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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에서는 재정악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위험이 급증하고 있음.

• 그동안 대다수의 지방채 보유자들은 언제든지 지방정부가 채무를 세수확대를 통해 충

당할 수 있다고 믿어왔으며,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거의 상정하지 못하

였음.

•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의 발레호, 펜실베이니아의 해리스버그 등 일부 대도시 정부

들이 이미 파산보호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에 대한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작년 11월중 트리플A 신용등급 회사채의 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은 1.22% 하락한 반면 트리플A 신용등급 지방채의 위험프리미엄은

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글로벌 펀드평가회사인 Lipper에 따르면 지방채펀드(ETF포함)가 작년 12월 둘째

주 현재 5주 연속 자금순유출 상태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지방채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

방채 보유자들의 CDS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CDS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부도위험 등의 신용을 사고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대출

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의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임. CDS 매도자는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CDS 매입자에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음.

• 작년 12월 20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행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원금을

10년간 보장해주는 CDS 프리미엄은 전년 동기의 253,000달러(연간보험요율 253bp)

에서 295,000달러(연간보험요율 295bp)로 상승하였으며, 일리노이 주정부가 발행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원금을 10년간 보장해주는 CDS 프리미엄도 동 기간 중

미국 대형은행들의

지방채 CDS 거래업무 확대 움직임과 영향

최근 미국 대형은행들은 수익원 확충의 일환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미국 지방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CDS 거래업무를 확대하려 하고 있음. 향후 미국 연방감독당국은 지방채 CDS 거래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투기

거래 증가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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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0달러(연간보험요율 161bp)에서 318,000달러(연간보험요율 318bp)로 상승하

였음.

•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채권에 대한 CDS

총거래잔액(보장매입액＋보장매도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장매입액은 신용사건 발생 시 CDS 매입자가 보장받게 되는 채권 총액이고, 보장매도액은

CDS 매도자가 채권 지급보증을 대가로 매입자에게 요구하는 프리미엄 총액임.

■ 최근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방채 CDS 거래가 지방채 시장규모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잔액은 지난 10년 사이에 약 90% 증가한 2.8조 달

러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채 CDS 거래규모는 약 5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함.

• 현재 미국에서는 헤지펀드 등 일부 투자자들만이 지방채 CDS를 부분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시장 유동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그러나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및 이에 따른 지방채 CDS 수요 급증 전망을 배경으로 미

국 대형은행들은 지방채 CDS 거래업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금융전문 애널리스트인 Meredith Whitney는 작년 12월 20일 CBS와 가진 인터

뷰에서 올해 50~100여개의 지방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Bank of America, Citigroup, Goldman Sachs, J.P. Morgan Chase, Morgan Stanley

등 5개 대형은행들은 작년 11월 뉴욕에서 모임을 갖고 CDS 매도자와 매입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채 CDS 거래업무 절차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지방정부들은 대형은행들의 지방채 CDS 거래업무 진출 확대에 대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지방정부들은 지방채 CDS 거래업무의 확대가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거래 확대를 유발하여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음.

• 최근의 지방채 위험프리미엄이나 CDS 프리미엄의 상승도 헤지펀드 등의 투기매입 성

향이 증대된 데 부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총 86개사에 달하는 CDS 인수은행(underwriting bank)들을 대

상으로 자기거래계정이든지 고객거래계정이든지를 불문하고 캘리포니아 주 발행 지

방채와 관련된 CDS 매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방침임.

■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연방감독당국은 CDS 거래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투기거래 증가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자금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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