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계층 MBS(CMO)의 듀레이션 분석: 콜금지기간과

콜한도를 통한 효율적 조기상환위험의 배분

박연우*, 방두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Tel : 02-820-5793, E-mail: yunwpark@cau.ac.kr, 교신저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Tel : 02-2014-8157, E-mail: doowon@hf.go.kr)



- II -

< 국문초록>

주택담보대출은 조기상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주택담

보대출유동화증권(MBS)도 같은 조기상환에 노출되어 MBS 투자자들은 조기상환으로 인한

만기의 축소를 예측하여 재투자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초자산의 조기

상환 회귀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KHFC)가 발행하는 다계층

MBS의 듀레이션을 분석하였다. 특히 트랜치별로 콜금지기간과 콜한도를 지정하여 콜금지

기간 이후에도 발행기관이 조기상환위험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이

전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과 2005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풀을 표본으로

조기상환 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2005년 5월 31일 발행된 2005년 3회차 MBS의 듀레

이션을 추정하였다. 이 중 5년만기 트랜치, 7년만기 트랜치, 10년만기 트랜치, 15년만기 트랜치,

20년만기 트랜치는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콜금지기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하여 발행잔액의

5%까지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고 가정하였다. 5년만기 트

랜치, 7년만기 트랜치, 10년만기 트랜치, 15년만기 트랜치, 20년만기 트랜치의 경우 각각 20.94

개월, 40.55개월, 49.62개월, 58.00개월, 65.82개월의 듀레이션을 보였다. 콜 한도를 5%에서 10%

로 올렸을 때, 트랜치별 듀레이션은 각각 16.58개월, 36.76개월, 48.14개월, 56.03개월, 62.70개월

로 감소했다. 콜 한도를 20%로 올렸을 때, 트랜치별 듀레이션은 각각 15.06개월, 34.81개월,

52.19개월, 64.59개월, 61.10개월로 감소했다. 따라서 제안된 콜 구조하에서는 콜금지기간 이후

에도 발행기관이 조기상환위험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투자자는 조기상환의 일부에만 노출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리 하락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모수를 5에서 50으로 증가시켜

도 듀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역시 최대콜액수가 누적현금흐름에 비해 현저히 낮

은데 기인한다.

이와함께 본연구에서는 듀레이션의 조기상환 속도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자자들

이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풀단위 시계열 조기상환

율 회귀식을 사용하여 금리하락의 영향을 추가한 후 듀레이션의 조기상환 속도에 대한 민감

도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위험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계층 MBS에 콜금지기간 이후 콜한도를 지정하여 발행기관과 투자자들이 조기상

환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분석하여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본다.

핵심단어: 다계층 MBS, 조기상환, 듀레이션, 콜금지기간, 콜한도

JEL 분류기호: G10, G20, 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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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9년 말에는 2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

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

n: KHFC)가 설립되어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

y)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고정

금리 장기대출1)을 공급하고 이를 유동화(MBS발행 및 매입보유)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한국의 MBS 시장은 2000년에 최초로 MBS가 발행되었고, 2009년 12월말

현재 누적 발행금액은 24조 9,298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전액을 보증함으로써 장기의 신용도

높은 증권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구조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풀을 조성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는 다양한 만

기를 가진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데 이를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혹은 다계층(multi-tranche) MBS라고 부른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는 기

초자산의 조기상환이 발생하여 자산의 현금흐름이 발행증권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 콜 금지기간이 지나면 만기순서로 트랜치(tranche)를 조기상환도록 하는

콜옵션(call option) 구조를 도입하여 조기상환을 투자자에게 이전(pass-through)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트랜치마다 콜금지기간이 있고 콜한도가 트랜치 발

행액의 특정비율로 정해져 콜금지기간 이후에도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일부를 인

수하고 발행기관이 나머지 조기상환위험을 인수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조기상환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각 트랜

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트랜치별 듀레이션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조기상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빠른 조기상환에 불구하고 발행자가 조기

상환된 현금흐름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일부만을 투자자에게 이체(path-through)시

킴으로 조기상환위험을 발행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택저당채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양수하기로

확약하고 은행이 사전에 약정한 조건별로 실행한 대출을 의미한다.

2) 모기지론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MBS에 대한 보증으로 MBS 이자지급일(3개월 주기)에 미상환 MBS 금

액에 대한 이자의 적시지급(timely payment)과 개별 MBS 법정만기에 원금지급을 보증(ultimate

payment)한다.

3) 현재 자산유동화증권에 관한 제도가 하나의 유동화회사가 하나의 유동화계획만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수익증권 구조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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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속도가 크게 증가하여도 트랜치별 듀레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아 투자자

의 조기상환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치별 콜가능한도를

올리면 조기상환위험이 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전가되어 듀레이션이 감소하고 것

을 볼 수 있었다. 안정적 듀레이션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영향

을 미치므로 본 논문의 결과는 MBS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설계시 유용하

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

행연구를 살펴보며 제3장에서는 방법론을 제4장에서는 자료의 구성을 다루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2. 선행연구 검토

MBS의 듀레이션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술문헌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 특히 다계층 MBS의 듀레이션 분석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4) 반면

MBS의 듀레이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기상환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

하다.

모기지의 조기상환이란 대출자가 대출의 상환기간이전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상환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재 다양한 방법론

을 적용한 다수의 문헌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단순회귀분석,

로짓회귀분석 그리고 비례위험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기상환율을 추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상환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인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 데

주택의 매매, 차환, 부도, 조기상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Chinloy(1991, 1993)는

1986년 1월부터 1989년 5월까지 GNMA MBS의 월별 조기상환율을 세 가지의 중

요한 변수로 설명하고 있는 데, 세 변수는 계약이자율, 시장이자율, 모기지 연령이

다.

조기상환율에 대한 Asay, Guillaume and Mattu(1987)의 연구는 계약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풀별선형모형이다.5) 그들은 조기상환의

4) 단지 CMO전반에 걸친 참고서로 Fabozzi and Ramsey(1999) 등이 있고 Fabozzi and Ramsey는 CMO 구

조, 가격결정, 듀레이션 전반에 걸쳐 상세히 소개한다.

5) 풀별선형모형의 대표적인 연구는 이 외에도 Brazil(1988), Carron and Hogan(1988), Davidson, Schwartz

and Torous(1989), Chinloy(1991), Schorin(199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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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금리 차이를 설명변수로 하여 실제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하였다. 계약금

리에 비하여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조기상환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

였으나 설명변수가 금리 차이 한 가지에 불과하여 조기상환의 다른 측면을 설명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Richard and Roll(1989)은 조기상환율의 변동 요인으로 차환에 대한 유인, 성

숙화, 계절성, 그리고 소진효과(burn-out effect) 등의 네 가지 요인을 설정하고 이

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조기상환율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

다.6)

Chinloy(1989)는 계약금리, 시장금리, 모기지 경과연수(age)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모형으로 GNMA MBS 모기지론 풀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상환율

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계약금리에 비하여 시장금리가 낮을수록

조기상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숙화 정도를 반영하는 모기지

경과기간 변수의 설명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orin(1992)은 GNMA 30년 만기 MBS 모기지론을 1년 단위로 풀링

(pooling)하여 계약금리와 시장금리의 비율, 모기지 경과기간, 월별 더미변수, 산업

생산, 월간 신규 모기지 대출 건수, 3개월 금리변동율, 월간 신규주택건설허가 건

수, 월간 주택매매 건수, 실업률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조기상환율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결과 시장금리 대비 계약금리의 비율이 클수록, 모기지 경과기간이 높을

수록 조기상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wartz and Torous(1989)는 개별 모기지론의 조기상환 발생 사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조기상환율을 추정하였다. 1978년부터

1987년까지 대출된 30년 만기 GNMA 모기지론 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조기상환율은 시장이자율이 계약이자율 아래로 하락하였을 때 상승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Deng, Quigley, and Van Order(2000)는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이 경쟁적 종

결위험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률과 조기상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최초의 LTV가 높으면 채무불이행률과 조기상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무불이행률과 조기상환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Deng, Zheng and Ling(2005)은 중국모기지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

국의 주거용 모기지 시장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 모형은 기존의 옵션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비옵션이론 분야인 금융 경제적 요소가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택가격 하락기와 장단기금리차이가 없을 때,

6) 조기상환 유인이 높은 대출은 초기에 조기상환이 되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기상환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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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높을 때, 조기상환율이 높았다. 최초대출금액은 조기상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차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조기상환하는 경향이 있었

으며 사무직 종사자가 기술직 종사자보다 조기상환율이 높았다. 차입자의 연령은

조기상환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채무불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독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eng and Liu(2009)의 중국 모기지시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가지수가 상승

하면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채무불이행과 조기상

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금리 차이 확대는 채무불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조기상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 LTV가 크면 채무불

이행이 증가하고, 조기상환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 차입자는 채무

불이행이 낮고, 조기상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입자의 연령이 높으면 채무불

이행은 낮고, 조기상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은 채무불이행과 조기

상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초자료의 접근성 제약으로 조기상환의 실증적

분석은 제한적이며 국내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의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신승우

(2008)와 방두완․박세운․박연우(2010)의 논문이 있다. 신승우(2008)는 2004부터

2005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사용하여 경쟁위험방

법으로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주택담보

대출의 초기 LTV와 조기상환수수료 더미가 조기상환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두완․박세운․박연우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목적으로 인수한 145,782건의 모기지대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조기상환율과 부도율을 추정하였다. 조기상환율은 계약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증가하고, 당기 담보인정비율(MLTV)이 증가할수록 대출잔액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방법론

3.1 조기상환모형

본 연구에서는 PSA 통계모형과 같이 조기상환율을 경과기간의 계단함수(step

function)로 표현하였다. PSA 통계모형은 조기상환은 초기 성숙기간이 있어 이 기

간 동안 조기상환율은 선형적으로 상승하고 조기상환율이 안정치에 이르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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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될 때까지 안정치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추정할 회귀함수는

다음과 같다.

  식(1)

여기서 는 초기 성숙기간 동안의 i 풀의 t 기 경과기간을 의미하고

 성숙후 기간 더미로 성숙기간 전에는 0의 값을 갖고 성숙기간 후에는 1의

값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조기상환율의 결정요인으로 이자율요인과 비이자율요인으로 설명

변수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조기상환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식(2)

여기서  변수는 i 풀의 t 기 평균 계약금리와 평균 시장금리의 차이

를 의미하고 는 i 풀의 t 기 평균 경과기간을 의미한다. 는 t기의 주

택가격변동률을 의미한다. 는 i 풀의 봄, 가을 이사철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이

다.

본 연구에서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차환유인을 대출이자율()과 현재 주택담보

대출 평균이자율()의 차이인 로 측정한다.7)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

으면 낮을수록 기존대출을 시장금리대출로 차환할 유인이 크므로 의 예상

부호는 양(+)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성숙화는 주택담보대출 풀의 평균 연령인

로 측정한다.8) 이사비용,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 등의 이유로 주택

담보대출의 초기 조기상환은 낮고 경과기간이 증가하면서 조기상환율이 증가하므

로 의 예상부호는 양(+)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개월간 누적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기 때문에 는 풀의 경과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추정

하였다.

듀레이션(duration)은 채권투자의 이자수입 및 원금상환의 현재가치와 현금흐

름의 유입시기를 고려한 투자원금의 가중평균 회수기간을 의미한다. 즉, 듀레이션

7) 일부 선행연구에서 차환유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계약이자율과 현재이자율의 차이)/(계약이자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8)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경과기간(weighted average loan age: WALA)을 사용하여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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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현재가치로

표시한 것으로 평균상환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듀레이션의 개념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개념은 매컬레이 듀레이션(macaulay duration)이고 매컬레

이 듀레이션는 채권의 변동성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 포트폴리오

의 금리위험 헤징의 중요한 변수이다.

3.2 단일계층 MBS 현금흐름추정 추정

조기상환은 모기지론의 차입자가 미리 약정된 상환계획보다 빨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기지론의 조기상환은 일정 모기지론 풀(pool)

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MBS의 현금흐름(cash flow)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MBS의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조기상환의 정확한

예측은 효율적인 MBS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조기상환을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경제적 모형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조

기상환분석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조기상환율의 변화가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조기상환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1개월 상환율(single

month mortality rate: SMM)과 단순조기상환율(conditional prepayment rate: CPR)이

다. CPR은 SMM을 연간화(annualize)한 개념으로 아래의 식에 의해 도출된다.

     식(3)

우선 조기상환이 없다고 가정하고 고정금리, 균등분할 상환방식의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분석한다. 채무자가 대출기관에 n개월 동안 지급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식(4)

식(4)에서 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는 균등상환액, 는 계약 이자율

(contract rate)로서 월간 이자율이며 모기지 이자율(mortgage rate)의 1/12로 계산된다.

채무자로부터 채권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모기지론의 최초

대출총액(original mortgage balance)인 과 동일해야 하므로 균등상환액은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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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

그러므로 번째 상환이 이루어진 직후의 모기지론 잔고 는 식(6)와 같

이 주어진다.

  
  

 
   



식(6)

한편, 번째 균등상환액 는 원금상환 와 이자 로 구성된다. 즉,

    식(7)

   

식(7)에서  은  기 동안 예정된 조기상환이 이미 발생한 이후

의  기 말, 즉 기 초의 모기지론 잔고를 가리킨다.

조기상환이 존재하는 경우의 현금흐름은 조기상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조기상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PRE)의 계산

은 월초(또는 지난달 말)의 모기지론 잔액에서 해당 월의 원금상환을 차감한 금액

의 일정 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8)

   

마지막으로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총 현금흐름 와 모기지론의 월말 잔

고 는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된다.

       식(9)

    

3.3 다층 MBS의 현금흐름추정과 듀레이션 추정

자산풀에 유입된 현금흐름은 각 트랜치에 순차적으로 예정된 원리금을 지급

한다. 단지 누적현금흐름이 예정상환액을 초과했을 때 발행기관은 콜금지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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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행

회차수
인수대출 수

발행금액

(십억원)

모기지

평균금리(%)

CMO

평균금리

기준금리

(%)

2004 7 37,139 3,016 6.44 4.45 3.84

2005 9 42,857 3,861 6.09 5.04 4.47

2006 5 24,342 1,753 6.41 5.37 5.00

2007 6 27,096 2,188 6.16 5.54 5.24

2008 7 27,750 2,648 6.58 5.93 5.25

2009 14 31,977 8,587 6.69 5.52 4.68

경과한 경우 만기를 고려한 순차 트랜치별로 초기원금의 5%내에서 조기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트랜치 i의 t기의 현금흐름과 잔액은 다음과 같다.

   min  ×   식(10)

    

 
  




  



      

최초의 트랜치별 모기지 대출금을 으로 설정하고, 계약 이자율, 대출

의 만기와 조기상환율에 대한 자료를 모수(parameter)로 하여 위의 식을 이용하여

축차적(recursive)으로 현금흐름을 비롯한 여러 변수들의 시간경로(time path)를

추적할 수 있다.

트랜치 i의 듀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식(11)

4.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풀의 월별자료

1,143개를 사용하여 조기상환회귀함수를 추정하였다. 연도별 KHFC CMO의 발행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도별 KHFC CMO의 발행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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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5 41,623 8,405 5.90 4.78 4.27

연도 발행금액(십억) 평균만기 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2004 3,016 8.49 4.45 3.84 0.61

2005 3,861 7.82 5.04 4.47 0.57

2006 1,753 6.35 5.37 5.00 0.37

2007 2,188 5.92 5.54 5.24 0.30

2008 2,648 3.74 5.93 5.25 0.68

2009 8,587 5.91 5.52 4.68 0.84

2010 7,797 5.78 4.78 4.27 0.51

Notes: 1) 발행금액은 선순위증권 기준

2) 평균만기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술평균값

3) 기준금리는 국고채 동일만기의 발행일 이전 3일 평균값

<표 2>에 제시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선

순위채권를 기준으로 3조 160억원의 MBS가 7회에 걸쳐 발행되었고, 2005년의 경

우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3조 8,610억원의 MBS가 9회에 걸쳐 발행되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1조 7,530억원의 MBS가 5회에 걸쳐

발행되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MBS의 평균만기를 보면, 법정만기는 3.74～

8.49년 사이였고 기준금리대비 가산금리는 30～84bp 사이였다.

<표 2> 연도별 KHFC CMO의 법정만기

주) 1. 발행금액은 선순위증권을 기준으로 함

2. 평균 만기는 발행금액 가중평균 값임

3. 기준금리는 국고채 동일만기의 발행일 이전 3일 평균값임

<표 3>의 KHFC MBS의 만기 구조를 보면, 발행기간별로 약간의 조정을 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1년 만기 MBS로부터 20년 만기 MBS까지 8개 종목의 다양

한 만기의 MBS를 발행하고 있다. 만기구조 조정추이를 보면, KHFC MBS

2004-1의 경우에는 만기별로 9개 트랜치(tranche)가 발행되었다. 특히 동 구조에서

는 7.5년 만기 증권이 발행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진다. KHFC

MBS 2004-2의 경우에는 1년 만기 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이전에 7.5년 만기 증

권이 7년 만기 증권으로 대체되었다. KHFC MBS 2005-4의 경우에는 이전의 만

기구조에 1년 만기 증권과 2년 만기 증권이 추가되어 단기채권 발행이 추가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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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발행일) 만 기
콜옵션

유예기간1)

콜옵션

행사단위2) 비 고

MBS 2004-1

(2004.06.15)
5년～20년 3개월～6년 10%

MBS 2004-2

(2004.07.28)
5년～20년 3개월～6년 5% 행사단위 축소

MBS 2004-6

(2004.11.30)
5년～20년 1년～6년 5% 유예기간 조정(5년물)

MBS 2005-9

(2005.11.10)
5년～20년 3개월～5년 5% 유예기간 조정(전종목)

MBS 2007-4

(2007.08.23)
5년～20년 3개월～5년 1% 행사단위 축소

회차(발행일) 만기 구성 비 고

MBS 2004-1

(2004.06.15)
1년, 2년, 3년, 5년, 7.5년, 10년, 12년, 15년, 20년 총 9개종목

MBS 2004-2

(2004.07.28)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총 6개종목

MBS 2005-4

(2005.05.25)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총 8개종목

MBS 2006-1

(2006.01.26)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총 7개종목

MBS 2006-2

(2006.03.30)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총 8개종목

한편 일시적으로 20년 만기 증권의 발행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에

20년 만기증권의 발행이 재개되어 현재는 총 8개 만기를 가진 MBS가 발행되고

있다.

<표 3> KHFC MBS의 회차별 만기 구성 변경 내역

조기상환 옵션의 도입 추이를 보면, 발행한 MBS 중에 5년 만기 이상의 MBS

에 대해서는 콜옵션에 의한 조기상환이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KHFC는 부분 콜옵션의 행사 단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KHFC MBS는 조기상환 행사단위를 발행잔액의 1%까지 점진적

으로 축소하여 현재 콜 구조는 콜금지기간 이후 조기상환위험은 모두 투자자에게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4> KHFC MBS의 콜옵션 유예기간 및 행사배수 변경 내역

주: 1) 종목별로 유예기간 차등 설정

2) 종목별 발행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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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구조 비중(%)

1년 이하 5.54

2년 이하 7.74

3년 이하 13.77

5년 이하 19.83

10년 이하 36.29

15년 이하 21.71

20년 이하 4.11

<표 5>의 KHFC MBS의 만기구조를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56.1%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비중이 전체 발행 MBS의 73%

를 차지하여 장기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년 만기 MBS의 발행은 전체 발행된 MBS에서

5.54%를 차지하고 있고, 2년채와 3년채의 비중은 각각 7.74%, 13.77%이다. 이에

따라 3년채 이하의 비중은 전체 발행 MBS의 27.0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년

채의 경우에는 전체 발행 MBS의 4.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KHFC MBS의 만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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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표본크기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Spread(%) 1,143 0.413 0.781 -1.680 2.080

Age(월) 1,143 38.428 20.989 3 82

∆HPI(%) 1,143 0.211 1.327 -1.988 7.011

CPR(%) 1,143 18.497 7.462 2.188 50.452

5. 실증분석

5.1 조기상환 모형 추정

본 연구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풀의 월별자료

1,143개를 사용하여 조기상환회귀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2005년 5월 31일 발

행된 2005년 3회차 MBS의 듀레이션을 추정하였다. 듀레이션 분석에 사용된 CMO

는 KHFC 2005-3 MBS이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6>와 같다.

<표 6> 기술통계량

 

   

        

 

주)여기서 는 계약금리, 는 시장금리를 의미하고 CPR(conditional prepayment rate)은 연조기상환율을

의미하고 SMM(single month mortality rate)은 월별조기상환율을 의미함

<그림 2>에 제시한 2004년-2005년 풀의 조기상환율 추이를 보면 통계모형의

가정과 일치하게 초기 성숙기간이 존재하고 이 기간 동안 조기상환율은 비교적

빨리 증가하고 초기 성숙기간이 지나면 조기상환율은 크게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004년-2005년 풀의 경우 초기 성숙기간은 약 12개월로 보인다.

<그림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율과 경과기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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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2004-2005년풀의 조기상환율 추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표 7>은 통계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풀의 경우 상수

항은 0.359로 추정되었고, 성숙기간 동안 성숙속도를 나타내는 경과기간의 상관계

수는 1.282로 추정되었다. 2005년 풀의 경우 상수항은 5.108로 추정되었고, 성숙기

간 동안 성숙속도를 나타내는 경과기간의 상관계수는 0.825로 추정되었다. 2004

년～2005년 풀의 경우 상수항은 3.030로 추정되었고, 성숙기간 동안 성숙속도를 나

타내는 경과기간의 상관계수는 1.02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004년～2005년 풀의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기상환율 식으로 듀레이션을 추정하였다.

    i f  ≤  
식(14)

<표 7> 풀별 조기상환회귀모형 분석결과

설명변수
2004년 풀 2005년 풀 2004-2005년 풀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상수항 0.359 0.167 5.108 2.586
a

3.030 2.050
b

Rise 1.282 4.799
a

0.825 3.356
a

1.025 5.571
a

Run 20.794 9.598
a

13.387 6.704
a

16.733 11.206
a

수정된 설명력 0.28 014 0.19

표본크기 539 604 1,143

a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b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확장된 조기상

환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설명 변수의 상관계수의 부호는 2004년 풀,

2005년 풀, 2004년․2005년 풀 모두에서 예상부호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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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의 상관계수의 부호는 모두 양(+) 이었고 매우 유의하였다.

Spread의 부호는 양(+)이었고 상관계수는 모든 풀에서 3에서 4사이로 안정되

게 추정되었다. 이는 시장금리가 대출금리 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기존대출을 차환

할 유인이 크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금리가 1% 하락하면 조기

상환율이 3-4% 증가하고 금리가 1% 증가하면 조기상환율이 3-4% 감소함을 의미

한다.

또한 의 부호는 양(+)이었고 상관계수는 모든 풀에서 0.2에서 0.3사이로

안정되게 추정되었다. 이사비용,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 등의 이유로 주

택담보대출의 초기 조기상환은 낮고 경과기간이 증가하면서 조기상환율이 증가하

므로 의 예상부호는 양(+)이다.

의 부호는 양(+)이었고 상관계수는 모든 풀에서 1에서 2사이로 안정되

게 추정되었다. 주택가격이 월 1%(연 12%) 증가하면 조기상환율(CPR 기준)이

1-2%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1% 감소하면 조기상환율이 1-2%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변동률()은 조기상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주택의 매매가 활발해지고 조기상환이 늘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주택의 매매는 감소하고 조기상환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지

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8> 풀별 조기상환회귀모형 분석결과

설명변수
2004년 풀 2005년 풀 2004-2005년 풀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상수항 7.749 16.28a 8.417 17.52a 8.036 24.58a

Spread(%) 2.928 10.32a 3.346 11.62a 3.068 15.85a

Age(월) 0.233 23.43
a

0.223 18.47
a

0.229 29.84
a

∆HPI 2.141 12.76a 1.534 8.75a 1.841 15.23a

수정된 설명력 0.60 0.54 0.58

표본크기 539 604 1,143

a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5.3 트렌치별 듀레이션 분석

듀레이션 분석에 사용된 CMO는 KHFC 2005-3 MBS로 트랜치 구조는 다음

<표 9>에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듀레이션의 조기상환 속도에 대한 민

감도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고 풀단위 시계열 조기상환율 회귀식을 사용하여 듀레이션의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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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체만기 트랜치1 트랜치2 트랜치3 트랜치4 트랜치5 트랜치6

2004 48.19 32.93 20.94 40.55 49.62 58.00 65.82

2005 48.43 32.93 20.94 40.55 49.62 58.00 65.82

2004-2005 48.33 32.93 20.94 40.55 49.62 58.00 65.82

속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위험이 조금 더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KHFC 2005-3 MBS의 트랜치 구조

만기 원금 계약 이자율 신용등급 옵션 트랜치 호칭

3년 870 3.96% AAA - 트랜치1

5년 800 4.30% AAA 콜옵션부(1년 이후) 트랜치2

7년 950 4.56% AAA 콜옵션부(3년 이후) 트랜치3

10년 950 4.82% AAA 콜옵션부(4년 이후) 트랜치4

15년 800 4.89% AAA 콜옵션부(5년 이후) 트랜치5

20년 300 4.93% AAA 콜옵션부(6년 이후) 트랜치6

21년 0.1 4.93% 만기일시연단리 트랜치7

트랜치별 추정 듀레이션은 <표 10>와 같다. 5년만기 트랜치(트랜치2), 7년만

기 트랜치(트랜치3), 10년만기 트랜치(트랜치4), 15년만기 트랜치(트랜치5), 20년만

기 트랜치(트랜치6)의 경우 각각 20.94개월, 40.55개월, 49.62개월, 58.00개월, 65.82

개월의 듀레이션을 보였다.

<표 10> 조기상환율 통계모형 사용한 추정 듀레이션

콜한도가 듀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콜 한도를

5%에서 10%로 올렸을 때, 트랜치별 듀레이션은 각각 16.58개월, 36.76개월, 48.14

개월, 56.03개월, 62.70개월로 감소했다. 콜 한도를 20%로 올렸을 때, 트랜치별 듀

레이션은 각각 15.06개월, 34.81개월, 52.19개월, 64.59개월, 61.10개월로 감소했다.

콜한도를 20%까지 올려도 듀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안

된 콜 구조하에서는 콜금지기간 이후에도 발행기관이 조기상환위험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투자자는 조기상환의 일부에만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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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limit 전체만기 트랜치1 트랜치2 트랜치3 트랜치4 트랜치5 트랜치6

5% 48.33 32.93 20.94 40.55 49.62 58.00 65.82

10% 48.33 32.93 16.58 36.76 48.14 56.03 62.70

20% 48.33 32.93 15.06 34.81 52.19 64.59 61.10

PSA 전체만기 트랜치1 트랜치2 트랜치3 트랜치4 트랜치5 트랜치6

0 97.48 32.93 32.51 52.38 62.67 64.17 62.39

50 84.78 32.93 25.44 42.08 64.36 63.50 61.10

100 74.67 32.93 23.62 37.98 57.13 59.07 61.10

200 59.91 32.93 23.08 36.35 53.29 55.70 61.10

300 49.96 32.93 19.81 34.81 46.08 54.40 61.10

<표 11> 콜한도별 추정 듀레이션

주)2004년, 2005년 통합 풀을 이용해서 추정

본 연구에서는 조기상환 속도에 대한 듀레이션의 민감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

PSA모형을 사용하였다. 기본 CPR모형으로 100% PSA를 가정한다면 100% PSA에

서 CPR이 상수항 없이 월별로 0.2%씩 30개월까지 증가하다가 6%에서 고정되며,

여기에 조기상환속도 모수인 m을 추가한다.

기본 모형:

   i f  ≤  
식(15)

승수모형:

   i f  ≤  
식(16)

조기상환속도를 0%(m=0)에서 300%(m=3)까지 변화시키며 듀레이션을 추정한

결과를 <표 12>에서 보여준다. 조기상환속도가 급속히 증가하여도 모든 트랜치의

듀레이션이 제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랜치6은 조기상환속도가

크게 PSA 50% 이상에서는 듀레이션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이

는 콜한도를 통해 투자자의 조기상환위험 노출이 통제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표 12> 조기상환 성향변화에 대한 트렌치별 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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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기상환 성향변화에 대한 트렌치별 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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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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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리하락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 PSA 모형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기본 CPR모형으로 100% PSA를 가정한다면 100% PSA에서

CPR이 상수항 없이 월별로 0.2%씩 30개월까지 증가하다가 6%에서 고정되며, 여

기에 Spread × parameter 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2004년-2005년 풀의 조기상환통

계모형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 f  ≤  
식(17)

그리고 (m x 100)% PS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f  ≤  
식(18)

SP는 금리패스를 로그노말과정(lognormal process), BDT, BK 모형 등의 다

양한 금리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리패스

를 사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듀레이션을 추정하고 결과를 <표 13>

에 제시하였다. 추정 듀레이션은 통계모형을 통해 추정한 듀레이션 보다 조금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하락 효과가 투자자의 조기상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

을 보여준다.

9) MIAC의 WinOAS와 같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가정하에 금리패스를 구현할 수 있다. 금리

생성이론은 James and Weber(2000), Brigo and Mercurio(2001)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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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전체만기 트랜치1 트랜치2 트랜치3 트랜치4 트랜치5 트랜치6

0 95.36 32.93 29.81 48.46 61.43 63.87 65.82

50 82.91 32.93 26.21 43.22 60.17 60.69 65.82

100 73.00 32.93 23.98 41.41 56.85 60.68 65.82

200 58.58 32.93 20.94 40.55 49.62 58.00 65.82

300 48.87 32.93 20.94 40.55 49.62 58.00 65.82

<표 13>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조기상환 속도별 듀레이션

패널 A. 조기상환 속도별 듀레이션

Panel B.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금리기간 구조 입력 모수

기간(월) 3 6 9 12 18 24 30 36 60 120 240

금리(%) 3.40 3.52 3.62 3.66 3.74 3.78 3.80 3.81 4.07 4.65 5.00

변동성(%)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콜금지기간 이외에도 콜한도를 지정하는 다계층 MBS의 듀레

이션을 분석하였다. 2004년 정부보증 MBS를 최초로 발행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

사는 1년에서 20년의 만기를 가진 다계층 MBS를 매년 6회 정도 발행하고 있다.

KHFC MBS는 동질의 모기지풀에 기초한 다수의 계층 즉, 채권으로 구성되는

데 이들은 원금 일시상환 이표채권(bullet bond)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계층별로

만기가 다르다. 원금 일시상환 트렌치를 제외한 모든 트렌치는 발행기관이 투자자

에게 조기상환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콜옵션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콜금지기간 이후 발행기관이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의 한도, 즉, 콜

한도를 지정하여 콜금지기간 이후에도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에 제한적으로 노출되

고 발행기관이 조기상환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MBS 구조를 분석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한 주택담보대출 풀을 표본으로 조기상환 함수

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2005년 5월 31일 발행된 2005년 3회차 MBS의 듀레이션

을 추정하였다. 이 중 5년만기 트랜치, 7년만기 트랜치, 10년만기 트랜치, 15년만기

트랜치, 20년만기 트랜치는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콜금지기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

사하여 발행잔액의 5%까지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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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였다. 5년만기 트랜치, 7년만기 트랜치, 10년만기 트랜치, 15년만기 트랜

치, 20년만기 트랜치의 경우 각각 20.94개월, 40.55개월, 49.62개월, 58.00개월, 65.82개

월의 듀레이션을 보였다.

콜 한도를 5%에서 10%로 올렸을 때, 트랜치별 듀레이션은 각각 16.58개월,

36.76개월, 48.14개월, 56.03개월, 62.70개월로 감소했다. 콜 한도를 20%로 올렸을 때,

트랜치별 듀레이션은 각각 15.06개월, 34.81개월, 52.19개월, 64.59개월, 61.10개월로

감소했다. 따라서 제안된 콜 구조하에서는 콜금지기간 이후에도 발행기관이 조기상

환위험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투자자는 조기상환의 일부에만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리 하락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모수를 5에서 50으로 증가시켜도

듀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역시 최대콜액수가 누적현금흐름에 비해 현

저히 낮은데 기인한다.

이와함께 듀레이션의 조기상환 속도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는데, 풀단위 시계열

조기상환율 회귀식을 사용하여 금리하락의 영향을 추가한 후 듀레이션의 조기상

환 속도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한 결과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위험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콜금지기간 이후 콜한도 지

정을 통해 투자자의 조기상환 위험을 감소시켜 조달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지 이러한 콜옵션 구조는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이 급격히 증대하는 경

우 여유자금이 증가해서 발행기관이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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