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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파생결합증권(ELS · DLS)는 한국경제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기초자산시장과 독립적인 파생결합증권의 급격한 성장은 국내 금융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고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가지는 헤지운용 손실위험에 대해 분
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금융전반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행이 제공하는 금융안정지수를 이용해 금융안정 정도를 측정한 결과, 파생결합증권(ELS)의 발행잔
액 변화가 전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KOSPI지수,
VKOSPI지수, 금리, 물가, 환율 등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본고는 파
생결합증권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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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초부터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면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등 파생결합증권으로 대변되는 금융혁신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ELS는
2003년 최초 발행 이후 매월 13조원 이상이 발행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발행잔액기준으로 71
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지수 이외의 지수 또는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도 월평균 5조
원 이상이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잔액기준 31조원 가량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의 시장규모는 100
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결합증권으로 대표되는 금융의 혁신이 금융기관의 위험 및 금
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엄영호·지현준(2007), 엄영호(2015),
윤선중(2014), 강병진(2016) 등 몇몇 연구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가격적정성 및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자의 효용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 졌으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금융
기관의 위험 구조 및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의 사례에
서도 Breuer and Perst(2007), Branger and Breuer(2008), Henderson and Pearson(2011) 등의 연구들
이 구조화상품의 발행가격 적정성 및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이 금융기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
한되어 있다. 다만,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Brunnermeier and Pedersen(2009),
Lee(2014) 등이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복잡한 금융혁신(RP 거래 및 신용파생상품 등)이 위
기를 증폭시켰다는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내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해
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혁신이 대부분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탄생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파
생결합증권이 소비자 대상 판매상품(retail products)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사례를 국
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대변되는 소비자 대상 금융혁신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국내에
서 발행된 ELS는 대부분 이색옵션이 포함된 Step-Down-Auto-Call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
격산정뿐만 아니라 헤지과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손익구조의 불연속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배리어
및 디지털 옵션이 내재된 결과 비연속점에서 델타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ELS 헤지에 흔
히 사용되는 델타헤지 방법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2010년 이후 시장변동성의 하락으로
인해 ELS는 2개 이상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는데, 발행시 예상한 기초자산의 상관계수
와 달리 기초자산이 변동할 때 불완전헤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관계수는 거래가능자산이
아니므로, 상관관계에 대한 헤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ELS 발행잔액의 절대다수를 차지
하는 해외지수(홍콩 H지수, 유로스톡스지수 등)의 기초자산 거래시차로 인하여 특정지수(A지수)의
가격변화에 따른 기타지수(B지수)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헤지의 불확실
성이 증폭된다. 넷째, 해외지수의 포지션에 내재된 위험은 외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위험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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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동적 환위험관리가 필요하지만, 기초지수와 환율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환위험관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헤지의 불확실성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잠재적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이후 많은 증권회사들이 이로부터 큰 손실을 기록하
기도 하였다. 증권회사의 잠재적 손실 위험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가 보고한 바와 같이, 최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ㆍ부채 상호연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자칫 증권회사의 잠재위험은 전체 금융시
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ELS의 발행량, 발행잔고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이 월별로 발표하는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Index; FSI)로 측정하
였으며, ELS의 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OSPI지수, VKOSPI지수, 금리, 물가, 환율 등의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를 통제변수로 활용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LS 발행잔액의 변화는 금융안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ELS 규모의 측도로 월별 발
행액과 발행잔액의 변화를 사용한 결과 월별발행액이 아닌 발행잔액의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ELS가 3년만기로 발행되기는 하지만, 약 81%의 ELS가 12개월 안
에 조기상환 된 바, 발행액이 아닌 발행잔액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LS 발행잔액 변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부분은 KOSPI 지수의 변화에 따른 ELS의 발
행에서 오는 간접적 영향력이었다. 즉, 주가가 상승하면 ELS의 조기상환으로 발행잔액이 감소하고
금융안정이 상승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KOSPI지수, VKOSPI지수, 무위험이자율, 회사채이
자율 등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한 후에도 ELS의 영향력
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성장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금융안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
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에서 발행되는 ELS는 상품의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획
일화되어 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구조화 상품은 손실 발생시 소비자보호의 문
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헤지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금융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한 구조의 획일성은 금융회사의 상품간 헤지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구조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엄격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품구조(원금손실 가능성)에 따른 판매채널의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품을 발행한 금융회사의 헤지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000년
대 중반 발행한 ELS 관련 시세조종분쟁사례는 헤지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LS는 대부분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 즉 델타를 활용한 헤지를 수행하는데, 헤지과정에서 기초자
산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기초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발행되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량을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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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 발행한 ELS의 헤지운용사는 2015년과 2016년을
거쳐 상당한 헤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여 ELS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향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여 ELS 투자자에게 낮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ELS 관련 불완전판매 분쟁
등에 의한 평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권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적정한 시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금융안정 측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제 3장에서는 국내 구조화상품 시장의 현황 및 ELS 상품이 가지는 잠재위험(손
실)의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안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5장에서는 4장의 결과를 해석하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를 정리한다.

2. 구조화상품과 금융안정에 대한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금융안정 정도를 대변하는 지
수에 대해 설명한다. 시스템위험의 측정에 활용되는 국내외 연구를 소개하고 본고에서 사용할 지
수의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1 구조화상품에 대한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구조화 상품의 특성과 투자자의 행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구조화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구조화상품의 가격평가에 대해 집중되었다. Burth et al.(2001)
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275개 구조화상품의 발행가격과 기초자산을 이용한 복제비용을 비교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조화상품의 발행가격은 발행회사에게 유리하도록 고평가되
어 있었으며, 쿠폰을 지급하는 상품과 지급하지 않는 상품 사이의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쿠폰을 지급하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 고평가(mispricing)정도가 더욱 크게
관찰되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투자자들이 채권과 같은 상품을 선호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
인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이 발행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Wilkens et al.(2003)은 Reverse Convertible과 Discount certificate와 같은 구조화상품의 가격과
이의 복제비용을 독일금융시장에서 비교해보았다. 1 구조화상품의 발행가는 복제비용에 비해 항상
크게 관찰되었다. Stimeonov and Wilkens(2005), Entrop et al.(2014)는 독일금융시장에서 주가연계

1

독일에서도 국내에서 발행된 ELS와 유사한 구조의 구조화상품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그 비중은 여전히

낮으며, 대부분의 구조화 상품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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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상품의 종가와 옵션가격평가모형의 이론가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상품에서 발행가가 이
론가를 초과하는 프리미엄이 관찰되었다. 발행시장에서 모든 종류의 구조화 상품에서 발행회사는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음을 보였다. 과대평가는 기초자산,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도 밝혀냈다. 더 복잡한 상품일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배리어옵션과 같은
이색옵션(exotic option)이 포함된 경우 더 큰 프리미엄을 부과하였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의 경우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과대평가 정도가 점점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everseexchangeable securities(RES)에 대한 Benet et al.(2006)의 연구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공
정가산출을 위해 RES를 복제한 후 이를 실제가격과 비교한 결과, 발행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형성
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는 투자자가 변동성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enderson and Peason(2011)은 2001년 6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모건스탠리에서 발행한 64개
SPARQS(Stock Participation Accreting Redemption Quarterly-pay Securities) 주식구조화상품의 가격
및 기대수익률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구조화상품의 매수자는 음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여, 발행가격이 과대평가되어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음의 초과수익률
은 8% 이상이었으며,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기대수익률의 평균이 0보다 작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미국시장에서 구조화상품이 세금, 유동성 및 다른 혜택이 없다면, 정보거래자가 구매하는 것을 설
명할 수 없었다. 또한 Szymanowska, Horst, and Veld(2008)은 네덜란드의 구조화상품 시장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 밖에도 Gabaix and Laibson(2006)은 상품을 복잡하게 구조화시킴으로써
균형상태에서

비정보거래자의

부를 감소시켜

자신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으며,

Carlin(2009)은 복잡하게 구조화시키는 과정이 정보를 가진 투자자의 참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화상품은 전세계에 걸쳐 널리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전되어 왔다. Shefrin and Statman(1993)은 처음으로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평가할 때, 차익거래이론과 행동재무론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 이들은 투자자들이 프레임
(frame)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커버드콜 포지션의 일부 특성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
진 대안에 비해 선호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Breuer and Perst (2007)은 Discount Reverse
Convertible(DRC)와 Reverse Convertible bonds(RCB)에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헤도닉 프레미
잉(hedonic framing)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이성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 하였다(DRC와
RCB는 모두 zero coupon bond에 put option 매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기대수익률을 완만하게 예측하고 변동성을 낮게 예측하기 때문에 과대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Dobeli and Vanini(2010)은 설문과 대상실험을 활용하여 구조화상품에 대한 소

2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다소 비싼 가격에 팔아 위험을 안정적으로 피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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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투자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제 발행된 구조화상품은 설문에서 제기된 상품과 유사하
였다. 설문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행동재무학에서 소개되는 비이성적 행태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
며, 기대효용(expected utility)과 일관되지 않음을 보였다. 이들은 프레이밍 효과에 집중하고 특히
구조화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간이설명서를 이용해 여성과 비전문 거래자에 대한 판매비중을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Ofir and Wiener(2012)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구조화상품의 특성
과 투자자의 비이성적 특성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각 구조화상품이 투자자의 어떠한 행태적 편
의(Loss aversion, mental accounting 등)에 의존하여 설계되었는지 설명하였다.
구조화상품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구조화상품의 고평가는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지현준
외2인(2014)의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시장과 유사하게 이론가 대비 약 5% 가량의 고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유원석, 최영민(2014) 등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강병진(2016)
은 기대효용이론, 누적전망이론, 안전우선이론 하에서 국내에서 발행된 ELS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에 포함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 경우 안전전망이론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ELS가 최적포트폴리
오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

2.2 금융안정 측도에 대한 연구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각 국의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
형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구조화상품의 발행 및 운용이 금융안정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도
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의 수준을 측정하는 측도로 최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이다. 시스템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Acharya et al.(2010)은
시스템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 중 각 금융기관의 귀책금액(Systemic expected shortfall)
으로 파악하였고, Brownlees and Engle(2011)은 시스템위험이 레버리지 정도와 한계기대부족액
(Marginal Expected Shortfall; 이하 MES)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MES를 근거로 시스템리스크
를 산출하였다. Huang et al.(2011)은 금융위기에 대비해 설정된 보험프리미엄(Distress Insurance
Premium; DIP)을 시스템리스크 측도로 활용하였으며, Arnold et al.(2012)는 전체 시스템리스크에 대
한 각 금융기관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위험을 측정하였다. 한편 Adrian and
Brunnermeier(2011)이 주장한 CoVAR는 금융기관들이 한계상황에서 추정되는 금융시스템의 VaR
를 시스템리스크로 측정하였다.
국내 금융산업의 시스템위험 측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

3

엄영호(2015)는 ELS의 위험대비 투자성과를 2007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실현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석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해외 연구와 달리 ELS가 높은 위험대비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였다. 다만, 이러
한 결과가 우연히 국내 ELS의 구조에 호의적인 가격변화에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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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은행은 2012년 거시위험요인, 은행손익, 도산전염, 자금조달유동성전염 등 총 6개 모듈로
이루어진 평가모형, SAMP(Systemic Risk Model for Macroprodential Policy)를 개발하였다. SAMP는
개별 금융기관의 취약성 파악 및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반영된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능
하게 하며 시간 차원과 횡단면척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를 모두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이준서,
정호성, 2014).
SAMP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이효과 등을 고려한 시스템위험의 측정을 목
적으로 한다면,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Index; FSI)는 우리나라 거시건정성의 수준을 판단하
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따라서 FSI는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변
환하여 만든 것으로 금융불균형 축적에 기인한 시스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전이효과 등 금융충격에 따른 2차 이상의 충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차
이가 있다. FSI는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20개 지표 4 를 선정하고 지표를 표준화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FSI는 0~100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100에 가까울수록 금융불안정성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후 20개의 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산출하는 방법은 등분산가중평균(equal variance
weighted average)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4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은행이 개발한 이상의 지수 중 FSI를 이용
해 구조화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3. 구조화상품의 현황과 ELS 헤지운용의 잠재위험
본 장에서는 ELS로 대변되는 구조화상품의 현황 및 발전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국내 ELS 상품
이 가지는 잠재적 손실 위험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서 ELS의 잠재적 손실위험이 발현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ELS의 손실이 실현될 경우 좁게는 발행증권사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넓게는 금
융시스템의 상호연계로 인하여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3.1 구조화 상품시장의 현황
국내 구조화상품의 성장은 파생결합증권에 의해 주도되었다. ELS는 2003년 최초 발행 이후,
2016년 6월 현재 71조의 발행잔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DLS는 2005년 최초 발행 이후 27조원의
발행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두 상품의 발행잔액 합계는 100조원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

4

은행(연체율 등), 주식•외환•채권시장(주가 및 환율 변동성, 금리스프레드 등), 대외거래 및 대외지급(경상수

지, CDS프리미엄 등), 실물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가계•기업의 경제상황(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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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말 22.3조원에서 2016년 98조원으로 3.5배 이상 확대되었다.
파생결합증권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2007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금융
위기로 인하여 일부 상품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장규모가 한때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관련 제도의 정비 이후 다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2015년 홍콩 H지수 등의
하락으로 발행량이 소폭 둔화되기도 하였다. 파생결합증권은 초기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보
장형과 원금손실이 가능한 원금비보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발행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
금보장상품의 발행규모가 컸으나 점차 원금비보장 상품의 발행규모가 상승하여 2016년 현재 ELS
는 발행금액의 79.8%, DLS는 49.7%가 원금비보장상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금비보장
ELS는 대부분 Step-Down Auto-Call 상품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일반채권에 배리어풋옵션 매도
와 디지털콜옵션 매수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연도

ELS 규모 (조원)

DLS 규모 (조원)

2010

16.9

5.4

2011

30.5

8.4

2012

37.3

14.3

2013

39.9

23.3

2014

56.8

27.3

2015

67.0

31.4

2016.6

71.9

27.5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표 2> ELS·DLS 상품 유형별 발행 비중
ELS
항목(단위)

원금보장형 (%)

DLS
원금비보장형 (%)

항목(단위)

원금보장형 (%)

원금비보장형(%)

국내지수형

11.6

3.1

상품연계

1.2

5.0

국내종목형

7.4

0.7

금리연계

41.4

2.5

해외지수형

1.0

74.9

신용연계

0.0

26.5

해외종목형

0.0

0.7

기타

7.7

15.7

혼합형

0.2

0.4
출처: 금융투자협회

3.2 ELS 헤지운용의 잠재 위험
8

파생결합증권이란 파생상품이 내재된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증권의 가치
도 변동한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사전에 약속된 조건의 수익을 상환시점에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가치변동을 헤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이러한 가치변동을 헤지
하는 방식은 백투백(Back-to-back) 헤지와 자체헤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백투백 헤지란 파생결합증
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상대방(주로 외국계 금융회사)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
자산 가격변동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이며, 자체헤지는 발행증권사가 ELS의 민
감도에 따라 직접 채권, 예금, 주식, 장외파생상품 등을 매매함으로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체헤지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헤지의 성과에 따라 손익이 미래에 결정된다. 원가가 판매단계 이
전에 확정되고, 판매가 이루어 질 때 손익이 확정되는 제조업과 달리 헤지운용이 이루어지는 구
조화상품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최종 손익이 투자자에게 지불된 후에야 손익이 확정
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헤지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당한 수준의
잠재적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 증권회사가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ELS 자체헤지의 포지션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상위 5개 증권사의 자체헤지 규모가 2013년 12월말 8조 5천억 원에
서 2015년 12월말 16조 2천억원으로 89% 증가하였다. 2년동안 ELS 전체 시장의 규모가 45조에서
77조원으로 71%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금융위원회, 2016).
국내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약 93%를 차지하는 Step-Down ELS의 경우에도 민감도 변화
에 대응해 동적 델타헤지(dynamic delta hedging)로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발행시점에 발행원금
의 일부(70~80% 내외)를 국공채 등의 채권과 예금에 투자하고,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해 기초자
산의 가격과 변동성 변화에 따라 기초자산의 포지션을 동적으로 재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증
권사의 헤지운용은 발행 이후 만기까지 지속적인 매매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환시점에 자산(헤지
포지션의 가치)과 부채(투자자 상환금액)의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체헤지를 수행하는 ELS의 발행사가 가지는 잠재적 손실의 메커니즘은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ELS의 델타헤지가 가지는 잠재위험의 요인으로 1)ELS의 비선형구조, 2)변동성예
측의 실패, 3)상관관계위험의 증가(cross gamma 증폭) 및 기초자산의 시차위험, 4)환위험으로 나누
어 설명하려 한다.

가. ELS의 비선형 구조 위험
국내에서 발행된 ELS의 절대다수는 3년 만기 Auto-Callable Step-Down ELS이다. 2000년대 초부
터 최근까지 기초자산의 수는 변화하였으나 기본 구조는 대부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명을 위해 성태경(2015)에서 소개한 <그림 1>의 ELS를 이용해 설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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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금비보장 ELS의 가격과 델타 추이

출처: 성태경(2015)

<그림 1>의 ELS를 판매한 증권회사는 델타 변화에 따라 기초자산을 재조정하는 델타헤지를 수
행한다. 그러나 중간평가일 및 만기일에 발생하는 손익의 비연속성은 기준가격 주변에서 델타의
급변을 초래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델타는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가능하지만, 거래비용 등의 이유
로 델타에 따른 헤지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언더헤지)에서 기초자산의 변화가 투자자에
게 유리하게 움직일 경우 증권회사는 헤지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ELS 종가시세조종 분쟁사례’는 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된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
어 위험을 회피하려 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주영, 2014). 윤선중(2012)는 이러한 가능성을 완
화하기 위한 ELS 양적규제 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더구나 상한배리어(knock-out)와 하한배리어(knock-in) 부근에서 감마 민감도가 롱감마에서 숏감
마로 전환되면 헤지포지션의 손실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이 부근에서 델타헤지를 수행
하게 되면 감마손실이 발생하여 델타-감마헤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즉, 구조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델타변화가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델타헤지를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감마감소로 인한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변동성 예측의 실패
ELS를 판매한 후 헤지운용을 수행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민감도지표 변화에 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감도지표의 정확한 예상은 헤지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인 비선형 파생상품의 경우 민감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래 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여,
이때 가정한 변동성은 그 자체로 베가헤지의 성과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타 민감도(델타, 감마,
세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초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역사적 변동성 및
파생상품의 내재변동성 등을 활용한 적절한 수준의 미래변동성을 가정하며, 이를 이용해 민감도
를 추정한다. 그러나 민감도가 증권사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헤지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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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자산의 민감도지표가 변화할 때 증권사의 운용손익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성은 비선형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은
유일한 요인이다. 또한 ELS의 발행에 따른 증권사는 변동성의 매수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윤선
중(20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변동성 하락이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변동성의 정확한 예측 및 대응은 헤지손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
행증권사는 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변동성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동성의 거래가 주로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ELS의 기대만기와 변동성 상품의 만기
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헤지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 상관관계위험의 증가 및 기초자산 간 시차위험
ELS의 구조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이용해 높은 쿠폰을 생성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초자산으로 선택한 자산의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쿠폰의 크기
가 결정된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변동성이 하락함에 따라 ELS의 수익률을 높이기 힘들었던 증권
사들은 일제히 기초자산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ELS의 내재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
었다. 가장 성과가 낮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다면 높은 변동성의 기초자산을 선택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산이 증가한 ELS의 가격을 평가하고 헤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초
자산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된 상관관계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헤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상관관계는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위험은 헤지가 불가능하며 결국 증권사의 헤지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예상과 다른 상관
관계의 상승은 크로스감마가 상승하고 합성변동성이 하락하여 운용손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 기초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변량 분산분석이 요구되며 헤지운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로 2014년 이후 ELS의 발행사들의 헤지손실의 상당부분은 두 기초자산 사이의 델타변화,
즉 크로스감마의 헤지의 어려움을 통해 발생하였다.5 예를 들면, 유로Stoxx지수와 홍콩H지수를 기

5

크로스감마(cross-gamma)란 기초자산이 다수일 경우,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다른 자산의 델타

민감도를 의미한다. 구조화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헤지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조화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가격)2, 변동성, 시간, 무위험 이자율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변수에 대한 위험도(민감도)를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라고 부른다. 구조화 상품의 가격변화
를 민감도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
𝜕𝑉
𝜕2𝑉
1
𝜕2𝑉
𝜕𝑉
𝜕𝑉 𝜕𝑉
dV = ∑
𝑑𝑆𝑖 + ∑ 2 𝑑𝑆𝑖2 + ∑ ∑
𝑑𝑆𝑖 𝑑𝑆𝑗 + ∑
𝑑𝜎𝑖 +
+
+ ⋯
𝜕𝑆𝑖
2
𝜕𝑆𝑖 𝜕𝑆𝑗
𝜕𝜎𝑖
𝜕𝑡 𝜕𝑟
𝜕𝑆𝑖
𝑖

𝑖

𝑖

𝑗(𝑖≠𝑗)

𝑖

여기서 V는 파생상품의 가치, Si는 i번째 기초자산의 가격, σi 는 i번째 기초자산의 변동성, t는 시간, r은 무위
험 이자율을 나타낸다. 식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각 기초자산들의 델타위험을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감마
위험, 세 번째 항은 기초자산들의 공분산과 관련된 크로스-감마(cross-gamma) 위험, 네 번째 항은 베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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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산으로 한 ELS가 델타가 급변하는 구간(Knock-In과 Knock-Out 배리어 사이의 숏감마 구간)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아직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Knock-In 배리어에 도달한 적은 없다. 이때
STOXX지수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H지수가 배리어 근처로 하락할 경우 이 ELS는 H지
수에 대한 델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STOXX지수에 대한 델타는 하락하게 된다. 즉, ELS의 손
익은 H지수에 의해 주도되며 STOXX기초자산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는 하락하게 된다. 익일 후 H지수가 다시 상승할 경우 H지수에 대한 델타는 하락하고 STOXX지
수에 대한 델타는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ELS의 발행사는 빈번한 포지션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은 크로스 숏감마 구간으로 거래를 반복
할수록 헤지손실을 누적된다.
한편 국내 ELS시장에서 기초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의 해외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편입하였다. 이는 시세조종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에서 배제함과 동시
에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지수를 찾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른 시차에서 거래되는 지수를 ELS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함에 따라 크로스감마의 변화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델타포지션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헤지손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서로 다른 시차의 기초자산은 크로스감마 손실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환위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ELS의 약 80%가 해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지
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헤지운용과정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증권사의 운용손실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국내 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아 수익성을 개
선할 수는 있으나, 환율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부채계정의 환율불일치에 따른 환헤지가 어려
워지게 된다.
해외자산을 활용한 헤지운용을 할 경우 발행사는 자산계정에서 외화로 헤지운용수익을 확보하
지만 투자자에게 상환해야하는 부채는 원화임에 따라 자산/부채 사이의 환율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 위험에 대해 환헤지를 통해 일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환율변동성
이 상승한 경우 환헤지가 어려워 환율 불일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의 상승
과 함께 해외지수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환헤지 수행이 불가능하다. 김인준,
이동행(2015)는 해외자산에 대한 환헤지를 수행할 때 헤지자산의 양(Quantity)의 불확실성이 발생
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헤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 실제로 성태경(2015)의 연구는 ELS
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지수들의 가격추이와 환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기초자산 가격의 급
락이 발생한 시기에 환율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환위험 관리의 어려움을 보고하
였다.

다섯 번째 항은 세타 위험, 여섯 번째 항은 로 위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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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이 밖에도 ELS가 조기상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만기가 증가하게 될 경우 앞서 소개한 헤지
손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 발행되는 ELS는 6개월마다 상환여부를 평가하여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기상환되지만, 기초자산의 급락으로 조기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만기가
최장 3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만기가 연장될 경우 일시적으로 델타가 하락
하지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쿠폰의 양이 증가하여 델타(기울기)가 증가하고, 헤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산의 규모가 증가하여 조달비용, 거래수수료 등 헤지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앞서 언
급한 변동성, 상관관계, 환위험과 관련된 위험의 크기도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전체 발행액의 85%
이상이 6개월 내에 조기상환됨에 따라 초기 ELS 발행사는 변동성, 상관관계 등의 예상만기는 6개
월로 설정한다. 그러나 만기가 연장될 경우 변동성의 장ㆍ단기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베가에서 운
용손실이 증폭될 수 있으며, 상관관계나 환위험 역시 만기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 및 헤지의 불확
실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ELS상품의 유례없는 성장은 ELS시장에서 증권사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판매마진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퇴직연금 ELS를 발행한
회사는 연금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약정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역마진 리스크를 부
담하기도 한다. 발행회사는 주식, 채권 등의 ELS 운용자산을 활용한 RP 매도 거래 등을 통한 자
금으로 고위험ㆍ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유인(금융채, 회사채 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
는 잠재위험을 증폭시키게 된다.6

4.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파생결합증권, 그 중 ELS의 헤지운용위험이 금융시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증분석을 수행한다.

4.1 자료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FSI지수와 ELS(DLS) 발행잔액, 발행액, KOSPI지수, 국고채1년
금리, 회사채(신용등급 BBB) 3년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 원달러환율, VKOSPI, 외환보유고 등 다

6

2015년 증권사의 규모별 ELS헤지손실을 보면, 중소형사의 손실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형사는 높

은 경쟁도로 인하여 높은 쿠폰을 줄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상품을 설계(Knock-In 구간 하향 조절 및 쿠폰
증가)하였으나,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헤지손실의 발생에 취약성을 보였다. 2015년 H지수 하락시
Knock-in을 기록한 ELS의 비중은 중소형사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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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였다. ELS 및 DLS의 발행액 및 발행잔액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
받았으며, FSI지수와 이외의 거시경제지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1년 6개월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월 마
지막 거래일 기준 자료를 추출하였다.
FSI지수는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변환하여 만든 것으로 우리나
라 전체적인 금융안정의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 지수는 연체율, 주가, 환율 변동성, 금
리스프레드, 경상수지, CDS프리미엄,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지표에 내재된 금융안정에 관
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 이 밖에 VKOSPI 지수는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지수 수익
률의 향후 1개월 내재변동성에 100을 곱하여 산출되는 지수로, 한국거래소가 KOSPI200 옵션 최
근월물과 차근월물을 이용하여 산출한 후 공표한다. 이는 미국의 VIX지수 산출방법과 거의 동일
하며, 이러한 변동성 지수는 공포지수(fear index)라는 이름으로 경제위험을 감지하는 중요한 투자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표 3>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유용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상관관계
를 보여준다. 예상과 같이 금융안정지수는 ELS와 양의 관계를 보여 ELS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밖에 KOSPI지수와 부의 관계, VKOSPI와는 양의 관계를 가지며,
무위험이자율과는 음의 관계 3년 회사채 금리와는 양의 관계, 원달러환율과는 양의 관계, 외환보
유고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등 예상과 동일한 부호가 관찰되었다.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D(FSI)

D(ELS)

D(KOSPI)

D(VKOSPI)

D(RF)

D(CP)

D(CPI)

D(EXRATE)

D(RESERVE)

D(FSI)

1.00

0.21

-0.50

0.55

-0.09

0.39

0.03

0.80

-0.73

D(ELS)

0.21

1.00

-0.29

0.08

-0.01

-0.09

0.01

0.19

-0.22

-0.50

-0.29

1.00

-0.50

0.04

-0.12

0.07

-0.39

0.49

0.55

0.08

-0.50

1.00

0.01

0.06

-0.02

0.42

-0.42

D(RF)

-0.09

-0.01

0.04

0.01

1.00

0.23

0.09

-0.05

0.19

D(CP)

0.39

-0.09

-0.12

0.06

0.23

1.00

-0.01

0.38

-0.30

D(CPI)

0.03

0.01

0.07

-0.02

0.09

-0.01

1.00

-0.06

0.09

D(EXRATE)

0.80

0.19

-0.39

0.42

-0.05

0.38

-0.06

1.00

-0.69

D(RESERVE)

-0.73

-0.22

0.49

-0.42

0.19

-0.30

0.09

-0.69

1.00

D(KOSPI)
D(VKOSPI)

이 표는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FSI지수(FSI)와, ELS의 발행잔액 변화(D(ELS)),
무위험이자율의 변화(D(RF)), 3년 회사채 이자율의 변화(D(CP)), 물가지수의 변화(D(CPI)), 환율변화(D(ExRATE)),
VKOSPI 변화(d(VKOSPI)), 외환보유고 변화(d(RESERVE))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외환보유고의 단위는 1000달
러이며, 이자율은 모두 %단위로 변환하였다.

<표 4>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각 변수들은 Augmented
14

Dickey-Fuller 통계량을 통한 단위근 검정에서 단위근의 존재를 지지했기 때문에, 차분을 통한 자
료를 사용한다.

<표 4>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D(FSI)

mean

D(ELS)

D(KOSPI

D(VKOSPI

)

)

D(RF)

D(CP)

D(CPI)

D(EXRATE

D(RESERVE

)

)

0.003

485686705300

7.5741

-0.0308

-0.0155

-0.0052

0.1860

0.9655

1242266.9

median

-0.090

460192500641

12.3300

-0.3500

-0.0100

-0.0200

0.1800

-0.4100

1339953.0

Max

25.100

2549846996980

189.6700

44.4900

0.3900

0.9000

1.2000

196.5200

14288286.0

-120.0800

-27418976.0

Min

-11.610

2057136058380

-335.0000

-23.4800

-1.2700

-0.4000

0.5000

stdev

3.170

912340258814

86.0882

5.5373

0.1914

0.2160

0.3098

31.0004

4505259.0

skewness

2.993

0.1

-0.7557

3.3314

-3.0808

0.9529

0.2614

1.6329

-1.9

kurtosis

31.899

2.7

4.8572

34.0737

20.8056

5.0481

2.9600

15.2786

14.7

JB

4971.7

0.8

32.7277

5765.2389

2026.473

44.678

9

9

1.5699

921.4958

861.4

0.7

0.00

0.00

0.00

0.00

0.46

0.00

0.0

93

(Prob.)

0.000

이 표는 표는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융안정을 나타내는 FSI지수(FSI)와, ELS의 발행잔액 변화
(D(ELS)), 무위험이자율의 변화(D(RF)), 3년 회사채 이자율의 변화(D(CP)), 물가지수의 변화(D(CPI)), 환율변화
(D(ExRATE)), VKOSPI 변화(d(VKOSPI)), 외환보유고 변화(d(RESERVE))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JB(Jarque-Bera)
통계량은 분포의 정규성을 검증하며 괄호 안의 값은 p-값을 보여준다. 외환보유고의 단위는 1000달러이며,
이자율은 모두 %단위로 변환하였다.

4.2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
한다. 다음의 모형 1과 모형 2는 ELS의 발행잔액 변화 및 월별발행액이 금융안정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은 설명변수로 발행잔액의 변화, 즉 신규발행액과 상환액을 반영한
값을 사용하며, 모형 2는 신규발행액만을 고려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7

Model 1: d(FSIt ) = 𝑐1 + 𝑐2 𝑑(𝐸𝐿𝑆𝑡 ) + 𝑒𝑡
Model 2: d(FSIt ) = 𝑐1 + 𝑐2 𝑑(𝐸𝐿𝑆𝑡 ) + 𝑐3 𝑖𝑠𝑠𝑢𝑒𝑡 + 𝑒𝑡

7

ELS와 금융안정에 대한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ELS의 발행잔액이 아닌 ELS에 의해 유발되는 헤

지물량, 즉, 델타, 감마, 베가 등의 민감도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민감도 및 헤
지물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ELS 발행잔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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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모형 1과 2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예상과 같이 ELS의 발행잔액 증가는 금융안정
지수의 증가와 관련되었다.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의 안정도가 떨어질 때 증가하므로 ELS의 발행잔
액 증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모형 2에서 추가한
ELS신규발행액(issue)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져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ELS
의 발행잔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신규발행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조기상환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신규발행액보다는 조기상환금액이 감소할 때 금융의 불안정과 더 깊은 관련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ELS 발행잔액과 발행액의 실증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Model 1

d(FSI)

Model 2

d(FSI)

Const

d(ELS)(× 10−13 )

-0.3507
(-0.68)
0.1437
(0.15)

7.27**
(1.96)
9.14***
(3.18)

issue

Adj. R2
3.76%

-1.92E-13
(-1.06)

4.20%

괄호 안의 값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Newey-West HAC 공분산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t-값이
다. *, **, ***는 각각 10%, 5%, 1%의 신뢰수준 유의성을 나타낸다.

아래 모형 3~7은 ELS 발행잔액 이외의 조정변수를 고려한 회귀모형을 보여준다. 앞서 분석에서
ELS의 발행잔액이 금융안정지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ELS 발행잔액 변화가 포함
하는 정보가 기타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간접효과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표 3과 4>에서 소개한 설명 변수 이외에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조
정변수로 추가하였으나, 유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래 모형에서는 KOSPI지수, VKOSPI
지수, 무위험이자율, 3년 회사채금리, 환율로 조정변수를 한정하였다.

Model 3: d(FSIt ) = 𝑐1 + 𝑐2 𝑑(𝐸𝐿𝑆𝑡 ) + 𝑐3 𝑑(𝐾𝑂𝑆𝑃𝐼𝑡 ) + 𝑐4 𝑉𝐾𝑆𝑂𝑃𝐼𝑡 + 𝑒𝑡
Model 4: d(FSIt ) = 𝑐1 + 𝑐2 𝑑(𝐸𝐿𝑆𝑡 ) + 𝑐3 𝑑(𝐾𝑂𝑆𝑃𝐼𝑡 ) + 𝑐4 𝑉𝐾𝑆𝑂𝑃𝐼𝑡 + 𝑐5 𝑟𝑓𝑡 + 𝑒𝑡
Model 5: d(FSIt ) = 𝑐1 + 𝑐2 𝑑(𝐸𝐿𝑆𝑡 ) + 𝑐3 𝑑(𝐾𝑂𝑆𝑃𝐼𝑡 ) + 𝑐4 𝑉𝐾𝑆𝑂𝑃𝐼𝑡 + 𝑐5 𝑐𝑝𝑡 + 𝑒𝑡
Model 6: d(FSIt ) = 𝑐1 + 𝑐2 𝑑(𝐸𝐿𝑆𝑡 ) + 𝑐3 𝑑(𝐾𝑂𝑆𝑃𝐼𝑡 ) + 𝑐4 𝑉𝐾𝑆𝑂𝑃𝐼𝑡 + 𝑐5 𝑐𝑝𝑡 + 𝑐6 𝑑(𝑒𝑥𝑟𝑎𝑡𝑒𝑡 ) + 𝑒𝑡

<표 6> ELS 발행잔액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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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Const

d(ELS)
(×
10−13 )

d(KOSPI
)

d(VKOSPI)

d(FSI)

-2.37*
(-1.80)

5.48*
(1.92)

-0.01***
(-2.57)

0.10
(1.42)

d(FSI)

-2.46*
(-1.68)

5.60**
(2.08)

-0.01***
(-2.67)

0.11
(1.33)

d(FSI)

-1.81
(-1.55)

6.05**
(2.09)

-0.01***
(-2.96)

0.07
(1.20)

4.28***
(2.71)

d(FSI)

-0.28
(-0.42)

1.48
(0.80)

-0.01***
(-3.58)

0.01
(0.27)

1.64**
(2.08)

Depend
ent
Variable

d(rf)

d(cp)

d(exrate) Adj. R2
32.41
%

0.62
(0.26)

32.02
%
39.81
%
0.07***
(7.06)

67.51
%

괄호 안의 값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Newey-West HAC 공분산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t-값이
다. *, **, ***는 각각 10%, 5%, 1%의 신뢰수준 유의성을 나타낸다.

<표 6>은 모형 3~6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3에서는 KOSPI지수와 VOSPI지수를 설
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위 통제변수의 추가 하에서도 ELS 발행잔액의 증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SPI지수의 변화는 FSI 지수의 변화와 음의 관계를 가
지고 있었으며, 이는 KOSPI지수가 상승할 때 금융안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
러나 변동성 지수의 변화는 추가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모형 4는 모형 3의 설명변수에
무위험이자율을 추가하였다. 무위험이자율은 금융안정에 대한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무위험이자율이 아닌 3년만기 BBB회사채의 금리변화는 모형 5에서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사채 수익률의 증가는 FSI지수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회사채수익률
이 증가할 때 금융안정도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채수익률이 경기가 하락할 때 증가한다
는 측면에서, FSI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수의 조정 하
에서도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수가한 모형 6에서는 환율을 추가할 경우 ELS 변수의 설명력이 감소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ELS 변화량에 대한 부호의 변화는 없었으나 유의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ELS를 통해 유발되는 금융안정의 효과가 외환시장, 즉 해외충격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 2>는 ELS의 발행물량 중 약 74.9%가 해외지수형으로 해외경제
와 깊은 관련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상당부분
은 해외시장의 외부충격으로부터 비롯되며, 이것이 환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주식시장의 성과와 연동된 ELS로 인하여 국내 내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며, 동시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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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결과 해석
앞선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ELS 시장의 증가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장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ELS시장의 잠재위험이 금융안정에 전이될 수 있
는지에 대한 간접 증거를 제시한다.
앞서 윤선중(2014), 이효섭(2015)의 연구도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윤선중(2014)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가 변동성 헤지(베가헤
지)를 위해 변동성 매도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의 하락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
였다. 이효섭(2015)는 100조원 가량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의 70~80% 가량이 채권수요로 나타나
는데, 수익률 개선을 위해 국채뿐만 아니라 은행채, 회사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스
프레드(국고채 3년 – 카드채 3년)가 ELS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하락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들 연구
는 ELS 시장의 성장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금
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성장한 ELS시장이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이
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회사에서 발행된 ELS가 금융안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생소할 수 있다. 2016년 1/4분기 기준 증권회사의 총
자산규모는 390조원로, 일반은행의 1428조원, 보험회사의 974조원, 상호금융조합의 542조원, 여신
전문금융회사의 205조원원, 저축은행의 44조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2016). 증권회
사의 수치는 전체금융시장의 12% 가량에 불과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 증권사와 은행 등의
상호관련성이 낮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성 금융상품의 성장으로 인하여 투자손익의 불
확실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연계구조도 복잡해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파생결합증권의 성장과 함께 금융업권간 상호연계구
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증권업의 위험이 기타 금융업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2장에서 확인한 ELS의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제로 더욱 증가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표 7> 금융권 전체 자산 ∙ 부채 상호연계 규모
항목

연계 규모(조원)

2010

308

2011

326

2012

333

2013

359

2014

404
18

2015.1/4

400

2015.2/4

409

2015.3/4

415

2015.4/4

421

2016.1/4

430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
설명: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탁결제원,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등을 종합한 추정치

금융권 간 자산·부채 연계규모는 2016년 1/4분기말 기준 4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간 상호연계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은행·비은행간 및 비은행금융기관 간 상
호연계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결과 2016년 1/4분기말 연계규모는 은행간 54.8조원,
비은행권

간

123.7조원,

은행·비은행간

251.2조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8 이러한 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의 상호연계규모 증가는 증권회사의 손실위험이 금융안정
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ELS 발행잔액의 증가는 증권사의 채권보유의 확대를 유발하였다. 아래 <표 8>을 보면 파
생결합증권(101.6조)의 약 70조 이상이 국공채와 회사채 보유를 통해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권사는 ELS를 통해 보유한 채권을 이용해 대고객 RP 시장을 영업모델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대고객 RP의 월평균 매도금액은 2015년 중 666조원으로 2010년 대비 50% 이상 상승하였다. 대
고객 RP의 경우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으로 제한되고 담보유지 비율도 환매
수가액의 105% 이상으로 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매도잔액의 91.9%(78.7
조원)가 증권사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시 신용채권의 가치하락이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담보로 활용되는 채권의 상당부분이 ELS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매수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ELS 시장의 성장은 증권사 및 금융권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채
널로 증폭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시장성 금융상품의 자산 운용 연계구조
펀드

8

대고객
RP

일반투자펀드

MMF

336.5

104.9

101.6

예금

3.7

18.3

22.8

단기금융상품

2.1

20.9

국공채

18.7

26.8

규모 (조원)

비중(%)

파생결합증권

36.8

78.7

49.1

단, 금융권 전체 자산에서 상호연계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로 8% 가량에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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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8.7

주식

28.6

기타

28.3

29.7

31.5

50.9

0.7
4.4

8.3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
주: 1) 2016년 3월말 기준

5. 대응방안
앞 장을 통해 우리는 ELS시장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3장을 통해 ELS가
가지는 잠재위험이 증권사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4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ELS의 발행잔액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결과가 최근 금융업권 사이의 상호연계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ELS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구조화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LS와 관련된 손실의 상당부분은 ELS의 구조에서 오는 헤지의
불완전성에 기반한다. 손익의 비연속성이 존재할 경우, 헤지의 불확실성, 즉 손실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상품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하방위험이 열려있는 복잡한 구조화상품은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상
품의 구조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증권사의 손실위험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소비
자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금융혁신을 위해 복잡도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은
2009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마련한 ELS 헤지가이드라인에서 증명한 바 있다. 당시, 2005년
발생한 ELS 시세조종 사례를 방지하고자 감독기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둘째, ELS의 쏠림현상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내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 기초자산, 발생시점이 모두 유사하여, 헤지운용과정에서 손실가능
성을 키우는 등 시장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헤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기초
자산에서 매매수량이 증폭됨에 따라 적절한 델타의 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유동성이 떨
어지는 경우 한 방향의 거래가 집중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손실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구
조의 상품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정 구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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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적절한 물량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물량규제의 경우,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총량규제
보다는 상품의 구조에 따른 최대 델타를 계산하여 시점을 분산하여 발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윤선중, 2012).
셋째,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판매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하다. 구조화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그 위험을 명확히 이해
시키기가 쉽지 않아 분쟁이 잦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전한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라
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 은행에서 판매한 ELS
의 잔액이 27.1조원이며, 대부분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Step-Down형 ELS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
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이상의 가입금액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따라서 은행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구조화 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적어도 은
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도록 판매기관
을 차별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은행의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상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홍콩 등 주가연
계 구조화상품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거래소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많은 경우 상장이 ‘등록’ 개념에 가깝고, 투자형 상품의 특성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
지는 않지만, 가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불완전판매가능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 및 규제당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업계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설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판매채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계와 금융당국은 중고교 수준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영구의 FSA(2012) 역시 복잡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판매채널의 이해력 및 인센티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구조화상품에 대한 윤리 문제 발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6.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대변되는 소비자 대상 금융혁신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발
행된 ELS는 대부분 이색옵션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산정뿐만 아니라
헤지과정에 높은 손실위험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손익구조의
불연속성에 의한 델타의 급격한 변화, 최근 대부분의 ELS가 바스켓으로 발행되는데 기초자산 강
상관계수를 헤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헤지손실위험(크로스감마 헤지손실위험), 해외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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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의 거래시차로오는 손실위험, 그리고 환위험으로 나누어 각 위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헤
지의 손실위험이 금융기관의 잠재적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ELS 발행잔액의 변화는 금융안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ELS 발행잔액의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ELS가 3년만
기로 발행되기는 하지만, 약 81%의 ELS가 12개월 안에 조기상환 된 바, 발행액이 아닌 발행잔액
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LS 발행잔액 변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
향의 일부분이 KOSPI 지수의 변화에 따른 ELS의 발행에서 오는 간접적 영향력이었으나, VKOSPI지
수, 무위험이자율, 회사채이자율 등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경제지표을
고려한 후에도 ELS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
의 성장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ELS에 의한 금융안정 저해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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