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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미국 CDS Market의 변화*

뉴욕
연준이 발간한 「The LONG AND SHORT OF IT: THE POST-CRISIS CORPORATE
CDS MARKET」(Economic Policy Review / June 2020)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명이 높았던 Credit Default Swap(CDS) 시장은
2018.6월 현재 명목상 가치가 8조달러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OTC 파
생금융상품시장에 해당(BIS 2018)
o 세계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CDS시
장의 취약성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된 대규모 규제변화는 데이터
수집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
o 본고에서는 CDS시장의 개요 , CDS시장의 발전과 금융위기 이후 CDS시
장의 특징에 대해 살펴봄
1. CDS시장의 개요
□ CDS는 자산 포트폴리오나 기초자산의 신용사건(credit events) 이 발생할 경
우 신용보장 매도자가 약정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하는 신용보장 제공을
대가로 신용보장 매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의 양자간 합의
□

*

*

ㅇ

파산, 채무불이행, 지급불이행, 교차채무불이행 등

이때 기초자산은 단일 준거자산(single-name CDS), 포트폴리오 준거자산
(CDS index), 준거자산의 특정트렌치(tranche CDS)로 구성

(Single-Name CDS Contracts)

신용보장 매입자에게 기업, 국가 혹은 지방정부와 같은 단일 발행자의
신용사건에 대한 신용보장을 발행하는 계약으로 준거자산은 통상 선순
위무담보채권(senior unsecured bonds)임
ㅇ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에서 준거자산, 이행의무,
계약만기, 명목원금, 신용사건 등 계약 조건을 명시한 기본계약서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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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전의 CDS계약은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물 결제를 필요로
하여 신용보장 매입자는 채권의 액면금액을 받고 대신 준거 발행자가
발행한 최저인도비용채권(cheapest-to-deliver bonds)을 인도했어야 함
ㅇ 그러나 CDS시장의 급성장으로 CDS잔액이 인도가능채권잔액을 초월하
면서 현금결제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채무불이행된 준거
CDS의 공정가격을 정하는 경매메카니즘이 도입
― 경매메카니즘은 모든 CDS거래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채권거
래를 줄이도록 신용보장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순 매입/매도 CDS포지
션을 청산

□ 2005

(CDS Index Contracts)

는 single-name CDS들의 포트폴리오로서 신용보장 매입자는
준거 포트폴리오 구성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을 보상받는 대신 신용보
장 매도자에게 분기수수료를 지급
ㅇ single-name CD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신용보장 매
도자는 경매에서 결정된 회수금액 그대로를 지불
ㅇ CDS Index가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떠안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채
권시장이나 single-name CDS시장보다 bid-ask 스프레드가 좁게 형성되
는 등 유동성이 더 높음
― 북미시장(투자등급, 하이일드)과 신흥시장 sub-index로 구성된 Markit
CDX indexes, 유럽, 호주, 일본과 일본제외 아시아 각각의 sub-index
로 구성된 IIC iTraxx indexes가 가장 대표적인 CDS Index
― 2018년 Markit CDX와 iTraxx indexes 일일 거래량은 평균 380억달러로
총 명목상 금액은 5.6조달러, 순 명목상 잔액은 9,060억달러에 달함
□ 북미 투자등급 CDS index(CDX.NA.IG index), 북미 하이일드 CDS index
(CDX.NA.HY index), 유럽 iTraxx(iTraxx Europe) 등이 대표적인 CDS index
ㅇ CDX.NA.IG index는 125개 북미 투자등급회사로 구성되며 2018년 현재
130억달러의 평균 거래량과 226건의 일평균 거래를 실시
□ CD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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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인덱스로 소비재, 에너지, 금융, 산업재, 통신, 기술 등 부문별
서브 인덱스와 변동성이 높은 기업을 준거하는 CDX.NA.IG.HVOL
sub-index 등으로 구성
ㅇ 반면 CDX.NA.HY index는 100개 북미 하이일드등급회사로 구성되며 62
억달러의 평균 거래량과 276건의 일평균 거래를 실시
― 서브 인덱스는 CDX.NA.HY.B와 CDX.NA.HY.BB로 구성
ㅇ iTraxx Europe index는 125개 유럽 투자등급회사로 구성되며 서브 인덱
스로는 비금융, 금융 선순위, 금융 후순위로 구성된 세부문 서브 인텍
스와 30개의 비금융기업으로 구성된 HiVol index를 포함
□ 새로운 index series가 확장된 만기와 업데이트된 구성물로 변경되어 매
년 3월과 9월 2차례 도입
ㅇ 동 series가 지표물 (on-the-run series)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매번 새로운 지
표물이 추가될 때 평균적으로 CDX.NA.IG는 4%, CDX.NA.HY는 7%의
구성물이 변동
―

(Index Tranche CDS Contracts)

는 손실분포의 특정부분에 대한 신용사건 발생시 신
용보장 매입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
ㅇ 신용보장 매입자가 attachment point(minimum level of loss) 0%, detachment
(maximum level of loss) 5%인 Tranche를 매입했다면 동 Index에서 발생하는
0%~5% 구간의 손실에 대해서는 신용보장 매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됨
ㅇ 신용사건 발생 이후에는 감소된 명목금액상 tranche에 대한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남은 인덱스들에 대한 새로운 detachment point가 정해짐
□ <그림1>은 index를 구성하는 single-name contracts와 tranche contracts
간의 관계를 100개의 북미 하이일드 준거기업으로 구성된 CDX.NA.HY
index를 이용하여 예시
ㅇ 동 index는 자본금(최초 10% 손실 흡수), junior mezzanine(10~15% 손실 흡수),
senior mezzanine(15~25% 손실 흡수), junior senior(25~35% 손실 흡수), super
senior(35~100% 손실 흡수) tranche로 구성
□ Index Tranche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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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Single-Name CDS계약, Index 계약과 Index Tranches간 관계

자료: 뉴욕 연준

준거 포트폴리오 index의 명목금액이 10백만달러인 자본금 tranche에 대
한 신용보장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index의 구성 기업1(동일한 비중 가
정)의 채무불이행이 35%의 부도시 손실률(loss-given-default, LGD)을 가지고
발생한다면 신용보장 매도자로부터의 지불은 다음과 같음
ㅇ 지불액 = (명목금액 × LGD × 비중) / tranche 규모

□

= ($10,000,000 × 0.35 × 0.01) / 0.1 = $350,000

ㅇ

자본금 tranche는 35%의 LGD를 반영하여 명목금액의 9.65%가 자본금
tranche에 남게 되며, 이때 여타 tranche의 원금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생길 경우 완충역할을 할 자본금이 축소

(Index Options)

혹은 credit default swaptions)은 options 매입자에게 장래

□ Index default options(
CDS

의 특정일에 계약을 체결할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신용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이자율옵션과 유사한 구조
ㅇ CDS index options은 payer option과 receiver option으로 구분
ㅇ payer option은 option 소유자가 쿠폰을 지불하고 만기시 특정 옵션행사 스
프레드 수준에 기초 인덱스에 대한 신용보장을 매입하는 권리 (European put)
ㅇ receiver option은 option 소유자가 쿠폰을 받고 만기시 특정 옵션행사 스프
레드 수준에 기초 인덱스에 대한 신용보장을 매도하는 권리 (European call)
□ 옵션 만기일 이전에 인덱스를 구성하는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
우 payer option 매입자(혹은 receiver option 매도자)는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신용사건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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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은 인덱스 스프레드가 옵션행사 스프레드 아래에 있는 경
우에도 행사될 수 있음
ㅇ CDS index option의 총 수익은 두가지 요소로 (1) 만기시 스프레드 수
준과 옵션행사 스프레드간 차이에 따른 수익과 (2) 채무불이행 손실로
부터의 수익으로 구성
2. CDS 시장의 발전
□ CDS시장은 1990년대초부터 존재했지만 계약의 구조와 거래기법은 2007
~09년 금융위기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ㅇ <그림2>는 업계주도 혹은 감독기관주도로 이루어진 미 CDS시장의 주요
변화를 연표에 표시
ㅇ payer option
payer option

<그림2>

시기별 CDS시장의 주요변화

주: ISDA는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SEF는 Swap Execution Facilities
자료: 뉴욕 연준

업계주도 변화)
□ 금융위기 이후 업계주도로 거래의 표준화와 대체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
는 ISDA의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수정을 진행
ㅇ 운영상 비효율 및 적체에 대응하여 2009.4월과 7월에 불필요한 상쇄거
래를 제거하고 집중화된(centralized)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빅뱅
(big-bang)프로토콜과 스몰뱅 (small-bang)프로토콜을 각각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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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은 (1) 신용사건 후 회수율을 결정하는 경매메카니즘 (2) 신용사건
또는 승계사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위원회 (3) 효과적인 보장기
간을 결정하는 복기(looking back)기간 (4) 미주 단일기업 CDS 고정쿠폰
(100bp 혹은 500bp)과 거래시점의 선지급금 등 네가지 주요 변화를 포함
ㅇ 빅뱅프로토콜은 북미기업 CDS계약의 신용사건에서 구조조정을 제거하였
으나, 유럽기업 CDS계약에서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표준 거래에 포함
ㅇ 스몰뱅은 유럽기업 CDS와 서부유럽국 CDS에 고정쿠폰 (25, 100, 500,
1000bp)을 도입하는 유사한 변화를 적용
ㅇ 이러한 단일기업 CDS의 표준화 노력은 표준화된 corporate CDS
indexes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도움
□ 금융위기시 드러난 2003년 ISDA의 결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계약변화를
2014.9월부터 시행
ㅇ ISDA 2014의 주요 변화로는 (1)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신용사건 (2) 은행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시 인도품목 (3) 신용사건시
의무 이행성에 대한 추가적 설명 등을 포함
(감독기관주도 변화 )
□ 도드 -플랭크 감독개혁은 OTC 신용파생의 복잡한 구조와 연결된 기관
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CDS시장을 개편
ㅇ 도드-플랭크법 제7장은 CDS를 포함하여 OTC swap시장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하고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제공
― 동 법은 시장참가자들의 등록요건, 특정 계약의 중앙 청산의무, OTC
파생거래에 대한 SDR(swap data repositories)앞 보고의무 등을 포함
□ 도드-프랭크법은 swap 계약에 대한 감독권한을 CFTC와 SEC으로 나누
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CFTC는 SEC가 관장하는 단일증권에 기초
한 swap을 제외한 swap에 대한 주된 감독기관이 됨
ㅇ 다만 원자재요소를 가지는 증권에 기초한 swap의 경우에는 혼합 swap
으로서 CFTC와 SEC이 공동으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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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후 CFTC는 swap 거래와 index CDS 가격에 대한 보고
를 의무화함
□ 도드 -프랭크법은 CFTC와 SEC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swap거래에
대해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규제
ㅇ CDS 계약의 각 상대방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 리스크에 직면
ㅇ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장 매도자는 계약기간동안 쿠폰수입
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으며, 신용보장 매입자는 동시채무불이행과
거래명목금액 전체(회수율 제로를 가정할 경우)를 상실할 가능성
― CCP가 모든 신용보장 매도자의 판매자가 되고 모든 신용보장 매입자의
매도자가 되어 시장참가자들의 유일한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
□ 통상 장외파생거래의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해 거래상대방의 규모나 신
용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담보만을 부과하는 반면 CCP는 장내거래
에 대해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담보와 증거금(margin)을 요구
ㅇ 증거금은 개시(initial) 및 변동(variation) 증거금으로 구성되는데, 개시증거
금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일중 변동증거금 납부 실패에 대
한 보상이, 변동증거금은 거래의 일별 시가평가에 대한 보상이 목적
ㅇ 일부 single-name CDS와 CDS indexes는 도드-플랭크법 시행전부터 자발
적 장내거래를 선택했으며, CDS index 시장의 감독기관으로서 CFTC는
2013년 대부분의 index 거래에 대한 CCP청산을 단계별 필수사항으로 요
구
□ 2013.8월 표준화된 swap거래는 SEFs(swap execution facilities)를 통해서
만 거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모든 CDS index 거래도 SEFs를 통해 거래
ㅇ 2016.9월과 2017.3월에 각각 미국 및 여타국의 장외 swap포지션에 대한
개시증거금이 의무화되면서 양자간 거래에 대한 딜러와 고객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시장참가자들의 장내거래의 유인이 확대
ㅇ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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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
□ CDS시장의 분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DTCC(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는 전체 표준화된 신용파생계약의 98%정도를 포괄하는 것으
로 추정
ㅇ DTCC는 TIW(Trade Information Warehouse)를 통해 CDS 거래량과 거래
내역에 대한 주간 통계를 발표
― 2008.11월부터 동 통계에는 참가자별, 상품별, 만기별, 가격조건별, 통
화별 미결제 총명목 잔액을 포함
ㅇ DTCC는 글로벌 감독기관들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가질 수 있
도록 거래 자료 및 포지션 자료를 제공
□ 본고에서는 DTCC가 관리하고 있는 CDS거래에 대한 감독용 포지션자료
를 활용
3.

*

*

본고에서 사용된 감독용 포지션자료는 DTCC TIW에 의해 포착되는 총 시장거래내
역에 비해 각각 단일준거기관의 경우 70%, index 상품의 경우 58%, index tranche
상품의 경우 91%, 세 상품 전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60%를 포괄

감독자로서 연준은 적어도 한쪽 거래상대방이 감독대상 기관이거나 준
거기관이 감독대상인 경우 모든 포지션과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어
매주 미결제 CDS포지션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음
ㅇ 동 자료는 기존은 물론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준거기관 신용리스크 형
태, swap의 만기, 거래자의 위치, 신용파생 종류 등 특성 분석이 가능
ㅇ

금융위기 이후 CDS시장의 특징
□ (거래상대방별 포지션 ) 역사적으로 딜러가 index CDS시장의 신용보장 매
도자 역할을 해왔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는 순 신용보장 매입자로 전환
ㅇ 이에 반해 딜러는 single-name시장에서의 신용보장 매도자, index
tranche와 index options시장에서의 신용보장 매입자로서의 역사적 역할
을 지속적으로 수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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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시장참가자별 월평균 순 명목 포지션

자료: DTCC, DTCC’s Trade Information Warehouse(TIW)

거래상품별 포지션) index 계약중 가장 널리 보급된 파생상품으로 index
이 index tranches를 대체
ㅇ 역사적으로 기관들이 CDS index의 특정 범위 혹은 tranche 손실에 대
한 리스크 익스포저를 위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
― 그러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시장의 쇠퇴와 index options시
장의 도입으로 기관들의 전체 index option 포지션에 변화

□(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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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시장참가자별 월평균 총 포지션

자료: DTCC, DTCC’s Trade Information Warehouse(TIW)

만기별 포지션) CDS 시장에 대한 리스크 포지션 만기는 시간에 걸쳐
축소되어 최근 수년간은 index CDS의 경우 거의 5년만기 상품만 거래
ㅇ 금융위기 이후 전체 CDS의 총 명목 익스포져 뿐만 아니라 익스포져의
듀레이션도 축소

□ (

<

그림5>

거래시 만기별 월평균 총 포지션 및 CDS 포지션 추이

자료: DTCC, DTCC’s Trade Information Warehouse(T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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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여부별 포지션) 금융위기 이후 single-name CDS 시장의 총명목
미결제잔액 축소는 대부분 CCP를 통한 자발적 청산이 어려운 단일기관
계약에서 발생
ㅇ 따라서 2013.3월 CCP이용 의무화에 따라 CCP청산 적격거래로 이동했
던 Index 계약과 달리 향후 미국 single-name CDS시장은 CCP이용 의
무화 규정 도입이 없어도 CCP청산 적격거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CP

<

그림6>

CCP

적격여부에 따른 월평균 순 명목 포지션

자료: DTCC, DTCC’s Trade Information Warehouse(T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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