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

1. 최근 5년간 해외투자 추이

최근 5년간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29.9%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보험회사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

액은 2012년 말 213.7억 달러에서 2017년 말 790.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

은 기간 동안 전체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성장률 30.0%를 보였다. 기관투자

가의 해외투자에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말 32.9%에서 2016년 말 

37.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말 자산운용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32.7%로 다소 하락하였다.

<표 Ⅱ-1> 최근 5년간 기관투자가별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 추이1)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보험사
213.7 265.3 336.8 426.0 649.9 790.3

29.9
(32.9) (35.6) (35.6) (35.0) (37.4) (32.7)

자산운용사
2) 346.5 380.8 486.6 601.6 797.7 1,244.1

29.1
(53.3) (51.1) (51.5) (49.5) (45.9) (51.5)

외국환은행
3) 59 65 72.3 108.0 180.8 233.6

31.7
(9.1) (8.7) (7.6) (8.9) (10.4) (9.7)

증권사
31.3 33.5 49.9 79.9 109.6 145.7

36.0
(4.8) (4.5) (5.3) (6.6) (6.3) (6.0)

합계
650.5 744.6 945.7 1,215.6 1,738.0 2,413.8

3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시가기준 기말잔액, (  ) 안은 비중(%)

2) 자산운용사는 위탁 및 고유계정, 보험사·외국환은행·증권사는 고유계정 기준
3) 종금사 포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 2016, 2017, 2018),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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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최근 5년간 기관투자가별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 2016, 2017, 2018),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투자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채권투자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은 크게 주식, 채권, Korean 

paper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Korean paper는 거주자(한국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가 외화 조달을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 대부분이 채권이다. 전체 기관투자가의 외국채권 및 Korean paper 투자 중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2017년 말 기준)에 달한다. 반면 해외주식투자는 

대부분 자산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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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기관투자가별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 비중(2017년 말 기준)

패널 A: 외국채권 패널 B: Korean paper1)

패널 C: 외국주식

   주: 1) Korean paper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을 말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 2016, 2017, 2018),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채권형 자산을 위주

로 하고 최근 3년 동안 Korean paper가 아닌 외국채권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보

험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 중 채권, Korean paper, 주식의 비중은 각각 71.4%, 24.7%, 

3.9%(2017년 말 기준)로 채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12년 말에도 보험회사가 

보유한 외화증권 중 채권 및 Korean paper의 비중이 87.9%로 높았다. 2014년 말 이후 

외국채권과 Korean paper 모두 투자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채권



22 연구보고서 2018-18

의 투자 증가세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과 2017년 말을 비교해 보면, 외

국채권의 비중은 49.3%에서 71.4%로 크게 증가하고 Korean paper의 비중은 41.4%에

서 24.7%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Ⅱ-2> 최근 5년간 투자자산별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 추이1)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
190.7

(29.3)

236.5

(31.8)

330.1

(34.9)

504.2

(41.5)

872.8

(50.2)

1,259.1

(52.2)

보험사 108.2 133.7 166.0 248.9 431.8 564.6

자산운용사2)
56.4 77.5 120.6 173.3 286.0 498.6

외국환은행3)
19.1 17.2 25.1 50.3 110.1 132.4

증권사 7.0 8.1 18.5 31.7 44.9 63.5

Korean paper
4) 142.7

(21.9)

182.4

(24.5)

266.4

(28.2)

321.8

(26.5)

406.8

(23.4)

440.8

(18.3)

보험사 79.7 102.2 139.3 152.8 191.9 195.0

자산운용사2)
8.6 17.5 60.0 77.5 95.2 95.2

외국환은행3)
35.4 43.1 42.0 53.7 65.8 89.9

증권사 19.0 19.6 25.0 37.8 53.8 60.8

주식
317.0

(48.7)

325.6

(43.7)

349.1

(36.9)

389.6

(32.1)

458.1

(26.4)

714.0

(29.6)

보험사 25.8 29.4 31.5 24.4 26.1 30.7

자산운용사2)
281.5 285.8 306.0 350.9 416.2 650.4

외국환은행3)
4.4 4.7 5.2 4.0 4.9 11.4

증권사 5.3 5.8 6.4 10.4 10.8 21.5

합계
650.5

(100)

744.6

(100)

945.7

(100)

1,215.6

(100)

1,737.7

(100)

2,413.8

(100)

주: 1) 시가기준 기말잔액, (  ) 안은 비중(%)

2) 자산운용사는 위탁 및 고유계정, 보험사·외국환은행·증권사는 고유계정 기준
3) 종금사 포함
4) Korean paper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을 말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 2016, 2017, 2018),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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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최근 5년간 보험회사의 투자자산별 해외 외화증권 투자 추이1)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
108.2

(50.6)

133.7

(50.4)

166.0

(49.3)

248.9

(58.4)

431.8

(66.5)

564.6

(71.4)

Korean paper
2) 79.7

(37.3)

102.2

(38.5)

139.3

(41.4)

152.8

(35.9)

191.9

(29.5)

195.0

(24.7)

주식
25.8

(12.1)

29.4

(11.1)

31.5

(9.4)

24.4

(5.7)

26.1

(4.0)

30.7

(3.9)

합계
213.7

(100)

265.3

(100)

336.8

(100)

426.1

(100)

649.8

(100)

790.3

(100)

주: 1) 시가기준 기말잔액, (  ) 안은 비중(%)

2) Korean paper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을 말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 2016, 2017, 2018),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을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해외부동산과 외화유가증권의 합)

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2013년 말 4.7%에서 2017년 말 13.3%로 

8.6%p 증가하였고, 손해보험도 2013년 말 6.5%에서 2017년 말 12.3%로 5.8%p 증가하

였다.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보다 만기가 긴 보험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로 인한 장기자산 편입 유인이 더 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Ⅱ-3> 보험회사 해외투자 비중1) 추이

(단위: %)

   주: 1) 해외투자 비중=(해외부동산+외화유가증권)/운용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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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회사 해외투자 비중 변화를 개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

부분의 보험회사들이 해외투자 비중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 해외투자 비중이 10% 이상인 보험회사가 2012년 말에 1개였지만, 2017

년 말에 13개로 12개가 증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해외투자 비중이 10% 이

상인 보험회사가 2012년 말에 1개였지만, 2017년 말에 9개로 8개가 증가하였다. 해외

투자 비중이 20% 이상인 보험회사는 2012년 말에는 없었지만, 2017년 말에는 8개(생

명보험회사: 6개, 손해보험회사: 2개)로 증가하였다.

<그림 Ⅱ-4> 보험회사별 해외투자 비중1) 변화2)

(단위: %)

패널 A: 생명보험회사

패널 B: 손해보험회사3)

주: 1) 해외투자 비중=(해외부동산+외화유가증권)/운용자산
2) 2017년 말 해외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3) 국내일반손해보험회사 및 국내전업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회사 해외투자 현황 25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운용되는 채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형 보험회사3)의 해외투자에서 미국에서 운용되는 자산이 차지

하는 비중은 5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케이만군도·국제기구·영국·호주·중국 

순이다.

<표 Ⅱ-4> 대형 보험회사1)의 국가별 주요자산운용2) 현황(2017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현금과
예치금

대출
유가증권 외

국
환

부
동
산

기타
자산

합계
채권 주식 기타

미국 2,994 5,060 366,989 2,149 17,883 0 0 2,336 397,410 

케이만
군도

1 0 7,670 8,508 14,592 0 0 0 30,771 

국제기구 0 0 23,835 0 0 0 0 0 23,835 

영국 859 0 12,940 210 8,610 0 0 890 23,508 

호주 0 0 16,171 0 0 0 0 0 16,171 

중국 125 536 10,339 2,173 5 0 0 162 13,340 

캐나다 0 0 13,068 0 0 0 0 0 13,068 

룩셈
부르크

0 1,242 4,926 0 2,848 0 0 0 9,016 

프랑스 0 654 8,134 0 0 0 0 0 8,788 

독일 0 614 6,346 0 0 0 0 0 6,960 

싱가포르 0 0 2,499 618 0 0 0 686 3,803 

일본 0 0 305 280 0 0 0 76 661 

기타 655 7,236 123,931 7,990 16,535 0 6 3,065 159,418 

주: 1) 대형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상위 3개사와 손해보험 상위 4개사를 의미함
2) 국내운용분(한국물) 제외, 보험회사별로 투자금액이 큰 상위 5개 국가만 집계하고 그 외는 기타로 표시함

자료: 각 사 경영공시

3) 생명보험 상위 3개사와 손해보험 상위 4개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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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위험관리 현황4)

가. 환위험 개념

환위험이란 외화표시자산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을 의미한다. 즉, 외화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원화환산 공정가치나 미래현

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으로 정의된다.

나. 환위험 측정방법

시장리스크(환위험 포함)의 측정은 표준방법 및 내부모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표준방법(보험업감독규정 제 7-2조 제 5항)은 금융감독원 위험가준자기자본제도(RBC)

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출하며 대상 자산은 단기매매증권, 매매목적 파생상품 및 외

화표시 자산 부채 등이다. 특히 환위험액의 경우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기준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시장위험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위험액의 경우 회사별로 신뢰수준 및 보유기간을 가정하고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가능금액인 VaR로 측정하고 있다.

다. 환위험 관리방법

시장위험(환위험 포함) 관리를 위해 손실한도, 운용한도 등 각종 한도를 규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환율변화에 따라 보유 포트폴리오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미예상손

실액(신뢰수준 99%)인 VaR을 일별로 산출하고, 이에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최대 미예

상손실액이 가용자본을 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진 및 자산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화자산에 대해 일반적으

4) 보험회사들의 2017년 결산 경영공시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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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해외채권 또는 해외주식 투자 등에 대하

여 통화스왑 또는 선도환계약을 통해 향후 투자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킨다.

그 밖에도 트레이딩 및 매도가능 포트폴리오에 대해 환율 등 위험요소의 변화를 반

영하여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하고 있다. 역사적 시나리오를 위기상황분

석의 주 시나리오로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도 활용하고 있다. 위

기상황분석은 적어도 분기에 한번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역사적 시나리오 및 사용자

지정 시나리오 등 에 대해 일별, 주간, 월별, 분기별로 민감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및 자본민감도

보험회사별로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을 계정구분에 따라 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매매목적파생상품의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도가능금

융자산의 경우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결산경영공시에 공시하고 있다.

<표 Ⅱ-5> 대형 보험회사1)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및 자본 민감도
(단위: 억 원)

환율 변화
2017 2016

손익2) 자본3) 손익2) 자본3)

원/달러 환율 100원 증가 921.95 1558.03 -155.41 462.08

원/달러 환율 100원 감소 -921.95 -1558.03 155.41 -462.08

주: 1) 대형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상위 3개사와 손해보험 상위 4개사를 의미함
2) 법인세반영전 손익임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계약자지분조정 및 이연법인세 배분 전 금액임

자료: 각 사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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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 관련 규제 변화

가. 투자한도 관련 규제

현행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에서 외화자산 및 외국부동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 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2003년 5월 보험업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제를 법으로 격상하여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

성을 제고하고 규제 생산을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보험업법 제106조 신설). 보

험업법 제106조 신설 이전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는 보험업법 시행

령 내 내부통제기준에서 규제되고 있었다(해외투자 한도: 총자산의 20%). 보험업법 제

106조 신설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는 

총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법상 한도를 확대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이전과 동일

하게 한도 유지). 이후 2005년 5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 또는 외국부

동산의 소유 등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30%로 확대하였다. 2008년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하였다. 보험회사의 자

회사 채권 및 주식소유한도를 총자산 3% 또는 자기자본 60%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제함

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 투

자가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채권 및 주식 소유에 대해서

는 자회사 채권 및 주식소유 한도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0년 7월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 제106조의 자산운용 한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누어 세

분화하였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한도(외화표시 보험

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는 일

반계정의 경우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의 경우 각 특별계정자산의 20%이다. 

2017년 7월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

태이다.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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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 및 파생상

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한다.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일정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회사로 소

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를 하고 자회사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 자회사 소유 시에도 금

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보

험회사가 투자 목적에서 벤처캐피탈, 부동산 리츠(REITS), SOC 투융자회사 등 자회사

를 소유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신고에서 사후보고 등으로 완화하였다.

나. 투자대상 관련 규제

2006년 6월 외화대출 취급 허용 등 보험회사의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 대상을 확대

하고, 외국부동산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에 따라 보험회

사의 외화표시 보험계약 대출 이외의 외화대출 취급을 허용하였다. 국내기업 등 내국

인 발행 외화증권 등에 대하여 외국신용평가기관 이외에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

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투자를 허용하였다. 외화표시 신용연계예

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다양한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신용연

계채권 기초자산 발행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외화표시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는 허용되나 신용연계채권과 거래구조 및 내용이 동일한 외화표시 신

용연계예금에 대하여는 투자를 금지하고, 신용연계채권 등의 기초자산 발행자가 외국

인인 경우 그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정부·정부기관·금융기관이어야 보험회사의 투자가 

허용되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외국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 외국부동산거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규해석상 혼

란이 있어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 외국부동산거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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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위험관리 관련 규제

2013년 10월 해외채권 듀레이션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헤

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채권의 잔존만기 듀레이션을 인정하였다(보험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저금리, 저성장 기조 장기화를 보임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

고를 위해 RB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헤지기간까지의 듀레이션

만 인정하고, 미헤지 시 듀레이션 0을 적용하였다. 

2017년 6월 헤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을 인정하였다(보험업감독업

무시행세칙 개정). 2017년 6월 이전 지급여력제도(RBC 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 시 보

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 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었다. 이

에 따라 IFRS 17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RBC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RBC 제도 개선사

항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듀레이

션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헤지와 무관하게 외화자산 듀레이션을 인정하였다.

<그림 Ⅱ-5> 해외투자 관련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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