝑀𝑖−ℎ)

𝑚=1

−
𝑥𝑖𝑡(𝑀𝑖)

𝑘
∑ 𝑒

−𝑟𝑡+ℎ(
𝑚
𝑘

)
𝑚
𝑘

𝑓×(𝑀𝑖−ℎ)

𝑚=1

 

(15) 

 

식 (15)의 𝑉𝑖,𝑡+ℎ(𝑥𝑖𝑡(𝑀𝑖))는 𝑡시점에 회원 𝑖와 계약이 체결된 잔존

만기 𝑀𝑖의 고정금리 지급포지션의 𝑡 + ℎ 시점 가치이다. 스왑은 1년

에 𝑘  번 일어나며 (한국의 경우 4번) 𝑘 × (𝑀𝑖 − ℎ)  만큼의 스왑이 

남아있는 상태다. 고정금리는 𝑥𝑖𝑡(𝑀𝑖)이다. 무위험 이자율을 𝑟𝑡+ℎ (
𝑚

𝑘
) 

라 했을 때, 
𝑚

𝑘
 시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율은 𝑒

−𝑟𝑡+ℎ(
𝑚

𝑘
)
이다. 지급받

는 변동금리는 𝑡 +
𝑚−1

𝑘
 시점부터 𝑡 +

𝑚

𝑘
까지의 선도이자율 𝑓𝑟𝑡+ℎ (

𝑚

𝑘
)

이다. 지급받는 변동금리의 총액을 𝑡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고 지급하

는 고정금리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고정금리 지급자의 스왑가치를 

알 수 있다. 이자율곡선 경로마다 현재시점 스왑의 가치가 달라지므

로 그에 따른 익스포저를 설정할 수 있다. 

익스포저의 종류에는 PFE(Potential Future Exposure), 

EPE(Expected Positive Exposure), ENE(Expected Negative 

Exposure)가 있다. PFE는 생성한 모든 이자율 경로에서 도출한 익

스포저에서 상위 α% 익스포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

의 이자율곡선 경로를 생성하고 그 중 10번째(상위 1%) 익스포저

를 PFE로 설정했다. EPE는 생성된 1000개의 경로 중 양의 익스포

저의 평균이며 ENE는 생성된 1000개의 경로 중 음의 익스포저의 

평균이다. [그림 2]는 3번 회원이 보유한 스왑거래에 대한 익스포저

를 2014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까지 1년 단위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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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결과다. [표 5]는 3번회원의 잔여만기별 명목금액이다. 회원이 

고정금리 지급인 경우 양수 고정금리 수취인 경우 음수로 표기했다.  

 

[표 5] 3번 회원 잔여 만기별 원화이자율스왑 명목금액 

(단위: 년, 백억 원) 

잔여만기 0.5 0.75 1 1.5 2 3 4 5 6 7 8 9 10 

명목금액 -13 -7.6 -15 20.4 50.4 -6.8 -7.3 -0.3 0 -3.4 1.7 0 -7.9 

 

출처: 한국거래소 제공 
 

  

[그림 2] 3번 회원의 PFE, EPE, ENE 
 

[그림 2]의 세 가지 Exposure 중 개시증거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PFE 가 유일했다. 개시증거금을 초과하는 손실규모를 설정함과 

동시에 큰 규모의 손실을 설정하기위해 10 년 만기 의 최대값을 

익스포저로 정의했다. 즉, 회원 𝑖의 익스포저는 식 (16)과 같이 

PFE 의 최대값에서 개시증거금을 제한 금액이다. 모든 회원에 대한 

익스포저는 4 장에 첨부했다. 
 

 𝐶𝑖 = 𝐸𝑥𝑝𝑜𝑠𝑢𝑟𝑒𝑖 − 𝐼𝑀𝑖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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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redit Degradation Indicator 

 

 2절에서 CCP의 손실모형 중 𝐶𝑖 에 해당하는 값을 설명하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52개 회원의 익스포저를 계산했다. 본 절에서는 

지시함수인 𝑌𝑖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설명한다.  

 

 𝑌𝑖 = 1{𝑋𝑖 < 𝑥𝑖}  (17) 

 

회원 𝑖의 지시함수 𝑌𝑖  는 식 (18)의 확률변수 𝑋𝑖  가 임계치 𝑥𝑖 

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1이 된다. 즉 적절한 임계치 𝑥𝑖를 설정하여 

회원 𝑖가 어느 경우에 부도 혹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tch의 2015년 연간 보고서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등급 전이행렬을 재구성하였다. [표 6]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전세계 금융기관의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연간 신용등급 전이행렬이다. 연간 신용등급 

전이행렬에서 첫 번째 열은 현재의 신용등급을 나타낸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일 년 후의 신용등급을 나타낸다. 행렬의 각 성분은 일년 

후 전이될 신용등급에 대한 확률을 의미한다. 52개의 회원사 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은 A 이다. 참여회원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역사적 

데이터만 가지고 참여회원의 부도확률을 계산했을 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가 오히려 더 자주 부도가 발생했을 수 있다. 가령 데이터 

수집기간 중 AA+등급인 회사수가 적어 모두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AA+ 등급의 역사적 부도확률은 0이 된다. [표 6]에서 보듯이 

AAA등급의 부도확률이 0.15%인 반면 AA등급의 부도확률은 0.08% 

에 불과하다. 신용등급은 회원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시뮬레이션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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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일수록 임계치 𝑥𝑖 를 작 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redit 

degradation을 연간 신용등급이 3단계이상 강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확률에 해당하는 t분포의 역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임계치 𝑥𝑖로 설정했다.  

 

[표 6] 금융기관의 연간 신용등급 전이행렬 

 (단위: %) 

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D* 합계** 

AAA 87.06 3.38 1.32 0.15 0.15     0.15 0.45 

AA+ 0.77 75.86 11.88 4.21 0.38 0.19     0.57 

AA 0.08 2.86 72.87 11.76 3.84 0.45 0.15 0.08  0.08 0.76 

AA- 0.08 0.04 3.05 80.66 8.41 2.15 0.49 0.15 0.19 0.12 0.95 

A+  0.1 0.43 5.19 76.8 8.25 1.28 0.62 0.36 0.1 1.08 

A 0.03  0.31 0.95 6.49 77.27 7.57 1.04 0.74 0.45 1.19 

A-   0.14 0.25 1.12 6.88 74 8.03 1.69 2.34 2.34 

 

출처: Fitch, 2015 Form NRSRO Annual Certification 

*: BBB- 이하부터 부도까지 전이확률 합을 의미한다. 

**: 합계는 신용등급의 3단계 하락부터 부도까지 전이확률 합을 의미한다. 

 

[표 7] 참여회원 신용등급 현황 

등급 AAA AA+ AA AA- A+ A 없음 계 

회원 수 16 3 4 4 9 2 14 52 

 

출처: 한국거래소 제공 

 

52개의 회원 중 외은지점의 경우 한국지사에 따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의 거의 대부분이 AAA이며 외은지점인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외은지점의 신용등급은 모두 AA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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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했다.  Credit degradation을 통해 임계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임계치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신용등급이 

고려한 공동기금 분담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확률변수 𝑋𝑖 에 대한 모형이 필요하다. Bassamboo(2008)의 

extremal dependence model은 식 (18)이다. 

 

 𝑋𝑖 =
𝑎𝑍 + √1 − 𝑎2𝜉𝑖

𝜆
,  𝑖 = 1, … , 𝑛 (18) 

 

확률변수 𝑍는 모든 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공통요인이며, 

𝜉𝑖는 회원 𝑖의 고유요인이다. 분자가 음수인 경우 확률변수 λ가 0에 

가까워지면 회원의 고유요인 𝜉𝑖 과 관계없이 𝑋𝑖 가 매우 작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즉 λ 가 작으면 동시에 많은 수의 𝑋𝑖 가 임계치 

𝑥𝑖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만들고 CCP의 총 손실규모를 크게 한다. 

그러므로 시장위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회사가 

부도 하는 현상을 잘 반영한다. 𝑎는 공통요인에 영향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사와 은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두 업계에 대해 계수  𝑎 를 추정했다.  Factor 

model의 경우 요인에 대한 계수를 상관계수로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통요인 𝑍를 KOSPI지수의 일일 로그 수익률로 

가정하고 2010년 6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KOSPI, 

증권섹터, 은행섹터 일일 로그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도출했다. 

증권섹터의 상관계수와 은행섹터의 상관계수는 각각 𝑎 = 0.7369,

𝑎 = 0.5758이다. 금융시장의 두꺼운 꼬리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t 

분포를 사용했다. 평균과 거리가 먼 확률변수의 확률이 

정규분포보다 높다고 하여 이러한 확률분포를 두꺼운 꼬리를 

가졌다고 표현한다. Ghamami(2015)의 제안대로 𝑋𝑖를 t 분포로부터 

추출하여 두꺼운 꼬리 성질을 부여했다.  확률변수 𝑍 와 𝜉𝑖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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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표준정규분포로부터 발생시킨다. 𝜆의 값을 Chi-squared 

분포의 제곱근으로 설정하면 𝑋𝑖의 분포는 t 분포를 따른다. t 분포는 

자유도가 1일 때 가장 두꺼운 꼬리를 가지므로 𝜆의 자유도를 1로 

설정했다. 

 𝑍, 𝜉𝑖~𝑁(0,1), λ~√𝜒1
2 (19) 

 

 공통요인에 대한 계수를 시장과 증권사 및 시장과 은행의 

상관계수로 추정하여 회원간의 상관관계가 고려 되었다. 또한 모든 

𝑋𝑖가 𝜆라는 확률변수를 공유하므로 시장위험 상황에서 여러 회원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다. 

 

제 4 절 Simulation  

 

 본 장에서 CCP의 새로운 손실모형을 Ghamami(2015)가 제안한 

모형을 따라 정의했다. 단일기간 손실모형을 한국거래소에 적용하기 

위해 𝑋𝑖 의 임계치를 credit degradation으로 설정하고 모수를 

추정하여 모형을 구체화했다. 한국거래소 증거금계산기를 사용해 

회원별 개시증거금을 산출했다. 본 논문에서는 상위 1% 수준의 

PFE를 구하여 회원별 익스포저를 계산했다. 본 절에서는 𝑌𝑖 를 

결정지어 CCP의 손실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많은 경우의 손실을 발생시켜 

유의수준별 공동기금 총액을 산출한 뒤, 각 회원이 분담해야 할 

공동기금은 수치적 방법으로 Euler allocation의 기대값을 구하여 

결정한다.  

시뮬레이션 한 번의 시행을 통해 52개의 회원이 각각 일년 안에 

credit degradation을 겪을지 결정한다. 공통요인 𝑍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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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규분포로부터 한 번 발생 시킨다. 마찬가지로 회원간 

의존도를 높이는 λ 는 chi-square로부터 발생시킨 확률변수의 

제곱근으로 한 번 구하여 모든 𝑋𝑖 에 대입한다. 𝜉𝑖 를 

표준정규분포로부터 52개 발생시켜 고유요인을 결정한다. 증권사의 

경우 𝑎 = 0.7369 , 은행의 경우 𝑎 = 0.5758 를 대입하면 52개의 

𝑋𝑖 값을 알 수 있다. 회원별 신용등급에 따라 Credit degradation 

임계치 𝑥𝑖 를 지정한다. 최종적으로 𝑋𝑖 가 𝑥𝑖  보다 작은 경우 𝑌𝑖  는 

1이 되어 𝑖의 익스포저는 CCP의 손실에 더해진다. 신용등급 AAA 

회원의 경우 credit degradation 확률이 0.45%로 작다. 회원이 

52개인 경우 모든 지시함수가 가지는 경우의 수는 252가지로 매우 

많다. 충분히 많은 경우를 포함한 ES를 측정하기 위해 위의 시행을 

10만 번 반복한다. 신뢰수준 α 에서 공동기금을 측정한다면 

𝑉𝑎𝑅𝛼 이상의 손실은 100000 × (1 − α) 번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뢰수준 99%에서 𝑉𝑎𝑅99이상의 손실은 1000번 발생한다. 1000개 

손실의 산술평균이 CCP 공동기금 총액이 된다. 상위 손실 

1000개의 시행에 대해서 𝑌𝑖  조건부 평균을 구하면 아래의 Euler 

allocation 에 대한 수치적 해답을 구할 수 있다.   

 

 𝐷𝐹𝑖 ≡ 𝐶𝑖𝐸[𝑌𝑖  | 𝐿 ≥ 𝑉𝑎𝑅𝛼(𝐿)] (20) 

 

회원 𝑖의 공동기금 분담비율은 𝐷𝐹𝑖/𝐷𝐹 이 된다. 

10만번의 단일기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CCP의 공동기금과 회원별 

분담비율까지 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더 안정적인 결과값을 

얻기 위해 위의 과정을 다시 100번 반복하여 공동기금의 평균과 

회원별 분담금액의 평균을 얻었다. 지금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장에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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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과 

 

 

제 1 절 Exposure 

 

[표 8] 은 참여회원의 𝐶𝑖를 3 장 2 절의 방법대로 구한 결과이다.  

모든 회원에 대해서 만기별 명목금액을 구한 뒤 Hull White one 

factor model 을 통해 이자율 곡선을 발생했다. 그 후, 각 

시뮬레이션 마다 만기별 차감효과를 적용한 익스포저를 계산했다. 

최종적으로 식 (16)의 정의에 따라 PFE 의 최대값에서 

개시증거금을 뺀 금액을 각 참여회원의 𝐶𝑖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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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참여회원별 익스포저 𝐶𝑖 

 (단위: 원) 

회원 익스포저 회원 익스포저 

1 8,576,316,522 27  12,431,611,606  

2 7,597,144,010 28  5,336,908,224  

3 10,871,561,510 29  6,894,812,404  

4 23,476,352,083 30  33,765,794,483  

5 10,740,646,091 31  86,486,851,912  

6 19,681,120,132 32  102,925,699,600  

7 2,044,129,814 33  69,186,425,286  

8 4,873,496,513 34  36,073,731,569  

9 42,436,123,731 35  33,045,232  

10 23,012,076,099 36  4,323,316,917  

11 1,446,704,043 37  46,777,756,421  

12 3,190,236,242 38  335,489,123  

13 406,412,809 39  2,283,535,426  

14 11,293,120,676 40  42,537,326,130  

15 11,831,389,067 41  783,042,582  

16 691,969,183 42  14,307,969,427  

17 38,493,945 43  499,264,580  

18 51,236,140,167 44  213,869,225  

19 5,992,389 45  16,939,674,869  

20 52,335,880,471 46  8,156,181,828  

21 1,644,925,727 47  15,528,460,116  

22 2,170,665,201 48  27,194,186,135  

23 14,390,484,940 49  247,419,199  

24 508,460,017 50  20,446,264,727  

25 5,913,690,430 51  3,274,796,174  

26 5,084,393,443 52  869,651,911  

 

 

제 2 절 Credit Degradation Simulation  

 

 2014년 6월30일 기준 국내 CCP의 공동기금은 회원으로부터 

적립하는 공동기금 필요액(약 893억)+ CCP 결제적립금 (250억) 

= 1143억 이다. 유의수준을 달리하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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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의 신뢰수준에서 현행 공동기금의 0.9512배에 해당하는 

가장 유사한 공동기금이 측정됐다. [그림 3]은 신뢰수준별 

한국거래소 대비 공동기금 총액 비율을 나타낸다. Credit 

degradation 임계치가 실제 부도확률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동기금 측정 방법이 위험에 더 보수적이다. 

현행 공동기금 산출방법과 단순히 비교한다면, 현행 공동기금은 

3~3.4%의 확률로 추가 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림 3] 신뢰수준별 한국거래소 대비 공동기금 총액 비율 

 

[그림 4]는 Credit degradation 을 기준으로 임계치를 설정하고 시

행한 단일기간 손실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각 신뢰수준 마다 

ES를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100번 반복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

다. 신뢰 수준을 달리함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단위가 십억에서 천억

까지 크게 바뀐다.96.5%와 96.6%의 신뢰수준에서 히스토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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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된 모습을 보인다. 이유는 회원들의 익스포저로 조합할 수  

 

[그림 4] 신뢰수준별 공동기금 히스토그램 

 

있는 손실규모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익스포저는  

500만원부터 최대 천억 원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신뢰수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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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기금에는 익스포저가 작은 회원들의 손실만 포함되어 공동

기금의 총액도 작다. 하지만 백억원 이상의 익스포저를 가진 회원들 

이 다수 손실이 발생하면 CCP전체의 손실규모도 급증한다. 따라서 

96.5% 신뢰수준 이상부터 익스포저가 큰 회원들도 Credit 

degradation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Credit degradation의 

조건부 기대값 𝐸[𝑌𝑖 | 𝐿 ≥ 𝑉𝑎𝑅𝛼(𝐿)]을 보여준다. 신뢰수준을 높였을 

경우 모든 회원의 위험상황시 부도가능성이 증가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원일수록 그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은 

Euler allocation을 통해 분담한 각 회원의 공동기금 분담비율 𝐷𝐹𝑖/

𝐷𝐹  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림 모두 5가지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회원부터 차례대로 나열했다. 

일부 회원에서는 현행 공동기금 분담비율과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산출한 공동기금의 분담비율이 차이를 보인다. 익스포저가 

가장 큰 32번 회원의 경우 현행 개시증거금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큰 분담비율을 가졌다. 그러나 높은 신용등급이 

고려되어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credit degradation이 생기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분담비율이 낮아졌다. 반대로 

10번 회원과 20번 회원의 경우 현행 공동기금 분담비율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10번 회원과 20번 회원의 익스포저가 크며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credit degradation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신용등급과 익스포저가 고려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현행 방법과는 차별화된 공동기금 비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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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신뢰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위험 상황에서 credit 

degradation의 기대값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 

수준을 높아질수록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credit degradation의 

기대값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 수준에 따라 

공동기금의 분담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수준을 높이더라도 회원별 지시함수의 조건부 기대값, 

즉 시장위험 상황에서 credit degradation의 기대값 차이는 최대 

3배 이내이다. 그러나 회원별 익스포저의 차이는 수십배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지시함수 기대값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CCP 손실규모 즉 공동기금은 회원별 credit dgredation 지시함수 

벡터와 익스포저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익스포저는 공동기금의 총액 뿐만아니라 지시함수 기대값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거래소의 공동기금 분담비율과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몇몇 회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익스포저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첫번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손실모형에서 공동기금을 산출할때 

익스포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증거금과 익스포저를 구하는 방식의 차이 이다. 증거금은 

고정값인 증거금률에 따라 산출했지만 익스포저는 특정 확률과정에 

따라 만기별 이자율곡선을 생성하여 산출했다. 두 방식의 차이가 

회원간 두 측정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었을 수 있다. 세번째 

이유는 회원별 순수 Exposure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시증거금을 

상회하는 Exposure를 얻기 위해 PFE의 최대값을 채택한 것이다. 

개시증거금이 이미 EPE나 낮은 신뢰수준의 PFE 보다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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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Exposure를 사용해야 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의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선 회원별 임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Credit degradation을 

새롭게 도입해 역사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증가하는 임계치를 설정했다. 참여회원의 위험상황시 부도 기대값은 

위험기여도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기대값은 CCP 

공동기금 설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이를 

통해 공동기금 총액을 산출하며 Euller allocation으로 분담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당한 임계치를 설정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 4절에서 밝힌 현행 공동기금의 문제점 세가지를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국내 CCP에 적용하여 회원별 공동기금을 

구했다. 하지만 이 대안모형이 기존의 모형보다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손실모형을 이용하면 

신뢰수준에 따른 공동기금이 산출된다. 그러므로 현행 공동기금을 

비교분석 할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손실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면서 증거금을 상회하는 익스포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보다 낮은 증거금 수준을 가정하고 다른 익스포저 측정법을 

사용하는 등 본 모형에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국내 

CCP 상황에서는 이미 회원별 명목금액의 차이가 심해서 

신용등급으로 인한 공동기금 분담액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CP의 참여회원 수, 회원별 명목금액, 신용등급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CP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립하면서도 회원의 담보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자간 차감시스템의 효용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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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CCP에 적용 가능한 증거금 및 

공동기금 산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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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KRX CCP 

default fund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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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08 global crisis, necessity of management to OTC 

derivatives was noticed. Therefore, establishing Central Clearing 

Counterparty as mandatory was ruled at 2009- G20 summit. In 

this paper, we researched about default fund, one of the CCP’s 

risk buffers prepared for the market stress. We analyze current 

calculation and assignment problems of default fund. Moreover, 

we apply alternative method to calculate improved default fund. 

To develop one-period loss model Ghamami(2015), we estimate 

parameters which are proper to Korean CCP and compute 

Korean-won IRS exposure. Finally, through Montecarlo 

simulation, we measure the expected shortfall of the model and 

assign default fund to each CCP members by Euler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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