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이슈보고서 2021-10

Ⅰ 서론

○ 최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대체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해외대체투자를 중심으로 규

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산부채 매

칭(ALM)을 위한 장기투자 수요 증가로 대체투자를 확대해왔음

- 예금보험공사(2020)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대체투자 규

모는 102조 원으로 2017년 말과 비교하여 23% 증가함

∙ 특히 해외대체투자를 중심으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국내에는 투자처가 

부족하고 해외에 비해 수익률 측면에서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임

<그림 Ⅰ-1> 생명보험회사 대체투자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예금보험공사(2020)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수요 회복 둔화로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부실 발생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항공기, SOC 등에

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Ⅰ. 서론 3

∙ 감독당국은 ’21년 상반기 중 해외대체투자를 중심으로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임

○ 보험회사가 보유 중인 대체투자 자산은 만기 도달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대체투자의 비

유동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한 시점은 오래되지 않았고, 만

기가 오래 남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논

의는 최근에 시작되고 있음

∙ 하지만 대체투자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아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자산 매각 등의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정의, 현황, 특징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 보험회사

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사, 감독당국을 중심으

로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에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해한 

뒤 현황과 특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특징과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대체투자의 정의는 주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감독당국

의 보험회사 대체투자 정의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함

∙ 이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 대체투자 유형별 구성

비를 미국, 유럽 보험회사와 비교 분석할 것임

∙ 한편, 대체투자와 관련된 공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

험회사와 감독당국의 향후 과제를 간략히 살펴볼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