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은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해

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 특히 아

시아 보험회사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1) 해외투자는 투자 다각화를 통해 편입 자

산에 따라 수익률을 제고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저금리 환경이 고

착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수익률 제고 유인이 증가하였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은 기준금리를 2007년 초 5%대

에서 동년 9월 4.75%로 내린 이후 9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하여, 2008년 12월부터 

0~0.25%의 제로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도 2008년 10월 이후 2009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25%p 

인하하여 1%까지 낮췄다. 이후 ECB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와 이로 인한 긴축으로 인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2014년 마이너

스 금리를 도입하였다. EU 이외에 일본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2016년 2월부터 실시하였다.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2008

년 초 5%에서 2017년 중반 1.25%로 총 3.75%p 인하하였다.

1) 해외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현황은 <부록 Ⅰ>을 참고함



서론 11

<그림 Ⅰ-1>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추이

(단위: %)

     자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2017. 9)

국내 보험회사들은 국내 채권(특히 국채)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어서 국내 국채 

수익률 하락은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직결되었다. 최근 10년간 보험회사 

운용자산을 투자자산별로 살펴보면, 국·공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로 유지된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07년 9.6%에서 2017년 13.9%로 4.3%p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와 이후 설명할 제도 변화로 인해 장기채권 

편입을 통한 자산 듀레이션 확대 유인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국내 

국고채 10년 수익률은 2007년 말 5.7%에서 2017년 말 2.5%로 3.2%p 떨어졌는데, 같

은 기간 동안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각각 3.3%p(6.7% → 

3.4%), 4.2%p(7.6% → 3.4%)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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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국·공채 비중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생명
보험

운용자산(A) 221.9 266.7 337.0 467.4 573.5 656.2

국·공채(B) 53.8 64.5 85.7 114.2 146.8 167.4

비중(B/A) 24.2 24.2 25.4 24.4 25.6 25.5

손해
보험

운용자산(A) 51.9 66.2 95.4 136.0 183.4 225.3

국·공채(B) 5.0 6.3 8.4 14.2 22.4 31.3

비중(B/A) 9.6 9.5 8.8 10.4 12.2 13.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Ⅰ-2> 국채 수익률 및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제도(IFRS 9/17) 및 지급여력제도(K-ICS)는 보

험회사의 장기자산(특히 채권) 편입 유인을 증가시킨다. 기존 지급여력제도(RBC 제도)

에서는 금리리스크 산출 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최대 20년2)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IFRS 9/17과 K-ICS에서는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가치 변화에 제한이 없어 보험회사 자

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를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

해진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자산은 단기자산에 비해 유동성 프리미엄을 추구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2) 2017년 6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18년 말까지 최대 30년
으로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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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채권 편입은 자산의 금리민감도를 높여 자산-부채 간 금리민감도 차이를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시장의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자

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장기채권시장은 국채 위주로 만기 10년 이

상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은 미미하다. 국내 장기국채시장의 규모 역시 보험회사들의 

장기채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규모가 제한적이다. 2017년 기준 만기 10년 이상 국

고채 발행액은 55조 원으로 최근 5년간 22조 원이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보험

회사의 운용자산은 333조 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

요 증가는 국내 장기국채 수익률 및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

회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이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

적·간접적 감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회사 해외투자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

용을 살펴보면,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건전성

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직접 규제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자산 유형 중 하나가 해외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운용 규제 패러

다임 전환은 보험회사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적 장벽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해외 주요 장기국채를 대상으로 환헤지가 투자수익

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투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투자자산의 발행통화에 노출되게 된

다. 이러한 환노출(Currency Exposure)은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위

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있어 해외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환노출에 대

한 헤지 여부는 중요한 투자의사결정이다.

해외투자 시 환헤지가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자산으로 구성된 기존 투자포트폴리오에서 해외자산(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채권으로 한정)으로 구성된 신규 투자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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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기존 투자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신규 투

자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신규 투자포트폴리오의 기대수

익률은 해외금리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해외통화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데, 환헤지는 해외통화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헤지는 신규 투

자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전체 투자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전체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기존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 신규 투자포

트폴리오의 위험, 그리고 기존 투자포트폴리오와 신규 투자포트폴리오 간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신규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은 해외금리에 대한 위험과 해외

통화에 대한 위험, 그리고 해외금리와 해외통화 간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환헤

지는 해외통화에 대한 위험과 해외금리와 해외통화 간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환헤지는 신규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 기존 투자포트폴리오와 신규 투자포트폴

리오간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전체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Ⅰ-3>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

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해외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환헤지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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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환헤지가 투자포트폴리오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서, 환헤지는 신규 투자포트폴리오인 해외

채권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환헤지는 신규자산 편

입을 통한 위험분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해외채권투자에 대

한 환헤지 영향은 투자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 보험회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하여 

ALM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과 환율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

회귀적(Mean-Reverting)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투자

기간에 따른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 영향은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림 Ⅰ-4>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전략 수립 시 주요 이슈

2. 선행연구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효익 여부와 환헤지 영향에 대한 연구

는 자산 유형별, 연도별,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해

외연구로는 Grubel(1968), Levy and Sarnat(1970), Lessard(1973), Solnik(1974a, b), Eun 

and Resnick(1988), Perold and Shulmam(1988), Levy and Lerman(1988), Jorion(1989), 

Froot(1993), Glen and Jorion(1993), Liljeblom et al.(1997), Brunnermeier et al.(2008), 

Campbell et al.(2010), Schmittmann(2010) 등이 있다. 또한 국내연구로는 허엽·최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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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이창용·박준용(1995), 연강흠(1996), 장호윤(2004), 박대근·김대욱(2005), 임형

준(2011), 이준희 외(2012), 정재만(2015), 주상철(2016)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보험회사 관점에서의 자산운용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투자자, 투자대상, 투자기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국

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산에 대한 원화 수익률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해외연구

들은 주로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국내연구는 해외투자와 관련

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대상으

로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한다. 초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주식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해외채권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해외장기채권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제한

적이다. 셋째, 투자기간을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확장한다. 투자기간을 5년 또는 

10년까지 확장한 연구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의 투자기간은 1년 이하

이다.

<표 Ⅰ-2> 해외투자와 환위험관리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구분 투자자 분석기간
해외투자
대상국

투자
자산

투자
기간

해
외
문
헌

Grubel(1968) 미국 1959~1966 10개국 주식 1개월

Levy and Sarnat(1970) 미국 1951~1967 27개국 주식 1년

Lessard(1973) 미국 1958~1968 남미 4개국 주식 1분기

Solnik(1974a) 미국 1966~1971 유럽 7개국 주식 1주일

Eun and Resnick

(1988)
미국 1980~1985

선진국
6개국

주식 6개월

Perold and Shulmam

(1988)
미국 1978~1987

독일, 영국,

일본
주식, 채권 1분기

Levy and Lerman

(1988)
미국 1960~1980 12개국 주식, 채권 1년

Jorion(1989) 미국 1978~1988 글로벌 주식, 채권 1개월

Froot(1993) 영국 1802~1990 미국
주식,

장기채권
1년

~10년

Glen and Jorion(1993) 미국 1974~1990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주식, 채권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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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계속

구분 투자자 분석기간
해외투자
대상국

투자
자산

투자
기간

해
외
문
헌

Liljeblom et al.(1997)
북유럽
4개국

1974~1993 17개국 주식 1개월

Brunnermeier et al.

(2008)
미국 1986~2006

선진국
8개국

통화 1분기

Campbell et al.(2010)

미국, 스위스,

영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1975~2005

미국, 스위스,

영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주식,

장기채권
1개월
~1년

Schmittmann(2010)

독일(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1975~2009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주식,

장기채권
1분기
~5년

국
내
문
헌

허엽·최상빈(1986) 한국 1980~1985 15개국 주식 1개월

이창용·박준용(1995) 한국 1985~1991
아시아
5개국

주식 1개월

연강흠(1996) 한국 1985~1994 17개국 주식 1개월

장호윤(2004) 한국 1992~2003 12개국 주식 1개월

박대근·김대욱(2005) 한국 2002~2004 미국 채권 1개월

임형준(2011) 한국 2000~2009 9개국 주식
1개월, 

1년

이준희 외(2012) 한국 2005~2008 미국 채권 5년

정재만(2015) 한국 1983~2012 20개국 주식 1개월

주상철(2016) 한국 2002~2015 글로벌 주식, 채권 1개월

본 보고서 한국 2006~2017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장기채권

1분기
~5년

3. 연구범위 및 구성

본 보고서는 국내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채권투자 시 환헤지의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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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을 최근 5

년간 보험회사 해외투자 추이, 보험회사들의 환위험관리 현황, 보험회사 해외투자 관

련 규제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외채권투자

와 환헤지에 대한 효과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주요국의 장기 국채

를 대상으로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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