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Ⅰ. 해외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현황

1. 국가별 보험회사 해외투자 비중 추이

최근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보험회사들은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

함으로써 수익률 제고와 투자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성숙시장에서의 

보험회사들은 오래전부터 해외투자를 해왔고, 해외투자 비중 추이에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아시아 국가의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해외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부록 그림 Ⅰ-1> 국가별 보험회사 해외투자 비중 추이(2012~2016년)

주: 1) 한국·중국·미국은 보험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대만은 생명보험만을 대상으로 함
2) 미국의 경우 2016년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Life Insurance Fact Book; 

NAIC(2018); Taiwan Finance Supervisory Commissi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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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9)

2016년 말 기준 미국 보험회사들의 외화표시채권 투자규모10)는 940억 달러(2015년 

829억 달러)로 보험회사의 총 현금 및 투자자산의 1.5%를 차지하였다(NAIC 2018). 이 

중 생명보험회사가 883억 6,500만 달러를 보유하여 전체 외화 표시 채권 투자 중 94%

를 차지하였으며, 손해보험회사가 53억 5,200만 달러(6%)를 보유하였다.

<부록 그림 Ⅰ-2> 미국 보험회사 외화표시채권 투자포트폴리오(2016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NAIC(2018)

외화표시채권 투자 규모를 통화별로 살펴보면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럽 유로

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등 5개 통화 채권에 대한 투자가 총 외화표시채권 투자

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채권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 엔화 채권의 경우 국채가 

가장 큰 비중(81.5%)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 파운드화와 유럽 유로화는 회사채 등 기타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며 5개 통화 모두 금융채의 비중은 낮았다.

9) NAIC는 2015년까지 미국 보험회사가 미국 이외 지역에 투자한 주식 및 채권(미국 달러화 
표시증권 투자를 포함) 규모인 해외노출(Foreign Exposure)을 발표하였으나, 2016년부터 미
국 보험회사의 환노출(Foreign Currency Exposure)인 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표시채권 투
자금액을 발표함

10) 미국 감독회계기준(Book Adjusted Carrying Value: BA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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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Ⅰ-3> 미국 보험회사 외화표시채권투자-채권유형별, 통화별(2016년)

       자료: NAIC(2018)

3. 대만

최근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장기 금

융상품의 공급 부족 및 해외투자 한도 완화로 대만 생명보험회사는 해외채권 및 기타 

해외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비중은 2010

년 말 35%에서 2016년 말 63%로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중 채권투자는 90% 정도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해외채권투자가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Agency 

Bon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해외채권투자 중 절반 이상이 회사채로 구

성되어 있고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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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Ⅰ-4> 대만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2010년> <2016년>

           자료: Taiwan Finance Supervisory Commission(2018)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Fubon Life의 투자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해외채권투자비중

이 52.0%로 가장 높았다. Fubon Life는 해외투자 지역이 2016년 말 기준 북미 59.1%, 

유럽 22.8%, 아시아 및 기타 지역 18.1% 등으로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금융채와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부록 그림 Ⅰ-5> 대만 Fubon Life 투자포트폴리오(2017년)

                                  자료: Fubon Financial Holding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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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Ⅰ-6> 대만 Fubon Life 해외채권투자-채권유형별

                 자료:  Fubon Financial Holdings(2018)

또한 대형 보험회사의 공시에 의하면, 환헤지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단기 금융상

품(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환헤지전략(Short-Term Rolling Hedge)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중앙은행(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11)이 2017년 

5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만 달

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외환충당금계정(Foreign Exchange Valuation 

Reserves)이 급속히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환헤지전략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환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채권 투자 비중 증가로 금

리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11) 중국중앙은행은 대만의 중앙은행으로, 중국 본토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구분하기 
위해 대만중앙은행, 중화민국중앙은행으로 불리기도 함

12) 외환충당금계정(Foreign Exchange Valuation Reserve)은 2016년 말 434억 대만 달러에서  
2017년 3월 말 180억 대만 달러로 58.5%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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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해외투자자산의 9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총자산 대

비 해외투자 비중은 2012년 16.2%에서 2016년 22.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2012년 50.8조 엔에서 2016년 79.5조 엔으로 증가하였다. 이

는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양적·질적 완화(QQE, 2013년 4월)와 마이너스 금리 정

책(2016년 1월) 시행으로 일본 내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일본 국채 투자를 줄이

고 해외채권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국제금융센터 2018).

<부록 그림 Ⅰ-7>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구성 및 총자산 대비 비중 추이 

(2012~2016년)

         자료: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 Life Insurance Fact Book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해외채권의 60~70%를 환헤지 하고 있

으며, 환헤지 비율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순

까지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동안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환헤지 비율을 60%

까지 낮추었고, 이후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2017년에는 헤지 비율이 70%까지 상

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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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Ⅰ-8> 일본 생명보험사 해외채권 환헤지 비율 추이(2010~2017년)

                              자료: 국제금융센터(2018)

일본 보험회사의 환헤지전략은 단기 선물환을 활용(Short-Term Rolling of Foreign 

Exchange Forwards)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술적 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 관점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환위험을 노출하는 순수포지션(Naked 

Position)을 취하기도 한다.

5. 중국

2012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

다. 해외투자비중은 2012년 1% 미만에서 2016년 2%대로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도 약 

50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홍콩 주식을 시작으로 사모투자(Private Equity), 부동

산 등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투자 지역은 주로 홍콩, 미국, 영국, 호주 등 선

진국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 중국통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보험회사는 해외투자에 대해 환헤지

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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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Ⅰ-9> 중국 보험회사 해외투자포트폴리오(2015년)

                                  자료: PineBride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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