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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환율의 기초기초 개념개념
환율의환율의 표시표시 방법방법
방화표시법방화표시법 (direct quotation)(direct quotation)

$1=$1=\\1,100 or 1,100 or \\1,100/$11,100/$1
외화표시법외화표시법 (indirect quotation)(indirect quotation)

\\1=$(1/1,100) or $(1/1,100)/1=$(1/1,100) or $(1/1,100)/\\11

선도환율선도환율
선도환거래선도환거래 (forward exchange transaction)(forward exchange transaction)에에 적용되는적용되는 환율환율을을 말하는데말하는데 선도환선도환
거래의거래의 만기에만기에 따라따라 각기각기 다른다른 선도환율이선도환율이 존재한다존재한다..

Cf. Cf. 현물환거래현물환거래 (spot exchange transaction)(spot exchange transaction)는는 외환거래의외환거래의 수도결제일이수도결제일이 계약일계약일
로부터로부터 22영업일영업일(2 business days)(2 business days)이내인이내인 외국환외국환 거래를거래를 말한다말한다. . 이에이에 비하여비하여 선도환선도환
거래는거래는 장래에장래에 이루어질이루어질 두두 통화의통화의 교환비율교환비율((환율환율))을을 거래거래 액과액과 함께함께 계약일에계약일에 미리미리 결정결정
해두고해두고, , 결제는결제는 계약일로부터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일정기간이 지나서지나서 이루어지는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외환거래를 말한다말한다..

매도율매도율 (selling rate, asked rate)(selling rate, asked rate)
특정통화를특정통화를 금융기관이금융기관이 매도매도 할할 때때 적용하는적용하는 환율을환율을 의미의미

매입률매입률 ( buying rate, bid rate)( buying rate, bid rate)
특정통화를특정통화를 금융기관이금융기관이 매입매입 할할 때때 적용하는적용하는 환율을환율을 의미의미

매도율과매도율과 매입률의매입률의 차이를차이를 bidbid--asked spread aske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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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지역간 재정재정
재정재정 (arbitrage)(arbitrage)
가격이가격이 낮은낮은 시장에서시장에서 상품을상품을 매입하고매입하고 가격이가격이 높은높은 시장에서시장에서 그그 상품을상품을 매도하매도하
여여 이익을이익을 취하는취하는 것것을을 말한다말한다..

지역간지역간 재정재정

특정통화가특정통화가 서로서로 다른다른 두두 시장에서시장에서 그그 가격이가격이 서로서로 다른다른 경우에경우에 일어날일어날 수수 있다있다..

FrankfurtFrankfurt에서는에서는 환율은환율은 DM/$DM/$로로 표시되어표시되어 있으나있으나 $/DM$/DM을을 표시하기표시하기 위해서위해서
는는 DM/$ DM/$ 환율의환율의 역수를역수를 취하면취하면 된다된다..
Ex) $/DM = 1 / (DM/$) = 1/1.6158

1.61581.6158DM/$DM/$FrankfurtFrankfurt
0.62000.6200$/DM$/DMNew YorkNew York

Ex) $/DM = 1 / (DM/$) = 1/1.6158

$0.6189$0.6189매입가격매입가격

$0.0011$0.0011재정이익재정이익

$0.6200$0.6200매도가격매도가격

New YorkNew York에서에서 1 1 단위의단위의 DM DM 매도매도 FrankfurtFrankfurt에서에서 1 1 단위의단위의 DM DM 매입매입
조치조치 몇몇 결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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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환율크로스환율 재정재정
크로스환율크로스환율 (cross rate)(cross rate)
특정특정 외환시장에서외환시장에서 AA통화와통화와 BB통화통화 간의간의 환율을환율을 알고알고 또한또한 AA통화와통화와 CC통화통화 간의간의 환율을환율을
알게알게 되면되면, B, B통화와통화와 CC통화간의통화간의 환율은환율은 자동적으로자동적으로 산출되는데산출되는데 이와이와 같이같이 다른다른 두두 가지가지
환율로부터환율로부터 산출되는산출되는 환율환율을을 크로스환율이라고크로스환율이라고 한다한다..

이러한이러한 상황하에서상황하에서 New YorkNew York에서의에서의 DMDM과과 SF (Swiss Franc) SF (Swiss Franc) 간의간의 크로스크로스 환율은환율은

DM / SF =  ($ / SF) x (DM / $) = ($ / SF) X  (1 / ($ / DM) )DM / SF =  ($ / SF) x (DM / $) = ($ / SF) X  (1 / ($ / DM) )

0.62000.6200
0.71280.7128
1.18271.1827

$/DM$/DM
$/SF$/SF

DM/SFDM/SF

New YorkNew York

FrankfurtFrankfurt

DM 0.0330DM 0.0330이이 익익

DM 1.1497DM 1.1497매입가격매입가격

DM 1.1827DM 1.1827매도가격매도가격재정이익재정이익

New YorkNew York에서에서 11단위의단위의 SFSF를를 매입매입
1. DM 1.14971. DM 1.1497을을 지급하고지급하고 $0.7128$0.7128를를 매입매입
2. $ 0.71282. $ 0.7128을을 지급하고지급하고 SF 1.00SF 1.00을을 매입매입
그러므로그러므로 11단위의단위의 SFSF를를 매입하는매입하는 가격가격 : DM 1.1497: DM 1.1497

FrankfurtFrankfurt에서에서 11단위의단위의 SFSF를를 매도매도 매도가격매도가격 : DM 1.1827: DM 1.1827
조치조치 및및 결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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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율과매도율과 매입률이매입률이 동시에동시에 표시되어표시되어 있는있는 경우에경우에
크로스환율을크로스환율을 산출하는산출하는 방법방법

0.50610.50610.50560.5056$/SF$/SF
0.46000.46000.45960.4596$/DM$/DM
매도율매도율매입률

고객의고객의 입장에서입장에서 DMDM을을 매도하고매도하고 SFSF를를 매입하는매입하는 경우에경우에 있어서의있어서의 DMDM
과과 SFSF간의간의 크로스크로스 환율을환율을 계산하는계산하는 방법을방법을 알아보자알아보자..

매입률

조치조치 및및 결과결과
1. DM1. DM을을 매도하고매도하고 $$를를 매입매입 ((고객고객) = DM) = DM를를 매입하고매입하고 $$를를 매도매도 (dealer)(dealer)

DM 1 DM 1 단위를단위를 매도하고매도하고 그그 대가로대가로
DM 1 X ($0.4596 / DM) [DM 1 X ($0.4596 / DM) [매입률매입률] = $0.4596] = $0.4596를를 얻음얻음

2. $2. $를를 매도하고매도하고 SFSF를를 매입매입 ((고객고객) = $) = $를를 매입하고매입하고 SFSF를를 매도매도 (dealer)(dealer)
$0.4596$0.4596를를 매도하고매도하고 그그 대가로대가로
$0.4596 X (SF1 / $0.5061)[$0.4596 X (SF1 / $0.5061)[매도율매도율] = SF 0.9081] = SF 0.9081을을 얻음얻음

그러므로그러므로 DM DM 과과 SF SF 간의간의 크로스환율은크로스환율은

DM 1 = SF 0.9081 DM 1 = SF 0.9081 또는또는 SF 1 = DM 1.1012SF 1 = DM 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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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환거래선도환거래
선도환거래선도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forward exchange transaction)
Forward outright Forward outright 거래거래
장래에장래에 이루어질이루어질 두통화의두통화의 교환비율교환비율((환율환율))을을 거래거래 액과액과 함께함께 계약일을계약일을 미리미리 결정해두고결정해두고, , 
결제는결제는 계약일로부터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일정기간이 지나서지나서 이루어지는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외환거래를 말한다말한다..
선도환율은선도환율은 현물환율현물환율 (spot exchange rate)(spot exchange rate)과과 같지같지 않으며않으며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forward (forward 
exchange contract)exchange contract)의의 만기만기(maturity)(maturity)에에 따라따라 각기각기 다른다른 선도환율이선도환율이 존재한다존재한다..
선도환거래에서의선도환거래에서의 수도결제일을수도결제일을 value datevalue date라고라고 한다한다..
Cf. Cf. spot datespot date란란 외환매매계약의외환매매계약의 계약일로부터계약일로부터 22영업일영업일(2 business days)(2 business days)후가후가 되는되는
날을날을 의미한다의미한다. . 현물환거래는현물환거래는 spot datespot date에에 수도결제가수도결제가 이루어이루어 진다진다..
대부분의대부분의 선도환계약은선도환계약은 특정일을특정일을 결제일결제일(value date)(value date)로로 정하고정하고 있으나있으나 특정기간특정기간 중의중의
아무아무 날이라도날이라도 결제일이결제일이 될될 수수 있는있는 경우가경우가 있는데있는데 이러한이러한 선도환계약을선도환계약을 선도옵션계약선도옵션계약
(forward option contract)(forward option contract)라고라고 부른다부른다. . 

스왑거래스왑거래 (swap transaction)(swap transaction)
일정금액의일정금액의 특정통화를특정통화를 동시에동시에 사고사고 파는파는 것을것을 의미의미하는데하는데, , 이때이때 매입과매입과 매도가매도가 같은같은 은은
행을행을 상대로상대로 행해지지만행해지지만 각각의각각의 수도결제일수도결제일(value date)(value date)은은 서로서로 다르게다르게 된다된다..
어떤어떤 dealerdealer가가 특정통화를특정통화를 현물환시장에서현물환시장에서 매입함과매입함과 동시에동시에 같은같은 금액을금액을 선도환시장에선도환시장에
서서 매도하는매도하는 경우경우 현물환율과현물환율과 선도환율과의선도환율과의 차이는차이는 계약일에계약일에 고정되므로고정되므로 예상치예상치 못한못한 환환
위험위험(foreign exchange risk)(foreign exchange risk)에에 노출되지노출되지 않게않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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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환율의선도환율의 기초개념기초개념
European termsEuropean terms
환율을환율을 미국미국 달러화달러화 11단위에단위에 대하여대하여 다른다른 외국통화로외국통화로 얼마인가를얼마인가를 표표
시하는시하는 방법방법

American termsAmerican terms
환율을환율을 특정통화특정통화 11단위에단위에 대하여대하여 미국미국 달러화로달러화로 얼마인가를얼마인가를 표시하표시하
는는 방법방법

Ex) Ex) 대고객률대고객률, Chicago, Chicago의의 통화선물시장통화선물시장, Philadelphia, Philadelphia의의 통화옵션통화옵션
시장시장

선도환율은선도환율은 현물환율에현물환율에 비하여비하여 더더 비싸냐비싸냐 또는또는 싸느냐에싸느냐에 따라따라 프리미엄프리미엄
(premium) (premium) 또는또는 디스카운트디스카운트 (discount)(discount)에에 있다고있다고 부른다부른다. . 그리고그리고 만약만약 선도선도
환율이환율이 현물환율과현물환율과 같은같은 수준에수준에 있다면있다면 선도환율이선도환율이 플랫플랫(flat) (flat) 하다고하다고 표현한다표현한다..

선도환율을선도환율을 표시하는표시하는 방법방법
1. 1. 선도환율을선도환율을 그대로그대로 표시하는표시하는 방법방법 ex) DM 1.6369/$ex) DM 1.6369/$
2. 2. 선도환율과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현물환율의 차이로써차이로써 표현표현

3. swap rate (forward differential)3. swap rate (forward differential)를를 연율표시방법으로연율표시방법으로 표현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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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 rate (forward differential)Swap rate (forward differential)을을
연율표시방법으로연율표시방법으로 표현표현

연율표시방법으로연율표시방법으로 선도선도 환율을환율을 표현하게표현하게 되면되면 선도환시장에서의선도환시장에서의
premium premium 또는또는 discountdiscount를를 두두 통화간의통화간의 이자율이자율 차이와차이와 직접직접 비교할비교할
수수 있는있는 이점이이점이 있다있다..

방화표시환율을방화표시환율을 연율로연율로 표시하기표시하기 위한위한 공식공식

여기서여기서 nn은은 선도환계약의선도환계약의 개월개월 수를수를 나타낸다나타낸다. . 

앞에서앞에서 예로예로 든든 DM/$ DM/$ 환율의환율의 매도율을매도율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연율표시의연율표시의 swap swap 
raterate를를 산출하면산출하면, , 현물환율은현물환율은 DM 1.6130/$DM 1.6130/$이고이고 66개월개월 선도환율은선도환율은
DM 1.6369/$ DM 1.6369/$ 이므로이므로

= 2.963%= 2.963%가가 된다된다.

nn현물환율현물환율
100100XX

1212
XX

선도환율선도환율 –– 현물환율현물환율
==ForwradForwrad premium premium 또는또는

discount(discount(연율표시연율표시))

661.61301.6130
100100XX

1212
XX

1.6369 1.6369 –– 1.61301.6130
==ForwradForwrad premium premium 또는또는

discount(discount(연율표시연율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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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환율과선도환율과 현물환의현물환의 차이차이
(forward differential)(forward differential)로써로써 표현표현

Point quotationPoint quotation
선도환율과선도환율과 현물환율의현물환율의 차이로써차이로써 선도환율을선도환율을 표시하는표시하는 방법을방법을 point point 
quotation quotation methordmethord 라고라고 부르며부르며 forward differentialforward differential은은 swap rateswap rate
이라고이라고 부른다부른다. . 

Swap rateSwap rate (forward differential)(forward differential)란란 스왑거래에서스왑거래에서 이자율이이자율이 상대상대
적으로적으로 높은높은 통화를통화를 차입하는차입하는 은행이은행이 상대방상대방 은행에은행에 대하여대하여 지급하는지급하는 두두
통화간의통화간의 이자율이자율 차이를차이를 퍼센트로퍼센트로 나타내지나타내지 않고않고 pointpoint로로 나타낸나타낸 것이라것이라
고고 할할 수수 있다있다..

1.63691.63691.63231.6323Forward outright rate (6 months)Forward outright rate (6 months)
239239213213Forward differential (6 months)Forward differential (6 months)

1.61301.61301.61101.6110Spot rateSpot rate
매도율매도율매입률매입률D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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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환시장을선도환시장을 이용한이용한 헤징헤징
국제거래에국제거래에 따르는따르는 환율의환율의 불확실성불확실성, , 즉즉 환리스크를환리스크를 제거하기제거하기 위해위해 행하는행하는 외환거외환거
래를래를 외환시장에서의외환시장에서의 헤징헤징(hedging)(hedging)이라고이라고 한다한다..

상황상황 : : 지금지금 우리우리 나라의나라의 computer computer 수출업자가수출업자가 미국에미국에 $ X$ X의의 상품을상품을 수출하기로수출하기로 계약하고계약하고
그그 대금은대금은 n n 개월개월 후에후에 지급지급 받기로받기로 하였다고하였다고 하자하자. . 이이 경우에경우에 다른다른 거래가거래가 없다면없다면 이이 수출업수출업
자는자는 $X$X의의 외화표시외화표시 순자산을순자산을 갖게갖게 되어되어 환리스크에환리스크에 노출된다노출된다. . 즉즉, , 현재의현재의 환율이환율이 $1 = $1 = 
\\1,100 1,100 이라고이라고 할할 때때 만약만약 n n 개월개월 후에후에 환율이환율이 $1=$1=\\1,050 1,050 으로으로 내리면내리면 손해를손해를 보게보게 된다된다. . 
이이 때때 수출업자는수출업자는 환리스크를환리스크를 피하기피하기 위해위해 어떻게어떻게 하여야하여야 하겠는가하겠는가??

1) 1) 아무런아무런 조치를조치를 취하지취하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수출업자는수출업자는 n n 개월개월 후에후에 XX·· SSt+nt+n 만큼의만큼의 \\화를화를 갖게갖게 되리라고되리라고 예상예상 할할 수수 있다있다..
SSt+nt+n은은 tt시점시점((현재현재))에서에서 예상되는예상되는 t+nt+n 시점시점((미래미래))에서의에서의 환율에환율에 대한대한 기대치를기대치를 나타낸다나타낸다..

2) 2) 선도환시장을선도환시장을 이용하는이용하는 경우경우

지금지금 선도환시장에서선도환시장에서 nn개월개월 선도선도 $$에에 대한대한 환율환율((선도환율선도환율))이이 $1= $1= \\1,0801,080이라고이라고 하면하면, , 
수출업자는수출업자는 수출계약과수출계약과 동시에동시에 nn개월개월 후에후에 $ X $ X 를를 팔기로팔기로 하는하는 선도환계약을선도환계약을 행해둔다행해둔다..
그러면그러면 수출업자는수출업자는 nn개월개월 후에후에 상품대금으로상품대금으로 지급지급 받는받는 $ X$ X를를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 상대은행에게상대은행에게
지급하고지급하고 X X ·· FFt+nt+n만큼의만큼의 \\화를화를 수취하게수취하게 된다된다..
여기서여기서 FFt+nt+n은은 tt시점에서시점에서 계약할계약할 수수 있는있는 nn개월개월 선도환계약에선도환계약에 적용되는적용되는 선도환율을선도환율을 나타나타
낸다낸다..
이이 경우경우 선도환율선도환율 FFt+nt+n은은 $1 = $1 = \\ 1,0801,080이고이고 현물환율은현물환율은 $1= $1= \\1,1001,100이므로이므로 수출업수출업
자에게는자에게는 선도환율이선도환율이 현물환율보다현물환율보다 불리한불리한 조건이다조건이다..



Thursday, September 25, 2003 page 11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금융시장을금융시장을 이용한이용한 헤징헤징
앞의앞의 예에서예에서 본본 바와바와 같이같이 수출업자가수출업자가 $ X$ X의의 외환표시외환표시 순자산을순자산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경우경우, , 금융시장금융시장
을을 통한통한 헤징을헤징을 하려고하려고 할할 때는때는 이이 수출업자가수출업자가 달러화달러화 금융시장에서금융시장에서 $ X$ X만큼의만큼의 부채를부채를 창출창출
하면하면 된다된다..
오늘오늘 현재현재 빌릴빌릴 수수 있는있는 금액은금액은 $ X$ X를를 할인하여할인하여 얻은얻은 현재가치현재가치 (present value)(present value)가가 될될 것이것이
다다.  .  즉즉

만큼의만큼의 달러화달러화 자금을자금을 오늘오늘 빌릴빌릴 수수 있게있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 

수출업자는수출업자는 만큼의만큼의 원화자금을원화자금을 확보하게확보하게 된다된다. . 

이이 원화원화 자금을자금을 한국내한국내 금융시장에금융시장에 투자하게투자하게 되면되면 원리금원리금 합계는합계는

가가 될것이다될것이다..

위의위의 표현을표현을 정리하면정리하면, , 

수출업자는수출업자는 원화원화 및및 달러화달러화 금융시장을금융시장을 통한통한 헤징을헤징을 함으로써함으로써 환율의환율의 변화에서변화에서 올올 수수 있는있는 불불
확실성확실성((환리스크환리스크))을을 제거할제거할 수수 있게있게 된다된다. . 
외화표시외화표시 순자산을순자산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경우에는경우에는 외화표시외화표시 부채를부채를 창출하고창출하고 외화표시외화표시 순부채를순부채를 가지가지
고고 있는있는 경우에는경우에는 외화표시외화표시 자산을자산을 창출하여창출하여 환율의환율의 변화에변화에 따라서따라서 생길생길 수수 있는있는 환차손을환차손을 제제
거하고자거하고자 하는하는 방법이다방법이다..

1 + i* / (12 / n) 1 + i* / (12 / n) 
XX

(( ))

1 + i* / (12 / n) 1 + i* / (12 / n) 
XX

(( ) ) ·· SSt t ·· {1 + I / (12/n)}{1 + I / (12/n)}

1 + i* / (12 / n) 1 + i* / (12 / n) 
XX

(( ) ) ·· SStt

X X ·· SSt t ·· 1 + i* / (12 / n) 1 + i* / (12 / n) 
1+ i / (12/n)1+ i / (12/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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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외화표시 순자산을순자산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경우의경우의
해징방법의해징방법의 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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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 제제
어떤어떤 미국계미국계 다국적다국적 기업의기업의 재무관리자는재무관리자는 DM10,000,000DM10,000,000상당의상당의 기계기계
를를 주문하고주문하고 그그 대금을대금을 33개월개월 후에후에 Deutsche mark Deutsche mark 로로 지급하기로지급하기로 하하
였다였다. . 달러와달러와 DM DM 사이의사이의 환율이환율이 변화하게변화하게 되면되면 33개월개월 후에후에 지급해야지급해야 하하
는는 대금의대금의 달러액도달러액도 변하게변하게 되므로되므로 이이 재무관리자는재무관리자는 이러한이러한 환리스크를환리스크를
헤징하고자헤징하고자 한다한다..

가능한가능한 헤징방법을헤징방법을 설명하고설명하고 그그 중중 어는어는 것을것을 택해야택해야 하는지하는지 그그 이유를이유를
밝히도록밝히도록 하라하라. .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상황을상황을 가정하라가정하라..

가정가정

현물환율현물환율 : US $1 = DM 1.90: US $1 = DM 1.90
33개월개월 선도환율선도환율 : US $1 = DM 1.88: US $1 = DM 1.88
달러화달러화 금융시장에서의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이자율 : 12%(: 12%(연간연간))
DMDM화화 금융시장에서의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이자율 : 10%(: 10%(연간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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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외화표시 순부채를순부채를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경우의경우의
해징방법의해징방법의 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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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된커버된 금리재정거래금리재정거래 II
상황상황

현물환율현물환율 : DM 1 = $0.5263: DM 1 = $0.5263
33개월개월 선도환율선도환율 : DM 1 = $0.5319: DM 1 = $0.5319
달러화달러화 금융시장에서의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이자율 : 12%(: 12%(연간연간))
DMDM화화 금융시장에서의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이자율 : 10%(: 10%(연간연간))

오늘오늘 현재현재

1. 1. 달러화달러화 금융시장에서금융시장에서 $5,134,634$5,134,634를를 차입하고차입하고 33개월개월 후에후에 원리금원리금 합계인합계인
($5,134,634)($5,134,634)··(1+          )=$5,288,673(1+          )=$5,288,673를를 갚기로갚기로 약속한다약속한다..

2. 2. 차입한차입한 $ 5,134,634$ 5,134,634를를 현물환시장에서현물환시장에서 DMDM화로화로 바꾼다바꾼다. . 현물환율이현물환율이 $0.5263/DM$0.5263/DM
이라고이라고 하였으므로하였으므로 현물환시장에서현물환시장에서($5,134,634)/($0.5263/DM)=DM9,756,097($5,134,634)/($0.5263/DM)=DM9,756,097
을을 수취하게수취하게 된다된다..

3. 3. 현물환현물환 시장에서시장에서 수취한수취한 DM 9,756,097DM 9,756,097을을 DMDM화화 금융시장에서금융시장에서 33개월개월 동안동안 투자를투자를
하게하게 되면되면 33개월개월 후의후의 원리금원리금 합계는합계는

(DM 9,756,097)(DM 9,756,097)·· (1+              )=DM10,000,000(1+              )=DM10,000,000이이 된다된다..

4. 34. 3개월개월 후에후에 확보될확보될 원리금원리금 합계합계 DM 10,000,000DM 10,000,000을을 팔기로팔기로 하는하는 33개월개월 선도환계약을선도환계약을
체결한다체결한다. . 선도환율이선도환율이 $0.5319/DM$0.5319/DM이라고이라고 하였으므로하였으므로 33개월개월 후에후에 가서는가서는 (DM (DM 
10,000,000)10,000,000)··($0.5319/DM)= $5,319,000fmf ($0.5319/DM)= $5,319,000fmf 수취하게수취하게 된다된다..

12/312/3

0.120.12

12/312/3

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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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된커버된 금리재정거래금리재정거래 IIII
33개월개월 후후
5. DM5. DM화화 금융시장에금융시장에 투자한투자한 자금의자금의 원리금원리금 합계합계 DM10,000,000DM10,000,000를를 수취한다수취한다. . 

(3)(3)을을 볼볼 것것..
6. 6. 선도환계약대로선도환계약대로 수도결제를수도결제를 행하면행하면 DM 10,000,000DM 10,000,000을을 지급하고지급하고

$5,319,000$5,319,000를를 수취한다수취한다. (4). (4)를를 볼볼 것것..
7. 7. 달러화달러화 금융시장에서금융시장에서 차입한차입한 자금의자금의 원리금원리금 합계합계 $5,288,673$5,288,673를를 지급한다지급한다..
8. 8. 이와같은이와같은 일련의일련의 거래들로부터의거래들로부터의 이익은이익은 $5,319,000 $5,319,000 –– 5,288,673 = 5,288,673 = 

$30,327$30,327가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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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된커버된 금리재정금리재정 거래와거래와 금융시장금융시장 및및
선도환시장을선도환시장을 이용한이용한 헤징의헤징의 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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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자율 평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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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환선도환 시장을시장을 이용한이용한 스프레딩스프레딩 II
두두 통화간의통화간의 이자율이자율 차이차이(interest differential)(interest differential)가가 확대확대 또는또는 축소될축소될 것으로것으로
예상될예상될 때때 우리는우리는 이러한이러한 예상을예상을 근거로근거로 선도환시장을선도환시장을 이용하는이용하는 투기적투기적 전략전략
(speculative strategy)(speculative strategy)를를 구사할구사할 수수 있다있다. . 
상황상황

British poundBritish pound와와 U.S. dollar U.S. dollar 간의간의 이자율이자율 차이가차이가 다음다음 달까지는달까지는 1%1%만큼만큼 축소되축소되
리라고리라고 예상된다예상된다. .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가정하에서가정하에서 이러한이러한 예상을예상을 근거로근거로 어떻게어떻게 선도환시장을선도환시장을
이용할이용할 수수 있는가를있는가를 밝히라밝히라..

환율환율

Spot rate : $2.40/Spot rate : $2.40/₤₤
((₤₤는는 $$에에 대하여대하여 3%(3%(연율연율) discount) discount에에 있음있음))
11개월개월 swap rate : $0.0060/swap rate : $0.0060/₤₤
66개월개월 swap rate : $0.036./swap rate : $0.036./₤₤

이자율이자율 (6(6개월까지의개월까지의 만기만기))
British pound            13%British pound            13%
U.S. dollar                 10%U.S. dollar                 10%

11월월 현재현재 상황상황

환율환율
Spot rate : $2.30/Spot rate : $2.30/₤₤
((₤₤는는 $$에에 대하여대하여 2%(2%(연율연율) discount) discount에에 있음있음))
55개월개월 swap rate : $0.0192./swap rate : $0.0192./₤₤

이자율이자율 (6(6개월까지의개월까지의 만기만기))
British pound            11%British pound            11%
U.S. dollar                   9%U.S. dollar                   9%

22월월 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 예상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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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환선도환 시장을시장을 이용한이용한 스프레딩스프레딩 IIII
조치조치 및및 결과결과

파운드를파운드를 매입하기로매입하기로 66개월개월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 체결체결

( ( 선도환율선도환율 : $ 2.3640 / : $ 2.3640 / ₤₤ ))

파운드를파운드를 매도하기로매도하기로 1 1 개월개월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 체결체결

( ( 선도환율선도환율 : $ 2.3940 / : $ 2.3940 / ₤₤ ))

11월에월에 취하는취하는 조치조치

파운드를파운드를 매도하기로매도하기로 55개월개월
선도계약선도계약 체격체격
( ( 선도환율선도환율 : $ 2.2808 / : $ 2.2808 / ₤₤ ))

77월월
2.2808 (2.2808 (매도가격매도가격))
2.3640 (2.3640 (매입가격매입가격))

0.0882 (0.0882 (손실손실))

현물환시장에서현물환시장에서 파운드를파운드를 매입매입

( ( 현물환율현물환율 : $ 2.3000 / : $ 2.3000 / ₤₤ ))

결과결과

22월월
2.3940 (2.3940 (매도가격매도가격))
2.3000 (2.3000 (매입가격매입가격))

0.0940(0.0940(이익이익))
순이익순이익 = $ 0.0940 / = $ 0.0940 / ₤₤ -- $ 0.0832 / $ 0.0832 / ₤₤ = $ 0.0108 / = $ 0.0108 / ₤₤
즉즉, , ₤₤11에에 대하여대하여 $ 0.0108$ 0.0108의의 순이익이순이익이 발생한다발생한다..

22월월 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 예상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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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과월과 22월에월에 있어서의있어서의
spot ratespot rate와와 forward rateforwar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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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월에월에 가서의가서의 ₤₤ 와와 $ $ 간의간의 55개월개월 선도환율을선도환율을
outright rateoutright rate로로 표시표시

22월에월에 취하는취하는 조치조치

파운드를파운드를 매입하기로매입하기로 66개월개월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

체결체결

((선도환율선도환율 : $ 2.3640/ : $ 2.3640/ ₤₤))

파운드를파운드를 매도하기로매도하기로 11개월개월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

체결체결

((선도환율선도환율 : $ 2.3940/ : $ 2.3940/ ₤₤))

파운드를파운드를 매도하기로매도하기로 55개월개월 선도환계약선도환계약

체결체결

((선도환율선도환율 : $ 2.4792/ : $ 2.4792/ ₤₤))

현물환시장에서현물환시장에서 파운드를파운드를 매입매입

((현물환율현물환율 : $ 2.5000/ : $ 2.5000/ ₤₤))

77월월
2.4792 (2.4792 (매도가격매도가격))
2.3640 (2.3640 (매입가격매입가격))

0.1152 (0.1152 (이익이익))

결과결과

22월월
2.3940 (2.3940 (매도가격매도가격))
2.5000 (2.5000 (매입가격매입가격))

0.1060 (0.1060 (손실손실))
순이익순이익 = $ 0.1152/ = $ 0.1152/ ₤₤ -- $ 0.1060 / $ 0.1060 / ₤₤ = $ 0.0092 / = $ 0.0092 / ₤₤

즉즉, , ₤₤11에에 대하여대하여 $ 0.0092$ 0.0092의의 순이익이순이익이 발생한다발생한다..

11월에월에 취하는취하는 조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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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딩스프레딩 (spreading)(spreading)
선도환시장을선도환시장을 이용하는이용하는 투기적투기적 전략으로서의전략으로서의 스프스프
레딩레딩(spreading)(spreading)은은 두두 통화간의통화간의 이자율이자율 차이가차이가 확확
대대 또는또는 축소될축소될 것것이라는이라는 예상을예상을 근거로근거로 행하는행하는 전전
략이다략이다..

미래의미래의 환율수준이환율수준이 현재의현재의 환율수준보다환율수준보다 높아지느높아지느
냐냐 낮아지느냐낮아지느냐 하는하는 사실은사실은 스프레딩스프레딩 전략의전략의 결과에결과에
는는 별로별로 영향을영향을 미치지미치지 못한다못한다..

두두 통화간의통화간의 이자율이자율 차이가차이가 변화할변화할 것이라는것이라는 예상은예상은
현물환율과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의선도환율의 차이가차이가 변화할변화할 것이라고것이라고 예예
상한다는상한다는 것을것을 의미한다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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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월의월의 현물환율이현물환율이 11월의월의 현물환율보다현물환율보다
낮아지는낮아지는 경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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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월의월의 현물환율이현물환율이 11월의월의 현물환율보다현물환율보다
높아지는높아지는 경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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