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해외채권투자와 환위험관리

1. 해외채권투자

해외채권은 평균-분산 효율성 제고와 장기채권 제공 측면에서 국내 보험회사에게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해외채권투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과 낮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위험분산에 도움이 되거나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은 장기자산 편

입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해외채권

을 적절히 편입하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에서 말하는 평

균-분산 효율적 투자기회선(Mean-Variance Efficient Frontier)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효용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통한 투자포트폴리오의 평균-분산 효율성 증가에 관한 연구는 

Grubel(1968) 이후 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었다. Grubel(1968)은 1959년부터 1966년

까지 11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대상 국가 수를 늘려갈수

록 포트폴리오의 평균-분산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Levy and 

Sarnat(1970), Lessard(1973), Solnik(1974a) 등 초기 선행연구들은 해외 주식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제 분산투자를 통해 상당한 위험분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후 Levy and Lerman(1988), Jorion(1989) 등은 해외 투자자산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확장하였는데, 국내채권 및 주식 포트폴리오에 해외채권을 포함시키

는 경우 평균-분산 효율적 투자기회선이 확장되어 해외채권투자가 분산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는 주로 해외채권보다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허

엽·최상빈(1986), 이창용·박준용(1995) 등 1980년대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해외 

주식투자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했으나, 이후 장호윤(2004), 정재만(2015)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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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국투자자 관점에서도 해외 주식투자를 통한 위험분산효과가 상당함을 주장

하였다. 해외채권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박대근·김대욱(2005)

은 평균-분산 효율성 측면에서 해외채권이 한국투자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고한 

반면, 이준희 외(2012)는 투자 효익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강하다

고 주장하였다.

<그림 Ⅲ-1> 해외투자(주식 및 채권)에 따른 효율적 투자기회선 변화

(미국투자자, 1960~1980년)

                  자료: Levy and Lerman(1988)

장기투자자 관점에서 해외채권은 다양한 장기채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간 간 헤

지수요(Intertemporal Hedging Demand)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결정할 때 위험 대비 초과수익률의 크기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장기투자자의 전략적 자산배분

(Strategic Asset Allocation)에서는 기간 간 헤지기능을 강하게 가진 자산이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기채권은 단기투자자에게 안전한 자산이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장기투자자가 단기채권에 투자하면 단기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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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때마다 다른 단기채권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투자 수익률이 미래 단

기이자율에 따라 변동하는 재투자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장기투자자는 재투자위

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자가 안정적인 실

질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무위험자산은 단기채권이 아니라 장기 물가연동채권

(Inflation Indexed Bond)이다. 하지만 물가연동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채권이 대체제가 될 수 있고, 해외채권시장은 국내채권시장보

다 보다 다양한 장기채권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해외연구로 Campbell et al.(2003a)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52년

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보수적 장기투자자는 실질금리 변동

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물가연동채권에 대부분을 투자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Campbell et al.(2003b)은 자국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자국 통화가 절하되는 경

향이 있다면 장기투자자는 해외통화를 보유함으로써 실질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

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로 박대근·김대욱(2005)은 국내 장기투자자 관점

에서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는 평균-분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더하여 인플레이

션 위험에 대한 헤지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해외채권이 장기투자자에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인 전략적 자산

이 될 수 있는지는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가지는 확률적 특성과 장기투자자

의 위험회피 정도 등과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2. 환위험관리

해외투자 시 외화변동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요 

자산별 적정 환헤지 비율을 정하여 환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의 수익률

은 해외자산 자체의 수익률과 그 자산을 매입할 때 사용된 외화의 수익률로 구성되므

로 외화가치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해외투자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중 통화헤지 정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olnik(19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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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외통화가 주식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통화위험의 완전헤지, 즉 해외통화

에 대한 수요를 0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적이라 주장하였다. 실증적으로 Perold and 

Shulmam(1988)은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국제분산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환위험을 완전헤지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

편 최근 연구인 Campbell et al.(2010), Schmittmann(2010) 등은 해외통화와 주식 및 

채권 등 다른 자산간 상관관계가 0이 아니고, 추정위험(Estimation Risk)을 통제할 수 

있다면 최적비율 헤지를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투자기간에 따른 환헤지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Froot(1993)은 환율이 기

간 경과에 따라 평균회귀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투자기간이 장기일 때, 환위

험을 헤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 투자하는 영국투자자 입장

에서 200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주식의 경우 3년 이상 투자기간에 

대해 완전헤지가 헤지하지 않는 것에 비해 투자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

견하였고, 채권의 경우 투자기간 5년까지 완전헤지가 투자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

문에 주식에 비해 환헤지가 보다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인 

Campbell et al.(2010), Schmittmann(2010) 등은 1975년 이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투자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도 환헤지를 통한 투자위험 감소 효과는 상당하

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본국 통화 종류, 해외투자 대상국 등 상황에 따라 투자기간이 

증가할 때 완전헤지보다 부분헤지가 최적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환헤지는 투자위험뿐만 아니라 기대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Engel(1996), 

Brunnermeier et al.(2008) 등은 유위험 이자율평가(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UIRP)5)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 초과수익률이 항상 0인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자율이 낮은 국가의 통화는 이자율평가에 의해서 결

정되는 만큼 절상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자율이 높은 국가의 통화는 반대 현상이 일

어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환위험관리에 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강흠(1996)은 1985년부터 1994년까

5) 자세한 사항은 Ⅳ-2장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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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해외주식투자 시 환헤지가 포트폴리오 성과를 

어느 정도 증대시켰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장호윤(2004)은 

자료를 1997년 이후로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주식투자 시 적절한 헤지를 통해 투

자성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임형준(2011)은 장기 해외주식투자

에 있어 환노출이 환헤지보다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하여 환헤지에 보다 신중히 접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외채권투자와 관련한 연구로 주상철(2016)은 국내외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총 채권투자 초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달러화

에 대한 최적 익스포저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적정 헤지 비율은 80~85%임을 보고하였

다. 다만 수익률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해외 채권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채권투자의 경우 100% 헤지 비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기본적으로 통화헤지의 정도는 투자자가 통화를 필요로 

하는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외화 익스포저를 보유하는 동기가 포트폴리

오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헤지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통화 헤지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통화 익스

포저 보유의 목적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헤지정도는 투자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평균 회귀하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추가적인 환헤지전략을 실행하지 않더라

도 자연스럽게 환헤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 분기 또는 일 년을 투자하는 

비교적 단기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만 환헤지를 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투자기간에 따른 환헤지 유인 감소 효과는 본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외환

스왑 등과 같은 통화파생상품이 사용될 수 있다. 통화선도 및 통화선물은 사전에 정한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외화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로 이 두 가지 계약의 

기본 성격은 동일하다. 다만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되

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

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화스왑은 환율변동 및 금리변동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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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

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스왑은 환율변동 및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시점에 약정된 현물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에 최초 계약시점

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이다. 통화스왑과는 다르게 중

간에 이자를 교환하지 않으며, 이자율 차이를 스왑마진(약정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에 반영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헤지전략은 헤지 정도(환헤지 비율)와 헤지 방법(헤지수단)에 따라 달라진

다. 환헤지는 투자시점마다 최적헤지정도를 정하는 최적헤지전략과 환헤지 비율을 투

자기간 동안 고정하는 헤지비율유지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최적헤지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의 미래 수익률, 위험 등을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정확히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헤지비율유지전략을 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헤지비율유지전략을 완전헤지(Full Hedge), 부분헤지(Partial Hedge, 본 

연구에서는 50%), 미헤지(Open or Naked)로 나누어서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환헤지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헤지 방법은 만기가 짧은 통화파생상품으로 롤오버(Rollover)를 할 것인지, 만

기가 긴 통화 파생상품으로 전체 투자기간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

다. 헤지 방법은 헤지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헤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헤지수단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등 헤지비용이 많

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기간을 한 분기로 시작하여 차례로 확장하기 때문에 

기본 헤지기간은 한 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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