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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1. 개념

○ 일반적으로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를 의미하며, 사모주식, 

헤지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이 있음

∙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투

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 변

동성이 낮음

자료: Deloitte(2017)

<그림 Ⅱ-1> 자산군별 수익률-변동성 분포

∙ 대체투자는 사모주식1)(Private Equity), 헤지펀드2)(Hedge Fund), 부동산(Real Estate), 

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Private Equity와 Private Equity Fund가 사모펀드로 통용되어 왔으며, 이론상 

Private Equity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적인 방식으로 상장･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대상’을 의미하고 

Private Equity Fund는 Private Equity 투자를 위한 펀드로서 ‘투자 기구’의 개념임. 본고에서 Private Equity는 

‘사모주식’으로 Private Equity Fund는 ‘사모펀드’로 사용함

2) 헤지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이 아닌 ‘투자 기구’로 정의되며, 헤지펀드를 ‘투자 대상’으로 재분류할 경우 대부분 주

식과 채권 관련 유형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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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3)(Infrastructure), 상품(Commodity) 등이 있음

- 헤지펀드, 사모주식은 주로 기업투자 전략을 구사하지만 이들 펀드는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대체투자 범주에 포함됨

∙ 글로벌 대체투자 리서치 기관인 Preqin은 2020년 6월 기준 전 세계 대체투자시장 

규모를 11조 4,500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사모주식과 헤지펀드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Preqin은 대체투자시장을 6가지로 분류하며, 세부 유형별 시장 규모는 사모주식 

4조 7,400억 달러, 사모대출(Private Debt) 8,870억 달러, 헤지펀드 3조 8,700

억 달러, 부동산 1조 900억 달러, 인프라 6,550억 달러, 자원(Natural 

Resources) 8,660억 달러에 달함4)

자료: Preqin(2021)

<그림 Ⅱ-2> 글로벌 대체투자시장 유형별 비중

○ 대체투자는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 낮은 상관관계, 장기투자, 비유동성, 불투명성 등의 특

징이 있음

∙ 대체투자는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 전통 자산군과의 낮은 상관관계5)로 인한 효율

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의 상향 조정 효과, 절대수익률의 제공,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 등의 편익을 갖는 투자수단으로 평가됨6)

3) 본고에서 인프라, SOC는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

4) 헤지펀드는 2020년 11월 기준이며, 부동산은 2019년 12월 기준임

5) Fraser-Sampson(2006)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체자산들이 상장주식들과 역사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짐

6) Jerry M.(2007)



6 이슈보고서 2021-10

- 기관투자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 자산군의 분산투자 실효성

이 약화되고,7) 성과가 저조하여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주: 대체투자는 사모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하며, 1990년 1월에서 2018년 12월의 자료로 계산함

자료: Morgan Stanley(2019)

<그림 Ⅱ-3> 대체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편입 시 효율적 투자선의 변화

∙ 반면 대체투자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낮으며, 투자대상의 개별성･불투명성으로 투자위험을 정형화하기 어려워 경제여건 

급변 시 손실이 장기화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도 존재하고 있음

∙ 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시되는 자료가 부족하고 투자대상별로 다양하지만, 국민연금

의 2015~2019년 연평균 대체투자 수익률은 9.7%로 주식 7.4%, 채권 3.1%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편 예금보험공사(2020)에 따르면 대체투자에 대한 초과수요로 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양상임

○ 보험회사는 ALM을 위한 장기자산 투자,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제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해 왔음

∙ 보험회사는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17과 K-ICS하에서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부채와의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 만기가 긴 자산에 대한 투자 유

인이 지속되어 왔음

7)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자산가격의 동조화가 강해지며 대부분 자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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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최영민(2019)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 진행 중인 대체투자펀드 중 예

상 만기일의 자산 유형별 평균은 국내부동산 10.0년, 국내인프라 21.6년, 해외

부동산 9.3년, 해외인프라 11.1년에 달함

∙ 장기화되는 저금리로 인해 채권 투자를 통해서는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 왔음

- 운용자산이익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상황으

로,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확대8)를 통해 수익률 제고에 노력함(<그림 Ⅱ-4> 참조)

- 미국 보험회사9)는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을 2010년 말 4.5%에서 2019년 

말 5.7%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함(<그림 Ⅱ-5> 참조)

∙ 대체투자자산은 보험회사가 기존에 운용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채권 등 전

통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Ⅱ-4>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과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금리 추이

<그림 Ⅱ-5> 미국 보험회사 대체투자 추이

주: 운용자산이익률=운용자산손익/기중운용자산

평균 금리=(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지급금×적용 

금리수준의 중간값)/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동향분석실(2021)

주: 대체투자 비중은 미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

체 투자(Schedule BA) 비중임

자료: Fred; NAIC

8)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 9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각각 4.4%, 5.7%로 

동기간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3.7% 및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 2.1%보다 높음

9)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미국 보험회사에 대해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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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우리나라, 미국, 유럽 보험회사 감독당국이 어떻게 대체투자를 정의하는지 파악하

고, 국가별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대체투자의 정의는 목적에 따라 업권별, 회사별로 기준이 다양하여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투자의 정

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단순히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규모 혹은 운용자산 중 비중을 회사별로 비교할 

경우 각기 다른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험회사별 대체투자 현황은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국가별 감독당국의 대

체투자 정의 기준을 준용함

∙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감독당국의 대체투자 정의를 살펴본 후 보험회사의 운용자

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과 대체투자 익스포져 중 유형별 구성비를 비교 분석함

- 이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체투자 자산을 정의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별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특징을 파악할 것임

2. 우리나라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별도의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 대체투자를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으로 분류함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대체투자 자산운용 업무보고서를 별도로 수집하여 주식, 

채권, 대출, 수익증권 등이 대체투자에 해당하면 회계적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대

체투자로 정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대체투자 자산운용 업무보고서는 별도로 공시되지 않고, 감독목적으로 수집됨

∙ 대체투자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SOC(Social Overhead Capital), 상품

(Commodity),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 및 기타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분류됨

- 사모펀드 투자는 사적협상을 통해 주식, 수익증권, 채권,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

는 바이아웃펀드(Buyout Fund), 메자닌펀드(Mezzanine Fund), 부실자산펀드

(Distressed Fund),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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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펀드 투자는 제한된 숫자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차입 및 공매

도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직･간접적인 투자를 의미함

-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펀드, 부동산투자회사 등 부동산 관련 간접투자기구 및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포함하며,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은 제외함

- SOC 투자는 도로, 항만, 철도, 댐, 가스,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직･간
접적인 투･융자를 의미함

- 상품 투자는 에너지자원, 귀금속, 농산물, 비철금속, 예술품 등의 상품 혹은 이

를 기초로 하는 상품선물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및 기타 대체투자의 특성

을 가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 구조화상품 투자는 수익률이 금리, 신용, 주가, 환율, 상품가격 등 기초자산 가

격에 연동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뜻함

- 기타 신종투자상품 투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과거에 거래경험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산을 의미함(예: 영화/지적재산권 등 투자 관련 펀드)

∙ 한편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보험회사 재무상태표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대출채

권 등 운용자산에 대체투자 익스포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험회사 대

체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은 2020년 9월 말 기준 13.1~16.8%로 

추측됨10)

∙ 금융감독원(2021)11)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해외대체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36개사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70.4조 원이며, 이는 전체 보험회사 41

개사 운용자산(1,034조 원)의 6.8% 수준임

∙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규모는 154조 원이

며, 1년간 13% 증가12)를 가정하면 2020년 9월 총 대체투자 규모는 173.8조 원으

로 추정되어 운용자산 대비 비중은 16.8%로 계산됨

10)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공시 자료가 부족하여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험회사 대체투자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표 Ⅱ-1>에 자세히 나타냄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12)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대체투자 규모는 2017년 12월 말부터 2019년 9월까지 연평균 1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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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020년 9월 말 보험회사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70.4조 원으로(국내대체투자 

103.4조 원), 총 대체투자에서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0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체투자 중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52%로 가정할 

경우13) 총 대체투자는 135.4조 원(해외대체투자 70.4조 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

비 대체투자 비중은 13.1%임

발표 기관 시점 대상 항목 수치

금융감독원 2020년 9월 말 보험회사 전체 해외대체투자 70.4조 원

예금보험공사
2019년 9월 말 생명보험회사 대체투자 전체 102조 원

2019년 9월 말 손해보험회사 대체투자 전체 52조 원

한국신용평가

2019년 6월 말 10개 보험회사
해외부동산 투자 순위 

구성비
<그림 Ⅱ-9>

2019년 6월 말 10개 보험회사
해외 SOC 투자 순위 

구성비
<그림 Ⅱ-10>

<표 Ⅱ-1>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 자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부동산, SOC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자산의 비중이 

높아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 전체 대체투자의 유형별 구성비는 공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외대체투자의 유형별 구성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 금융감독원(2021)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해외대체투자 유형별 구성비는 

부동산이 34%로 가장 높고, 이어서 SOC(28%), 기업투자(13%), 유동화(8%), 지수연

계(7%), 항공･선박 등(7%), 기타(2%) 순임

- 사모주식, 헤지펀드 등 기업형 대체투자의 비중이 70% 이상인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 등 실물형 대체투자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 해외대체투자 자산의 대부분(62%)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SOC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중･

13)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대체투자펀드 설정액 중 해외대체투자펀드 비중은 52%임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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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자산으로 평가되어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음

- 유상현(2007)에 따르면 부동산, SOC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캐나다연금(CPPIB)의 대체투자 자산배분 방법론에 따르면 부동산 및 SOC 투자

의 목적은 분산 효과를 통한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위험조정 수익률 증가에 

있음을 투자정책에 명시하고, 주식의 목표 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성과목표

로 제시함

∙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해외대체투자에서는 손실 혹은 부실징후가 보고되어 코로

나19 장기화로 부동산･항공기 등의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보험회사들의 추

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감독원(2021)15)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항공기 투자에서 총 

1,944억 원(해외대체투자의 0.3%)의 손실이 발생함

주: 2020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그림 Ⅱ-6>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대체투자 유형별 구성비

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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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 미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대체투자를 전통 투자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투자 자산으

로 정의하며, 사모주식,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등으로 분류함

∙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 함)는 보험회사 대체투자 자산을 전통 투자자산군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

는(heterogeneous group of investments) 장기투자 자산으로 정의하며, Schedule 

BA(혹은 Other Long-Term Invested Assets, 이하, ‘대체투자’라 함) 항목에 기입

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운용자산(Cash and Invested Assets)을 채권, 주식, 모기

지(Mortgage), 대체투자, 현금 & 단기성자산(Cash & Short-Term Investments), 

보험계약대출(Contract Loans), 파생상품(Derivatives), 부동산, 우선주, 증권대여

(Securities Lending), 기타채권(Other Receivables)으로 정의하여 대체투자 자산

을 전통적인 자산들과 별도로 정의함

∙ 대체투자에는 사모주식,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광물권(Mineral Rights), 교통시설

(Transportation Equipment) 등이 있으며, 주식･채권･모기지･부동산 등에 대한 투

자의 경우에도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 파트너십(Partnerships),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방식의 투자면 대체투자에 포함함

- 미국은 모기지, 부동산 실물자산 직접 매입, ABS 및 구조화상품 등 기존 운용

자산에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대체투자 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한편 사모주식, 헤지펀드의 경우 LBO(Leveraged Buyout),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다중전략(Multi-Strategy), 롱숏전략(Long/Short Strategy) 등 해당 펀

드의 특징･투자전략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 운용자산을 분류할 때 대체투자(Schedule BA)가 별도의 항목으로 정의

되기 때문에 전체 운용자산 중 채권, 주식 등 기존에 정의된 전통 투자자산군의 

규모를 차감하면 대체투자 규모를 알 수 있음

○ 미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Schedule BA) 비중은 5.8%이며, 우리나라와 유

사하게 대체투자를 정의하여 비교할 경우 대체투자 비중은 12.3%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음

∙ NAIC(2020)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는 2019년 말 기준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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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BA) 비중이 5.8%임16)

∙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투자 목적의 부동산, ABS 및 구조화상품을 

대체투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투자 비중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산을 대체투자에 포함할 경우 대체투자 비중은 12.3%로 상

승함

- 미국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부동산,17) ABS 및 구조화상품의 비중은 각각 0.6%, 

5.9%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미국과 비교하여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높음18)

○ 미국 보험회사는 헤지펀드, 사모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부실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NAIC(2020)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유형별 구성비는 유동화 & 구조화

상품이 48%로 가장 높고, 이어서 헤지펀드(14%), 사모주식(14%), 부동산(12%), 모기

지론펀드(3%), 기타(9%) 순임

- 우리나라의 대체투자 정의와 유사하도록 NAIC가 대체투자로 정의하는 Schedule 

BA 외 부동산, ABS 및 구조화상품을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에 포함하여 유

형별 구성비를 살펴봄(<그림 Ⅱ-7> 참조)

∙ 미국 보험회사 대체투자 자산 중 기업투자로 분류할 수 있는 헤지펀드, 사모주식

의 비중이 28%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으며, 기업투자는 부동산 및 SOC 투자에 비

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자산으로 평가받음

- 유동화 & 구조화상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금리, 신용, 주가, 환율 

등 여러 가지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까지 상품의 종류와 기대수익률, 

리스크가 다양하여 평가에 제약이 있음

- 일반적으로 헤지펀드, 사모주식에 대한 투자는 추가 알파를 추구하여 수익률 제

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레버리지와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기도 함

- 김병덕(2014)에 따르면 글로벌 연기금은 사모주식에 대한 투자 동기로 위험대비 

16) 미국은 NAIC가 Capital Market Special Report를 통해 주기적으로 보험회사 대체투자(Schedule BA) 현황을 

발표함

17) 투자 목적의 부동산 현황을 알 수 없어 모든 부동산 투자 규모를 포함함

18) 미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산출하여 미국 보험회사들이 2020년 9월까지 운용자산 대비 대체

투자를 빠르게 확대했다면 비중 차이는 작거나 없어졌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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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고수익 투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운용자산에서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위험･고수익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은 비교

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그림 Ⅱ-7>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유형별 구성비

주: 1) 2019년 12월 말 기준임

2) 우리나라 대체투자 정의 기준과 유사하게 NAIC가 대체투자로 정의하는 Schedule BA 외 부동산, ABS 및 

구조화상품을 포함한 구성비임

자료: NAIC(2020)

4. 유럽

○ 유럽19)에서는 보험회사 운용자산 통계를 수집하는 EIOPA와는 별도로 ECB에서 대체투

자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이하 ‘EIOPA’라 함)이 수집하여 공개하는 보험 통계(Insurance 

Statistics) 중 자산 익스포져(Asset Exposure) 정보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라 함)이 활용하여 보험회사 대체투자 자산을 정의함20)

19) 본고에서 유럽 보험회사는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의 보험회사를 의미함

20) ECB(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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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는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자산을 부동산, 인프라펀드(Infrastructure funds), 대체

펀드(Alternative funds), 사모펀드, 대출(Loans),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s, 

이하, ‘담보부증권’이라 함)21)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유럽은 우리나라와 미국에 비해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넓은 편으로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real estate-related corporations), 투자 목적의 부동산(residential 

and commercial properties), 모기지 등이 부동산 항목으로써 대체투자에 포함됨

- 대체펀드, 사모펀드, 인프라펀드는 유럽연합공모펀드기준(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UCITs)에 속하지 않는 펀드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지침(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AIFMD)에 의해 정

의되어 EU 회원국의 각 감독기구에 보고됨

∙ 유럽에서는 EIOPA가 자산 익스포져 수집 시 별도로 대체투자를 분류하여 정의하

지 않지만, ECB가 EIOPA의 통계를 이용하여 대체투자를 정의했다는 특징이 있음

- 대체투자를 포함하였지만 대체투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자산이 공시되

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대체투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보고 없이 기보고된 통계를 활용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름

○ 유럽 보험회사 대체투자는 ECB의 기준을 준용할 경우 운용자산에서 10.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체투자를 정의할 경우 대체투자 비중은 8.2%로 우리나라 보험회

사에 비해 낮음

∙ EIOPA(2021)와 ECB(2019)에 따르면 유럽 보험회사는 2020년 9월 말 기준 운용자

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10.3%이며, 주요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각각 9.8%, 9.3%, 10.1%를 기록함22)

∙ 하지만 유럽의 경우 모기지와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포함하고, 구조화채권을 

제외하여 대체투자를 정의하였으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체

투자는 운용자산에서 8.2%를 차지함

- 유럽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모기지,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 구조화채권의 비중은 

각각 2.2%, 1.2%, 1.3%임

21) 구조화상품에는 담보부증권(Collateralised Securities)이 포함되며, 별도로 정의되는 구조화채권과의 혼동을 방

지하게 위해 담보부증권으로 표기함

22) 유럽은 분기 단위로 EIOPA가 Insurance Statistics - Asset Exposure를 통해 보험회사 자산운용 현황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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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 4%p 이상 낮음

- 프랑스, 독일, 영국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재산출할 경우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11.3%, 5.6%, 6.7%로 국가별 수준

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23)

- 일반적으로 유럽 보험회사는 네덜란드,24) 벨기에, 핀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

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비해 운용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이 낮은 편임

○ 유럽 보험회사는 부동산, 담보부증권, 대출 등에 대한 대체투자 비중이 높으며, 주로 부동

산을 보유하여 안정성을 중시한 대체투자를 집행하였다고 추측됨

∙ EIOPA와 ECB에 따르면 유럽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유형별 구성비는 부동산이 

39%로 가장 높고, 이어서 담보부증권(21%), 대출(19%), 대체투자펀드(9%), 사모펀

드(7%), 인프라펀드(4%) 순임

- 우리나라의 대체투자 정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 ECB가 대체투자로 정의하

는 6가지 자산 유형 중 부동산에서 모기지와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제외하

였으며, 담보부증권에 구조화채권을 포함함(<그림 Ⅱ-8> 참조)

∙ 유럽 보험회사는 담보부증권 및 대출에 포함되는 자산이 다양하고 펀드의 비중이 

높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지만,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

여 대체투자를 집행 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3) 프랑스는 구조화채권의 비중이 높고, 독일은 모기지 투자가 활발함

24) 네덜란드 보험회사는 모기지 익스포져가 높아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25%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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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유럽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유형별 구성비

주: 1) 2020년 9월 말 기준임

2) 우리나라 대체투자 정의의 기준과 유사하게 ECB의 대체투자 정의에서 모기지와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구조화 채권을 포함한 구성비임

자료: EIOPA(2021); ECB(2019)

5. 비교 및 특징

○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감독당국이 보험회사 대체투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공시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

∙ 보험회사 대체투자는 유럽이 유일하게 모기지와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포함하

여 정의하며, 미국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모기지, ABS 및 구조화상품의 경우 대

체투자에 포함하지 않고 각각 부동산, 모기지, 채권 등 전통자산으로 분류함

∙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양식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보

험회사 대체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기존 자산과 별도로 정의되도

록 대체투자 항목을 구분하고, 유럽에서는 기존에 수집하는 운용자산 통계를 활용

하여 대체투자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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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미국 유럽

대체투자 정의 방식
별도의 업무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의
기존 운용자산과 
구별하여 정의

기존 운용자산 중
정의

사모주식(펀드) 포함 포함 포함

헤지펀드 포함 포함 포함

부동산펀드 포함 포함 포함

SOC(인프라) 포함 포함 포함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
미포함

(주식으로 분류)
미포함

(주식으로 분류)
포함

업무 목적의 부동산
미포함

(부동산으로 분류)
미포함

(부동산으로 분류)
미포함

(부동산으로 분류)

투자 목적의 부동산 포함
미포함

(부동산으로 분류)
포함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미포함

(부동산담보대출로 분류)
미포함

(모기지로 분류)
포함

ABS 및 구조화상품 포함
미포함

(채권으로 분류)
일부 포함25)

자료: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미국은 NAIC, 유럽은 EIOPA와 ECB 자료를 참고함

<표 Ⅱ-2>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대체투자 정의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규모는 미국, 유럽 보험회사에 비해 큰 편이지만, SOC, 

부동산 등 저위험 대체투자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은 13.1~16.8%로 미국(12.3%), 유

럽(8.2%)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 하지만 대체투자 유형별 부실 가능성은 상이하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중･저위험

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SOC 위주로 대체투자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미국은 헤지펀드, 사모주식 등 고위험･고수익 기업형 대체투자 구성

비가 높음

∙ 한편, 유럽 보험회사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규모･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임

25) ECB는 보험회사 대체투자에 담보부증권을 포함하고 구조화채권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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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미국 유럽

대체투자
(우리나라 기준 정의)

13.1~16.8 12.3 8.2

대체투자
(국가별 감독당국 정의)

13.1~16.8 5.926) 10.3

채권 45.5 63.7 42.9

주식 4.0 13.3 12.6

주택담보대출(모기지) 7.3 8.6 2.2

부동산 1.8 0.6 1.7

기타27) 41.5 7.9 40.6

주: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말, 미국은 2019년 12월 말, 유럽은 2020년 9월 말 기준임

자료: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미국은 NAIC, 유럽은 EIOPA와 ECB 자료를 참고함

<표 Ⅱ-3> 우리나라, 미국, 유럽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유형별 비중
(단위: %)

○ 한편, 언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SOC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 파악이 필요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투자는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모거래가 많아 현황

과 특징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 자료,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일부 

건들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로 부동산과 SOC 위주로 대체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해당 투자 건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볼 것임

○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일 회사의 단독 투자보다는 

주로 여러 기관투자자들과 공동투자 혹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짐

∙ 금융감독원(2021)28)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98%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63.4%는 미국 부동산에 집중되어 이루어짐

26) 미국은 대체투자를 별도로 정의하기 때문에 대체투자, 채권, 주식, 모기지, 부동산, 기타 비중의 합이 100%이지

만, 한국과 유럽은 채권, 주식, 모기지, 부동산, 기타 비중의 합이 100%임

27) 기타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이 포함되며, 미국의 경우 현금 및 단기

성 상품(Cash and Short-Term Investments), 보험계약대출(Contract Loans) 등이, 그리고 유럽의 경우 펀

드(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현금 및 예금(Cash and Deposits) 등이 포함됨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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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투자는 주로 선순위･중순위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맨해튼, 시애

틀, LA 등 대도시 위주로 성사되었음

- 수익률은 선순위･중순위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지만 4% 초반에서 5% 중반 수

준으로 알려짐

- 한편,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단일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부 

자회사 등을 통해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음

∙ 부동산펀드 투자는 국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펀드의 만기는 대부분 10년 이상임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실사가 어려워졌음에도 재간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소

수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이루어졌음

투자시기 투자대상 규모 투자자 투자 방식

2015. 8 뉴욕 ‘10허드슨야드’ 3,600억 원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중순위 

대출채권

2016. 9
브룩필드 부동산투자펀드

5호
1,000억 원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간접투자

2016. 11
뉴욕 ‘원 월드 
파이낸스센터’

6,400억 원
NH손해보험, 

NH생명보험 등
선순위 

대출채권

2017. 1 뉴욕 485렉싱턴애비뉴 1,200억 원
삼성생명,

 KB손해보험,
 KDB생명 등 8개사

중순위 
대출채권

2017. 3 시애틀 아마존빌딩 1,000억 원 교보생명, 한화손보 등
중순위 

대출채권

2018. 1 LA 퍼시픽 코퍼리트 타워 500억 원 KB손해보험 등
선순위 

대출채권

2019. 2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96호

600억 원
ABL생명보험, 
흥국화재 등

간접투자

2020. 11
KB 유럽 Tikehau PD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1,000억 원 교보생명 간접투자

자료: 언론 자료 참고

<표 Ⅱ-4>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주요 부동산 투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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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주로 선순위, 대도시 위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여 큰 손실이 보고되지 않

았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손실 사례가 보고되어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주로 대도시 오피스빌딩의 선순위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손실이 보고된 바는 없음

- 한국신용평가(2019)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 시 보험회사는 선순위에 27%를 

투자하여 16%를 투자한 증권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

였음

∙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코로나19 충격으로 일부 보험회사의 해외부동

산 손실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동산 수익률 하락에 대한 투자자 전망이 확대되

어 투자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20년 3분기 미래에셋생명은 헤알화 급락으로 브라질 부동산을 보유한 맵스프

런티어브라질펀드에서 48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KB손해보험은 미국 호텔 

투자에서 267억 원의 손실이 발생, 롯데손해보험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400

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29)

- Preqin30)의 투자자 인터뷰에 따르면 1년 후 부동산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6가지 대체투자 자산 중 가장 높았음

∙ 이와 더불어 예금보험공사(2020)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초창기에 선순위대출 위주

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후순위대출이나 지분투자방식의 투자 참여 사례가 늘

어나는 추세임

29) 롯데손해보험은 기한이익상실(Events of Default; EOD)이 발생한 미국 부동산 ‘20 타임스퀘어’ 사업에 중순위 

메자닌 B로 200억 원을 투자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지만, 동 사업에 선순위로 투자한 보험회사 및 기관투자자

들은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음. 이 때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30) Preqin(2020. 6), Investor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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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순위 구성

○ 보험회사의 SOC 투자는 주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SOC 투자는 미국, 유럽, 영국 등 해외 선진국 위주로 이루

어졌으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주를 이루었음

-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영국, 유럽 인프라에 투자하는 Global Infrastructure Strategy 

펀드를 시리즈로 1~4호 출시하여 총규모 약 2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한화생명

과 한화손해보험이 투자자로 참여함

∙ 투자 방식은 선순위 위주로 이루어졌고 펀드 전략에 따라 중순위 및 지분 투자의 

방식도 존재하며, 기대수익률(IRR)은 4~6% 수준임

∙ SOC 투자는 펀드 규모가 크고 만기가 20~40년으로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부동

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단일 회사의 단독투자보다는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나누어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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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기 투자대상 규모 투자자 투자 방식

2017. 12
호주 멜버른 외곽 간선도로 확장 

공사
830억 원

DB생명, 
DB손해보험

대출

2017. 6
~ 2020. 3

한화 Global Infrastructure 
Strategy 1~4호

(미국, 영국, 유럽 인프라펀드)

누적
약 2조 원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펀드

2018. 6
IFM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펀드

(OECD 인프라펀드)
500억 원 ABL생명보험 펀드

2019. 1
주라 프로젝트

(영국 인프라펀드)
4,430억 원

한화생명 등 10개 
보험회사

펀드

2019. 7
블랙스톤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

(북미 인프라펀드)
470억 원 ABL생명보험 펀드

2020. 9
KB운용 신재생에너지 블라인드

2호
1,400억 원

KB생명보험, KB
손보, 현대해상 등

펀드
(지분, 중순위 

투자)

자료: 언론 자료 참고

<표 Ⅱ-5>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주요 SOC 투자 사례

○ SOC 투자에서 보험회사가 큰 손실을 보고한 사례는 없으나, SOC 투자는 위기 발생 시 

시장에서 빠른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는 상존함

∙ 일반적으로 SOC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으며, 보험회사의 SOC 투자는 선순

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고 큰 손실이 보고된 바 없음

- 인프라 시설은 운영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오랜 기간에 걸쳐 제공

하고, 수요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으며, Preqin에 따르면(2020년 

6월 기준) 72%의 투자자들이 1년 후 SOC 수익률이 현상유지 혹은 개선됨을 전

망함

- 한국신용평가(2019)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해외 SOC 투자 시 선순위에 64%를 

투자하여 40%를 투자한 증권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여 투자를 

집행하였음

∙ 한편 SOC 투자는 비유동성･신용집중위험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며,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어 리스크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가 방대하고 분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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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 SOC 투자 순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