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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KO의 의의
□ 외환거래는 거래목적에 따라 헤지(hedge)거래, 투기(speculation)거래와 재정거
래(arbitrage)로 구분되며, 헤지(hedge)거래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환율의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려는 계약이나 조치를 지칭함.
◦ 환위험의 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영환
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활동의 하나임.

* 본 자료는 2009년 2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한 「KIKO의 이해」를 재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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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통화, 이자율, 상품, 주식, 신용 등 다양하며, 이러한 기
초자산 중에서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통화스왑, 통화선도, 통화
옵션 등으로 세분됨
◦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통화옵션은 Range Forward(구간선물환), Target Forward
(타겟선물환), Double Forward, Amortizing Forward(원금감소형선물환), Accumulating

Forward(원금증가형선물환), Knock-in, Knock-out, KIKO 등 매우 다양함.
◦ KIKO(knock-in, knock-out)2) 통화옵션은 수출대금(헤지 대상)의 환율 변동 위
험을 헤지하기 위해 고객의 은행에 대한 Knock-out 풋옵션(put option)과 은
행의 고객에 대한 Knock-in 콜옵션(call option)을 주로 1:2 비율로 결합한 통
화옵션의 일종임.
□ KIKO(레버리지 2배) 거래조건 예시
<거래조건 예시>
－ 행사환율 : 900원, Knock-out 환율 : 800원, Knock-in 환율 : 1,000원
(KI시 2배매도)
개

요

손익구조

◦ 기간 중 환율이 800원 이하 터치시
∙계약 무효(Knock-out)
◦ 기간 중 환율이 1,000원을 터치 안했을 경우
∙ 만기환율 800~900원 구간 : 행사환율 900원에 외환

손익

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익
∙ 만기환율 900~1,000원 구간 : 권리행사 없이 현물환
율 시세대로 외환을 매도하므로 기업 손실 없음

낙아웃
(800원)
환율
행사환율 낙인
(900원) (1000원)

손익

낙아웃
(800원)

◦기간 중 1,000원 이상 터치시(Knock-in)
∙ 만기환율 800~900원 구간 : 기업이익
∙ 만기환율 900원 초과 구간 : 기업손실

환율
행사환율
(900원)

낙인
(1000원)
레버리지2배

2) Knock-in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조
건을 가진 옵션을 말하며, Knock-out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
하는 조건을 가진 옵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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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장 점

단 점

◦ 일정부분 환율상승에 따른 기회이익 향유 및
환율이 Knock-out 환율 이하로 떨어지지만 ◦ 환율이 Knock-in 환율 이상에서 지속될 경우
않는다면 단순선물환보다 높은 환율로 매도
행사환율보다 상승한 부분에 대한 기회이익
가능
향유 포기
◦ 환율이 Knock-out 환율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 환율이 Knock-out 환율 이하로 계속 하락할
잔여계약 모두가 아닌 해당 연번의 옵션계약
경우 잔여계약이 순차적으로 자동 소멸됨
만 소멸

◦ 은행의 상품안내서에는 이 밖에도 상품개요, 거래결과 예시, 거래기업의 손익
구조(pay-off) 등이 수록되어 있음.

Ⅱ. KIKO의 기본 구조와 거래체결과정
1. KIKO의 기본 구조
◦ KIKO통화옵션은 고객의 풋옵션(put option)과 은행의 콜옵션(call option)을 주
로 1:2의 비율로 결합한 통화옵션상품임.
◦ KIKO통화옵션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수단의
하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종결 처리함(’08. 7. 25).

☐ 고객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을 결합하는 이유
◦ 고객이 풋옵션을 사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은 전혀 없는 대신 옵
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함.
◦ 풋옵션 프리미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거래비
용이 상쇄되도록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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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O통화옵션은 거래시점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거래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옵션가격결정 모델인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에 기초하여 산출한 두 옵션의 가치가 동일해지도록 제로비용(zero
cost) 구조로 설계됨.3)

☐ 고객의 풋옵션(put option) 또는 콜옵션(call option)에 KO조건 또는 KI조건을
부가하는 이유
◦ KO 또는 KI조건이 붙은 통화옵션상품은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표준적인
통화옵션상품에 비해 옵션 프리미엄이 훨씬 저렴함.
◦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
한 위험 대비 헤지 효과를 확보 가능함.

☐ 레버리지 조건이 부가되는 이유
◦ KIKO통화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행사환율, KI 환율, KO 환율,
레버리지 등)는 독립적으로 특정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옵션

가격결정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
동함.
◦ 따라서 레버리지를 높일 경우(예컨대 풋옵션과 콜옵션을 1:3 비율로 결합) 행사
환율과 같은 다른 거래 조건을 거래기업측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함.4)

2. KIKO 선호 배경
☐ 기업들이 KIKO통화옵션거래를 많이 하였던 2006년 및 2007년 당시 많은 국
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그 다음 연도에 점진적인 환율 하락을 예상함.
◦ 2003년 초 1,200원 전후였던 원/달러 환율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 단순한 손익의 크기가 아니라 향후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고객과 은행의 기대이익
이 동일해짐을 의미함. 즉 기업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환율구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현 확률이 높고, 기업이 손해 볼 환율구간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무척 낮
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은 동일함.
4) 예컨대 행사환율 혹은 KI 환율을 높이거나, KO 환율을 낮출 수 있어 레버리지 상승에 따른 불리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으며, 만약 레버리지 조건 없이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행사환율
및 KI 환율과 높은 KO 환율 조건으로 설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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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에 1,000원에 도달하였고, 2006년 초부터 950원 전후에서 서서
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6년 및 2007년에는 연간 환율 최
대 변동폭이 60원을 넘지 않았음.

☐ 2003∼07년중 환율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이 환리스크에 노
출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에는 스왑포인트5)의 하락
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축소로 기업들이 원하는 환율로 환위험을 헤지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좀 더 높은 환율로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KIKO통화옵션을 매우 선호함.

☐ 환위험을 헤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선물환매도는 환율 변화에 의한 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차익을 누릴 기회가 사라
지며, 스왑포인트(swap point)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영업 계획시 수립한
영업마진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반면 KIKO통화옵션계약은 계약 효
력이 사라지는(Knock-out) 구간에서의 환위험을 거래기업이 감수하는 대신
환율이 Knock-out 환율과 Knock-in 환율 사이에 있으면 거래기업이 비
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선물환율보다 더 높은 행사가격을 인정받아 선물
환매도보다 더 유리한 환위험 헤지효과와 일정 부분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당시에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선호함.

3. KIKO의 거래 체결과정
☐ 거래 체결과정
◦ 먼저 은행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별로 적합한 외환파생상품을 안내함.
◦ 기업이 다양한 외환파생상품 중 KIKO통화옵션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기업
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거래조건제안서를 은행이 작성하여 송부함.
◦ 은행과 기업은 거래조건제안서를 기초로 거래조건을 협의함.6)

5) 스왑포인트(swap point)란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의미함.
6) KIKO통화옵션거래는 Knock-in, Knock-out, 행사가격 등 주요 조건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
문에 사전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일률적으로 거래조건이 결정되어 거래되는 약관 거래와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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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기업간에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두로 계약7)을
체결함.
◦ 은행은 계약 체결 직후 최종 합의된 거래조건을 기재한 문서(Term Sheet)와
거래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작성하여 기업에 송부하여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거래체결이 완료됨.
－ 은행은 관련 규정(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ꡕ, ꡔ파생상품업무처리모범규준ꡕ)
과 상품안내서 등에 따라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하고 거래기업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함.
－ 거래기업은 은행의 설명에 기초하여 위험요소를 인식한 상황에서 거래를
개시함.

☐ KIKO통화옵션의 구체적인 세부거래조건은 은행과 거래기업이 개별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달리 설정됨
⇒ 따라서 KIKO통화옵션거래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각 거래 사안별로 따로 다
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모든 은행이 취급한 거래를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다
루어질 문제는 아님.

4. KIKO 거래에 따른 손익 현황
☐ 2008년 8월말 현재 517개 기업이 KIKO통화옵션거래를 체결함.
☐ 전체(517개 기업)적으로는 KIKO통화옵션거래로 인해 1.69조원의 손실이 발생
하였으나 수출대금 수입에서 4.14조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여 전체로는 2.45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평균 KIKO통화옵션계약비율(콜옵션매도
금액/수출금액) 40.4%]

있음.
7) 거래조건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먼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협의과정은 녹취를 하여 계약 성립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 서류작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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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IKO 손익 현황
(2008. 8. 31. 기준/단위 : 개, 억원)
총 손실(A)

구 분

업체수

계약 잔액
(억달러)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7,784

56

13

△2,771

△1,053

46

20

△4,097

△1,372

7

10

△1,837

과도 헤지
대기업
과도 헤지
합

실현손실

평가손실

환차익
(B)

총 손익
(A+B)

29,580

16,734

△1,718

2,320

△451

△2,725

11,890

7,793

△451

△1,386

1,015

△822

계

517

79

△16,943

△6,434

△10,509

41,470

24,527

과도 헤지

63

23

△4,608

△1,504

△3,104

3,335

△1,273

주 : 1) 과도 헤지(Over-hedge)는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KIKO계약(콜옵션 매도금액 기준)을 한 경우
를 말함.
2) ’08. 1~8월중 실현손실임.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08. 10. 1.)

5. 손실 발생 원인
☐ KIKO통화옵션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환위험 헤지의 범위(수출대금)를 넘
어선 과도한 헤지 행위(Over-hedge)에 주로 기인함.

☐ 거래기업이 오버헤지(Over-hedge)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KIKO통
화옵션거래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추후 수취하는 수출대금에서 환차익이 발생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받게 됨.
◦ 거래기업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일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환율 하락
에 대비한 환차손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파생거래의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두고 거래기업의 손실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 은행의 경우에는 거래기업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환위험을 헤지8)하기
위해 반대 방향의 거래를 체결하여 환포지션을 스퀘어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래
기업과 은행 사이에 제로섬게임 이론은 적용되지 않음.
8) 은행의 환헤지 방법 : 은행은 개별 거래에 대한 백투백(Back-to-Back)방식으로 헤지하기도 하지만,
주로 전체 포지션에 대한 헤지방식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방향성(Delta), 금리(Rho), 변동성
(Veg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 포지션을 분할하여 헤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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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거래기업의 손실만큼 은행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은 거래에 따른 마진9) 정도임.

Ⅲ. KIKO 계약의 법률적 쟁점
1. 계약의 성립 여부
☐ KIKO통화옵션계약은 은행과 거래기업 간의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됨.
◦ 설령 합의 부존재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도 은행과 거래기업간에 계약 성
립을 전제로 하는 정산행위가 존재하므로 사후합의(추인)에 의한 계약 성립
이 인정됨.

2. 약관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 KIKO통화옵션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개별교섭에 의해 정해지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임을 전제로 하는 약관법상 무효 여부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KIKO통화옵션계약은 외환매매거래약정서와 함께 체결되는데,
외환매매거래약정서는 약관에 해당되지만 행사⋅KI⋅KO환율 등을 정하는
KIKO통화옵션계약은 은행과 거래기업 간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체결되므
로 약관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법원(2008카합3816)은 KIKO통화옵션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약관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계약구조(거래비용을 제로로 하기 위해 옵션을
1:2비율로 다르게 구성,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의 묶음으로 구성 등)는 약관에

9) KIKO통화옵션 거래시 거래기업은 콜옵션을 은행에 매도한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고 이 프리미엄으
로 풋옵션을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로 비용(zero cost)이 됨. 이 경우 거래기업이 부담하는 비
용에는 은행 간 옵션 프리미엄에 기업의 신용(credit)에 해당하는 스프레드가 감안되어 있는데 이
스프레드가 은행의 거래 수익임.

특집해설 / 키코(KIKO)의 이해

185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KIKO통화옵션계약의 계약구조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약관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예를 들어 대출계약의 경우 대출금액, 만기, 이자,
지연이자 등 계약구조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출계약구조를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약관에 해당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은행이 ISDA10) 양식으로 KIKO통화옵션계약을 체결
한 경우 ISDA Master Agreement를 약관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KIKO통
화옵션계약의 계약구조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약관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
이 없음.

☐ 설령 KIKO통화옵션계약 또는 동 계약상의 구조가 약관에 해당되더라도 약관
법상 무효사유(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장기계약에 의한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자가 약관의 주요내용 중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계약의 내용
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약관법 제3조), 은행은 거래제안서, 상품설명서 등
을 통해 KIKO통화옵션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음.
◦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지만(약관법 제6조), KIKO통화옵션계약상 당사
자의 주요 권리인 거래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예컨대 거래기업의 풋옵션에 Knock-out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행사환율 등 다른 계
약조건을 유리하게 조정 가능) 불공정하지 않음.

－ 법원(2008카합3816)과 공정위(2008약관1926등)도 KIKO통화옵션계약이
약관법상 불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장기(長期)계약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계약
기간조항이 무효이지만(약관법 제9조), KIKO통화옵션계약은 거래기업과 은
행의 옵션가치가 계약기간 전체를 통해 평가했을 때 동일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장기계약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KIKO통화옵션 계약기간을 사후적으로 단축시
10)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표준
화를 위해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52개 국가 800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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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경우 거래기업과 은행의 옵션가치가 동일해지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
가 발생할 수 있음.

3. 민법 위반에 따른 무효 여부
☐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
사자의 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
하고 있음.

☐ 그런데 KIKO통화옵션계약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법하게 취급되는
파생상품의 하나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동 계약에
따라 거래기업과 은행의 옵션가치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어 공정을 잃은 계약
도 아니므로, 민법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4. 계약 취소(민법상 의사표시 하자) 가능 여부
☐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해 거래기업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해 KIKO통화
옵션계약의 체결을 승낙했다면 승낙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 그런데 거래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거래제안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KIKO통
화옵션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았을 경우에는 거래기업에게 착오 또는 은행
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5. 계약 해지(사정변경에 따른 신의칙상의 해지) 가능 여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다수)에 의하면, 사
정변경에 따른 신의칙상의 해지권은 계약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
적인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고, 계약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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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KIKO통화옵션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 비록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이 예
상되고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전제하에 거래기업이 은행에게 Konck-in
콜옵션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풋옵션을 가짐으로써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손실
을 헤지하고자 한 계약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최근의 환율상승현상을 계약
성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
고, 설령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래기업이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움. 더구나 KIKO통화옵션계약의
거래 목적 및 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KIKO통화옵션계약의 구속력을 인
정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최근의 환율상승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30일 법원이 KIKO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
분신청을 받아들인(2008카합3816) 이유로 거래기업의 사정변경에 따른 신의칙
상 계약 해지를 인정한 것은,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설명의무 위반이나 적합
성 원칙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사안은 은행의 위험 설명이나 적합
성 원칙 준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하에(물론 이와 같은 KIKO통화옵션거래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각 거래 사안별로 따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은 전술하였음), 거래

기업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KIKO통화옵션계약상의 정산으로 인
해 흑자도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본안판결시까
지 KIKO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거래
기업이 가져야 하는 피보전권리*로서 위와 같은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이해됨.
*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위해선 가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
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KIKO통화옵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지위가 피보전권
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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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당 사안이 은행의 위험 설명이나 적합성 원칙 준수에 문제가 있었다
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기업
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함.

Ⅳ. KIKO 계약의 가처분 결정내용 및 영향
1. 법원의 2008. 12. 30일자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
☐ KIKO의 구조적 공정성 및 유효성은 인정
◦ KIKO통화옵션계약의 구조적 공정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인정 : 법원은
KIKO통화옵션계약이 구조적으로 불공한 것이 아니며 민법 및 약관규제법
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정함.
◦ KIKO통화옵션계약에 있어 사기 또는 착오가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 :
법원은 신청인들이 KIKO통화옵션 계약조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불이익을 받는 대가로 행사환율 등 다른 계약조건들을 자신들
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함.
◦ 신청인들이 KIKO통화옵션계약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명시
적으로 인정 : 법원은 Knock-in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게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달러화를 행사환율에 매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하게 되어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명확
히 인정함.

☐ 다만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KIKO통화옵션계약의 중도 해지결정을 한 것은
전술한 바처럼 법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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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파생금융시장의 위축 초래
◦ 환위험 헤지계약 후 환율급등과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KIKO통화옵션계약 뿐만 아니
라 단순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환위험 헤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져 거래 금
융기관이 관련 환율 변동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어 파생상품시장
의 위축이 불가피함.

☐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우리나라 이미지 훼손 가능성
◦ 이번 법원의 결정은 스왑거래에 대한 영국의 Hammersmith & Fulham 지
방청 사례와 유사함.
1989년 영국법원은 영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가입한 이자율스왑 계약이 불
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이 판결로 75개 은행에 약 7억
5천만 파운드(미화 1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함.
⇒ 이 사례로 오랫동안 금융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온 런던의 명성이 크게
훼손됨.
◦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KIKO통화옵션계약의 효력 해지
가 인정된다면 이는 과거 영국 사례와 같이 미래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입
지를 굳히려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큼.

☐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상승
◦ 금융파생상품에 대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 인정이 일반화될 경우 국내금융
시장에서의 법적 불안정성 심화로 컨트리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어 국제금융
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과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기피하게 되고 신
용공여 한도(credit line)가 축소되어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 은행들이 KIKO통화옵션거래와 관련된 손실로 인해 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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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어 기업대출이 축소되고 이는 기업
도산 → 경기침체 → 실업증가 → 소비감소 → 기업도산의 악순환을 초래하
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됨.

Ⅴ. KIKO 관련 지원대책11)
☐ 그동안 정책당국과 은행은 KIKO통화옵션 거래기업에 대해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외화대출 지원, 통화옵션계약구조 변경, 파생상
품거래 정보 공유 체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함.

☐ 정부는 ’08. 10월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09. 1. 30일
현재(’08. 10. 13.∼’09. 1. 30. 기간중)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기업 476개
사에 대해 총 1.8조원을 지원함.
◦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9.
1. 30일 현재 9,713억원의 여신(대출전환 및 신규여신)을 지원하였고 8,560
억원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기타 통화옵션계약 조정 등을 통해 12억원을 지
원함.
<표 2> 유동성 지원 내용
(’08. 10. 13.∼’09. 1. 30, 누계/단위 : 개, 억원)
지원금액

보증금액**

구 분

업체수*

대출
전환

신규
여신

만기
연장

기타

합계

신보

기보

합계

합계

476

7,691

2,022

8,560

12

18,285

829

587

1,416

* 은행별 지원실적을 단순 합산한 기업수 기준임.
** 2008. 11. 11일 현재 보증금액임.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08. 10. 30, ’08. 11. 10., ’0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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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대출 지원
◦ 2008. 10. 27일 KIKO 등 통화옵션거래의 결제목적 외화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2008. 11. 7일 현재 3개 은행이 10개 기업에 60.8백만달러 및 100백
만엔을 외화 대출함.

<표 3> 은행별 외화대출 실적
(2008. 10. 13.∼11. 7, 누계/단위 : 개)
은 행 명

업체수

지원금액

한국씨티

8

59.8백만달러

외

환

1

1백만달러

국

민

1

100백만엔

합

계

10

60.8백만달러+100백만엔

☐ 통화옵션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지원
◦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KIKO 등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변경(만기연장 및
금액조정, 기간내 구조변경)하여 거래기업의 초기 정산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

로 9개 회사를 지원함.

☐ 기 타
◦ 현행 기업구조조정(Work-out) 절차에 따라 출자전환, 대출전환,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추진함.
◦ 파생상품거래 정보 공유 체제 구축(’08. 11. 3일 시행)
◦ 기업이 복수의 은행과 거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헤지
(Over-hedge)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과 체결한 파생상품의 거

래종류, 계약규모 및 만기일 등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도
록 은행 공동으로 은행연합회 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
◦ 파생상품 거래 관련 투자권유준칙 마련
◦ 자본시장법 시행(’09. 2. 4.)에 맞추어 국내 은행들은 파생상품 판매시 적합
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강화한 투자권유준칙 및 판매매뉴얼을 마련함과 아
울러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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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대

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01. 6월～)
(’04. 7월～)
(’08. 4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
▪신용공여액 제한없음

근

거

▪‘대기업’이 주요대상
▪법률(강제 가입)

협약가입
금융기관

주요내용

▪은행, 보험, 증권, 여전 등 ▪국내은행 등 23개 기관
全 금융기관
▪예보, 캠코, CRV 등 포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자 75% 동의시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경영정상화 계획 실행
▪워크아웃추진현황(기업수)

추진실적

▪‘중소기업’이 주요대상
▪자율협약(자율 가입)

(’01. 9. ～ ’ 07. 12.) 71개
▪기업회생률 : 69%

▪신․기보, 수출보험공사,
캠코, 중진공 포함
▪기촉법절차와 거의 동일

▪자율협약(자율 가입)
▪全 금융기관 중 95.8%
▪은행(100%),저축은
(95.6%), 증권(100%),
자산운용(100%) 등
▪채권행사 1년 유예

▪채권행사 자동유예
▪신규자금은 개별 금융기
▪공동워크아웃 추진 의무화 관의 판단에 따라 지원
▪워크아웃추진현황(기업수)
(’05)2,120 → (’06)1,416
→ (’07)952

▪’09. 1월 현재 41건 시행
(채무기한연장)

▪기업회생률 : 51.9%

◦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17개 국내은행, 신보․기보)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 파생금융상품 안내, 대출 상담 등 중소기업의 금
융거래 상 불편 해소12)를 도모함

Ⅵ. 맺음말
☐ 각 경제주체들이 KIKO통화옵션거래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

1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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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바탕으로 예방 및 해결 방안 강구
◦ 공정거래위원회는 KIKO통화옵션거래의 불공정약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조
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
하기 곤란하므로 불공정 혐의 없음이라고 종결 처리(’08. 7. 25.)하였으며, 거래
관련 책임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분쟁은 감독 및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
하겠다는 입장임.
◦ 기업, 은행, 감독당국 등은 KIKO통화옵션거래 문제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
대로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환위험 헤지거래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헤지(hedge)거래는 보유 기초자산의 장래 가격 변화에 따른 손익을 사전에
확정하거나 그 범위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음 즉 가격변동에 따라 보유 기초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헤지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
됨으로써 Cash Flow 상의 재무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 헤지거래와 관련된 전체 포지션(손익)을 보지 않고, 한쪽 거래의 손실(위
험성)만이 부각되어 기업이 환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헤지거래의 순기
능을 부정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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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KIKO 관련 Q&A 자료

출시 배경
Q : KIKO통화옵션상품이 2005년 이후 집중적으로 거래된 이유가 무엇인가?
A : KIKO통화옵션상품은 2005년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음
출시되었으나 당시에는 시장에서 이 상품이 별로 인기가 없었음.
그러나 2006년도부터 선물환가격이 현물환가격보다 낮아진데다 환율의 하락
안정세(연간 변동폭 50원 수준)가 뚜렷해지자 수출중소기업이 선물환거래보다
환위험 헤지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상품을 선호함.
Q : 외국에서도 국내의 KIKO통화옵션과 동일한 상품이 판매되는가?
A :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내의 KIKO통화옵션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환율변동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 이 상품을 선호함.

불공정성 문제
Q : KIKO통화옵션상품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된 반면, 손실은 무한
대인 구조이므로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A : KIKO통화옵션상품은 Knock-out 풋옵션과 Knock-in 콜옵션을 결합하여 상
호 옵션프리미엄이 상쇄되어 비용이 절약되도록 설계된 상품임.
또한 KIKO통화옵션상품은 상품구조가 계약 당시에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 및
향후 발생할 이익 및 손실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기대손익이 균형
을 이루도록 설계된 상품으로써, 계약당사자인 고객과 은행의 옵션가치가 일
치하는 공정한 상품임.
한편 KIKO통화옵션상품에 대하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상 불공정
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외국에서도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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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화파생상품 중 하나임.
Q : 환율 하락시 Knock-out 되는 KIKO통화옵션상품이 정상적인 헤지상품인가?
A : KIKO통화옵션상품의 거래가 많았던 것은 환율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왔던
당시 외환시장 상황에서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선물환보다 외화를
높은 수준에 팔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임.
물론 환율 하락시에 Knock-out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거래
기업이 환율이 큰 폭의 변동없이 일정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Knock-out 조항을 넣는 대신 행사환율을 높게 적용받는 조건을 많
이 선택함.
KIKO통화옵션거래 구조를 보면 Knock-out과 Knock-in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장상황과 거래기업체의 Needs에 맞게 Knock-in
조항만 들어가거나 Knock-out 조항만 들어가는 계약도 있음.
즉 시장상황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KIKO통화옵션거래 구조를 얼마든지 조정
할 수 있음.

과도 헤지(Over-hedge) 문제
Q : KIKO통화옵션거래를 하면서 거래기업이 과도한 헤지(Over-hedge)를 하도록
조장한 것은 아닌지?
A : 은행은 환율이 상승하여 Knock-in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거래기업의 수출금
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KIKO통화옵션 계약 당시에 Over-hedge 되어 손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 심사를 철저히 함.
즉 은행은 거래기업의 미래 Cash Flow를 기준으로 환율이 상승하여
Knock-in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거래기업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예
상금액 범위내에 콜옵션 계약금액이 제한되도록 유도하였음.
다만 계약 당시에는 Over-hedge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외부환경
의 변화로 수출물량 감소, 원자재 가격상승, 현금흐름의 Mismatch 등으로 인
한 Over-hedge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다른 은행과의 중복거래로 인하
여 사후적으로 Over-hedge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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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는 Over-hedge 여부를 거래기업의 정보 제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
는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에 은행간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게 됨.

은행이 KIKO로 취한 이익
Q : 은행이 KIKO통화옵션거래로 취한 이익은 얼마나 되나?
A : 은행이 KIKO통화옵션거래를 통하여 취한 이익은 일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과 달리 크지 않음.
은행은 기본적으로 거래기업과 KIKO통화옵션거래를 체결하면서 자체 환위험
을 헤지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반대거래를 하여 환포지션을 스퀘어로 가져
가므로 고객의 손실이 곧바로 은행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음.
따라서 은행이 얻는 이익은 KIKO통화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거래 마진*에 한
정됨.
* KIKO통화옵션 거래시 거래기업은 콜옵션을 은행에 매도한 대가로 프리미
엄을 받고 이 프리미엄으로 풋옵션을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로 비용
(zero cost)이 됨. 이 경우 거래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은행 간 옵션 프리

미엄에 기업의 신용(credit)에 해당하는 스프레드가 감안되어 있는데 이 스
프레드가 은행의 거래 수익임.

우월적 지위 남용
Q : KIKO통화옵션거래 계약서에 고객의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은 약정서에 설명
되어 있으나 중도해지 비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A : KIKO통화옵션계약은 거래기업 또는 은행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는 없으나, 쌍방간의 합의
로 중도해지할 수는 있음.
이와 같이 쌍방간 합의로 중도해지시에는 상품의 가치가 거래 계약시에 비해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측에서 가치변동분을 상대방에 지
급해야만 중도해지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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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환율이 계약시에 비해 급상승해 있음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손
실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기업 입장에서 중도해지가 어려운 실정임.
Q : KIKO통화옵션거래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A : 거래확인서가 비록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기업에게 상품을 설명
하는 사전단계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거래조건을 우리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글로 작성된 설명자료를 교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현재는 한글병기본을 제작․교부하고 있음.
Q :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은행의 일방적인 권유로 KIKO통화옵션계
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A : KIKO통화옵션계약이 많이 체결된 당시에는 은행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대부
분의 경우 은행보다는 거래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동일한 계약조건을 가지고 은행들에 대해 입찰(bidding)을 부칠 정도로 수요
자 중심의 시장이었음.
따라서 은행이 우월적인 지위나 일방적인 권유로 거래를 체결한 것은 아님.
Q :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KIKO통화옵션거래를 꺾기 대상으로 활용했
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 과거의 예로 보면 꺾기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 서서 수익을 맞추기 위하거나
또는 대출자금 부족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수신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
을 말함.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시중의 풍부한 자금사정, 은행 건전성 호전, 기업의 부
채비율 하락 등으로 대출시장은 이미 수요자 위주로 바뀐 지 오래되었으며 이
런 현상은 파생상품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음.
더구나 은행간 경쟁도 심해 기업들이 파생상품 거래시 복수의 은행들을 대상
으로 입찰을 부칠 정도였음.
한편 거래기업이 환위험 헤지를 위해 선물환, KIKO통화옵션거래 등을 하게
되면 향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은 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었던 점만으로도 당시에는 기업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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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하면서 여신과 유사한 KIKO통화옵션거래를 꺾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은행입장에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므로 실행하기 어려움.

불완전 판매 관련
Q : 은행이 국내 유수기관의 환율하락 전망만을 거래기업에 제시하고 환율이 상
승하였을 때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거래기업을
기망한 것 아닌가?
A : KIKO통화옵션거래가 집중된 2007년 하반기는 실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주요 기관 및 연구소도 모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었으며 수출기업들도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는 시기였음.
은행은 파생상품 기본 판매절차에 따라 KIKO통화옵션거래가 내재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위험에 대해 거래확정서에 환율수준별로 거래기업의 최대손실금
액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
KIKO통화옵션거래와 관련한 위험미고지 등 불완전판매 이슈는 일반화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거래 사안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Q : KIKO통화옵션 거래시 Zero Cost로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면서 거래를 강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 옵션을 거래할 경우 옵션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의 가격)을 제공
하게 되는데, Zero Cost 옵션거래란 옵션의 가격인 프리미엄을 거래기업이 별
도로 부담하지 않도록 풋옵션과 콜옵션을 합성하여 설계한 옵션거래를 지칭함.
은행이 Zero Cost라고 설명했던 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없다
는 이야기이지 은행에 동 거래에 따른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 .
KIKO통화옵션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상품설계, 가격 산정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
에서의 거래마진을 수수하게 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품을 거래
할 유인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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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반대매매 관련 수익
Q : KIKO통화옵션거래로 발생하는 은행의 수익이 일정한 마진 정도에 불과하다
면 대부분의 이익이 외국계은행이나 외국 펀드 등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A : 은행은 KIKO통화옵션거래를 체결한 후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환포지션을
스퀘어로 만들기 위하여 반대거래인 선물환 및 현물환 매도거래를 하게 되며,
이때 거래 상대방은 달러매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임.
따라서 최근 환율상승의 수혜자는 은행이 아니라 달러매수자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들은 정유사, 항공사 등을 포함한 수입기업,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내국인 등이 될 수 있으나 이들 또한
달러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없음.
외국계은행도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큰 외환포지션을
취할 수 없고 자기 고객들과의 거래를 소화하기 위한 외환거래였을 것이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임.

환율 급변동에 따른 문제
Q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환율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KIKO통화옵션 거래기업
의 손실을 키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정부당국의 환율정책에 관하여는 말할 입장이 아니며, 경상수지 적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국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헤지한 KIKO통화옵션 거래기업
의 손실이 커졌음.
Q : KIKO통화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계은행들이 국내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얘
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A : 환율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
며, 지난 해의 환율 급변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시장 경
색, 국내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