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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명보험 자산운용 현황과 특징

1. 일반계정 자산운용 현황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은 자산운용에 따르는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

가 위험을 부담하는 일반계정(general account) 자산과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특

별계정(separate account or special account) 자산으로 구분된다. 한편, 일반계정 자산은 

보유계약의 보험료적립금 등을 기초로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운용자산(invested assets)과 

투자수익 창출과 관계가 없는 비운용자산(non-operating assets)으로 구성된다. 신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납부할 미래 보험료로부터 회수하

기 위해 자산항목으로 설정해 놓은 미상각신계약비(deferred acquisition costs)나 보험사

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험부채) 가운데 재보험 거

래를 통해 재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표시한 재보험

자산(reinsurance receivables)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다. 한

편,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 and annuities)과 퇴직연금(corporate pension)으로 구

성된 특별계정 자산은 보험계약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회

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인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에 주목하므로, 일반계정의 비운

용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은 이 보고서의 주된 연구범위는 아니다.

2020년 9월 전체 생명보험의 자산 구성비는 일반계정 운용자산 79.7%, 비운용자산 2.7%

와 특별계정 17.6%이다(<표 Ⅲ-1> 참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년 간 생명보험 

총자산에서 일반계정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나타난 생

명보험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전후로 하여 2000년 83.4% 수준에서 2009년 74.3%까지 

줄어들었다가 2014년 이후에는 2004년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 도입으로 성장해 온 특별계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는 점과 최근 5년간 신계약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서 확연하게 줄어든 비운용자

산의 구성비1) 축소가 운용자산 구성비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신계약 관련 이연자산(미상각신계약비)이 비운용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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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총자산 규모 및 총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운용자산 83.4 79.9 74.3 79.4 79.7 79.7

비운용자산 10.2 10.4  7.0  4.1  3.0  2.7

특별계정자산  6.4 11.3 18.7 16.4 17.3 17.6

총자산(조 원) 117 209 358 657 918 95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2> 일반계정 운용자산 규모 및 운용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현금 및 예치금  6.9  2.2  3.8  3.1  2.3  1.3

유가증권 45.9 65.4 67.9 75.4 76.6 77.6

  채권 22.4 39.4 47.5 56.5 47.7 42.1

국공채  4.4 18.5 24.2 24.3 27.3 28.7

  수익증권  7.3  4.5  5.0  5.9  7.3  8.1

  외화유가증권  3.3  6.7  7.9  6.1 14.8 14.2 

  주식 및 출자금  4.9  5.1  6.5  4.9  5.7  5.7

대출 37.7 27.1 24.0 18.7 19.4 19.4

  약관대출 10.0 11.7 11.3  7.7  6.5  6.0

부동산  9.5  5.3  4.3  2.8  1.7  1.6

안전자산1) 31.6 48.6 55.5 58.3 50.4 49.4

  운용자산(조 원)  97 167 266  521  731 760

주: 1) 현예금, 국공채, 특수채, 약관대출로 구성된 자산을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른 한편으로, <표 Ⅲ-2>는 생명보험의 자산운용이 유가증권, 특히 채권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9월 운용자산의 77.6%가 유가증권 투자인데, 채권

이 42.1%이다. 특히, 국공채 비중은 2000년 운용자산의 4.4%에 불과했으나 EU식 지급여

력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18.5%로, RBC 지급여력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9년에는 24.2%로 상승한 이후 2020년 9월 운용자산의 28.7%가 국공채에 배분

되고 있다. 재무건전성 강화와 시장 안정을 통해 유가증권 중심의 유동성자산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예금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04년 2.2%로 하락 한 후 2020년

에는 1.3%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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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위험이 없거나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의 구성비는 

2000년 31.6%에서 2014년 58.3%까지 상승하고, 반대로 대출 비중은 37.7%에서 18.7%로, 

부동산은 9.5%에서 2.8%로 감소하였다(<표 Ⅲ-2> 참조). 그러나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10년대에는 국공채 등에 한정된 장기투자자산 수요와 전반적인 투자수익률 하락에 대

응하여 해외장기투자가 증가하면서 2014년 6.1%에 불과하던 외화유가증권 비중은 2019

년 14.8%까지 상승했고, 대출 비중도 부동산담보 등을 중심으로 2019년 19.4%까지 다시 

늘어나면서 2020년 안전자산 구성비는 40%대로 하락했다.

<그림 Ⅲ-1> 생명보험 파생상품 및 재보험자산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생명보험의 파생상품자산 규모가 장외상품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

는데(<그림 Ⅲ-1> 참조), 이유는 보험회사가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통화 

및 금리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약 1.4조 원으

로 파생상품 전체 잔액에서 절대적인 비중(97.4%)을 차지하였고, 2016년 이후 그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 연구보고서 2021-2

2009년 2018년

스왑

통화스왑 20,956

스왑

통화스왑 79,033

금리스왑 1,734 금리스왑 5,726

총수익스왑1)등 0 총수익스왑 등 2,062

신용부도스왑2) 0 신용부도스왑 397

선도
통화선도 5,765

선도
통화선도 52,846

금리선도 55 금리선도 3,571

옵션

주식옵션 2,906

옵션

주식옵션 484

통화옵션 0 통화옵션 0

금리옵션 387 금리옵션 3

주식ELW3) 645 주식ELW 0

합계
(장외거래 비중)4)

32,467
(94.6%)

합계
(장외거래 비중)

144,122
(97.4%)

주: 1) 총수익스왑(TRS)은 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

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임

2) 신용부도스왑(CDS)은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일정한 CDS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신용사건

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는 계약임

3) 주식ELW는 특정 주식 혹은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증권임

4) 장내외거래 비중은 파생상품 총 잔액에서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금융감독원(2009, 2018),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표 Ⅲ-3> 보험회사 장외파생상품 사용 현황 
(단위: 십억 원)

지금까지 생명보험 전체의 자산운용을 시계열 관점에서 총자산, 운용자산, 유가증권, 그

리고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공채 및 해외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외파생금융상품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자산규모에 따른 보험

회사 그룹별(대형, 중소형, 외국계)로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그룹별 자산운용 현황

가. 대형 그룹 

2020년 9월 대형 보험회사 총자산의 79.6%가 일반계정 자산운용에, 18.3%는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자산에 할당되고 있다(<표 Ⅲ-4> 참조). 일반계정 운용자산에는 국공채 비중이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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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예금 및 약관대출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안전

자산 비중은 2014년 57.7%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해외투자(외화유가증권), 수익증

권, 대출 등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표 Ⅲ-5> 참조). 

<표 Ⅲ-4> 대형사 총자산 규모 및 총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운용자산 84.2 80.9 77.9 78.9 79.8 79.6

비운용자산  9.5 10.3  5.5  3.5  2.3  2.1

특별계정자산  6.3  8.9 16.6 17.7 17.9 18.3

총자산(조 원)  95 163 240 382 517 53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5> 대형사 일반계정 운용자산 규모 및 운용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현금 및 예치금  6.9  2.1  3.6  2.2  1.8  0.8

유가증권 43.1 64.9 65.5 73.2 79.8 75.0

  채권 22.1 39.8 42.4 52.9 42.6 43.4

국공채  4.7 20.2 22.7 24.0 25.1 26.3

  수익증권 10.8  4.3  4.7  4.2  5.6  6.1

  외화유가증권  3.7  7.2  9.8  7.4 15.1 14.7 

  주식 및 출자금  5.5  6.0  7.8  7.6  9.4  9.5

대출 40.3 27.7 26.0 20.7 21.8 22.0

  약관대출 10.3 12.0 11.8  8.7  6.9  6.4

부동산  9.8  5.4  4.9  3.9  2.3  2.2

안전자산1) 31.7 50.8 52.4 57.7 47.5 46.5

  운용자산(조 원)   80 132 187  302  412 427

주: 1) 현예금, 국공채, 특수채, 약관대출로 구성된 자산을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중소형 그룹

중소형 보험회사 그룹은 2020년 9월 총자산의 82.8%를 자산운용에 배분하고 있다(<표 Ⅲ

-6> 참조). 그러나 그동안 여러 중소형사가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함에 따라 특별계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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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대형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중소형 그룹 내에서도 변액

보험 판매 비중을 두고 회사 간에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소형 그룹 운용자산의 특징은 수익증권 비중이 대형 그룹이나 외국계 그룹에 비

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2014년 이후 안전자산 비중은 감소 추세

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 그룹의 안전자산 비중은 대형 그룹보다는 높고 외국계 그룹보

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 차이는 주로 국공채 및 특수채 투자 비중의 차이에서 비

롯되고 있다(<표 Ⅲ-7> 참조). 

<표 Ⅲ-6> 중소형사 총자산 규모 및 총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운용자산 77.0 75.4 68.4 83.1 82.7 82.8

비운용자산 13.3 15.2 10.2  4.9  4.4  4.0

특별계정자산  9.7  9.4 21.3 12.1 16.5 16.8

총자산(조 원)  19 31 79 208 260 27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7> 중소형사 일반계정 운용자산 규모 및 운용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현금 및 예치금  6.4  3.2  5.2  4.5  2.4  1.5

유가증권 53.6 60.3 68.1 76.6 78.6 79.9

  채권 27.2 39.3 50.5 57.2 51.1 52.3

국공채  3.4 10.6 19.5 20.4 25.0 27.4

  수익증권 12.0  8.0  7.8 10.0 11.9 12.9

  외화유가증권   1.9  5.7  3.8  4.2 14.1 13.1 

  주식 및 출자금  4.0  2.1  3.9  0.9  0.5  0.6

대출 32.1 31.9 23.5 17.7 18.1 17.8

  약관대출  9.2 11.6 10.7  6.5  6.4  6.0

부동산  7.8  4.6  3.2  1.1  0.8  0.8

안전자산1) 31.9 40.7 53.6 55.1 50.5 50.5

  운용자산(조 원)   14  23  54  172  215 223

주: 1) 현예금, 국공채, 특수채, 약관대출로 구성된 자산을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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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계 그룹

외국계 보험회사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9월 29.4%로 3개 

그룹 가운데 가장 높다(<표 Ⅲ-8> 참조). 한편, 일반계정 운용자산에서는 유가증권, 특히 채

권 투자 비중이 절대적이다. 2020년 9월 채권 비중은 60.1%인데 국공채가 41.1%에 달하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비중도 58.9%로 3개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Ⅲ-8> 외국계 보험회사 총자산 규모 및 총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운용자산 82.3 78.4 63.8 72.6 73.8 74.3

비운용자산 15.1 17.6 10.0  5.3  4.1  5.1

특별계정자산  2.6  4.2 26.3 22.1 22.1 29.4

총자산(조 원)  9 26 71  96 140 14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Ⅲ-9> 외국계 보험회사 일반계정 운용자산 규모 및 운용자산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9 2014 2019 2020. 9

현금 및 예치금  8.2  2.7  3.1  5.2  3.8  3.0

유가증권 63.4 76.6 79.1 76.3 82.3 83.2

  채권 13.0 42.7 71.4 66.6 61.0 60.1

국공채  4.6 16.9 39.8 35.5 40.6 41.1

  수익증권  5.7  3.7  2.8  3.0  4.3  5.8

  외화유가증권  1.7  3.7  2.1  3.7 14.5 14.7

  주식 및 출자금  1.1  1.3  2.1  1.8  1.5  1.3

대출 19.6 15.8 15.1 16.3 12.7 12.7

  약관대출 10.0  9.9 10.1  6.5  4.9  4.4

부동산  8.8  4.9  2.7  2.2  1.2  1.1

안전자산1) 28.3 47.0 74.1 67.3 61.0 58.9

  운용자산(조 원)   7  20  45  69  103 108

주: 1) 현예금, 국공채, 특수채, 약관대출로 구성된 자산을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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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운용의 특징

EU식 지급여력제도와 RBC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를 계기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 간의 듀레이션 갭2)을 관리하기 위해 국공채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안

전자산을 보면 대형 그룹과 중소형 그룹에 비해 외국계 그룹이 월등하게 높다. 

3개 그룹의 채권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의 43~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채권 

투자까지 포함하면 채권 투자 비중은 세 그룹 모두 50%를 넘는다. 지급여력제도 강화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불일치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저금리 장기화

에 따라 수익률 제고 필요성도 커지면서 보험회사의 국공채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안전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 감소분은 수익증권과 해외투자 비중의 증가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헤지 및 금리스왑과 같은 파생상품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역할과 보험회사 해외투자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역할

국내 금리는 모든 만기에 걸쳐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장기금리 하락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8년 12월 기준 4.87%에서 2019년 3월 중 1.95%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Ⅲ-2> 참조). 뿐만 아니라 금리기간구조3)는 

2008년 12월 수익률곡선이 만기가 길수록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이

지만, 2019년 3월 말에는 모든 만기에 걸쳐 사실상 평탄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

-3> 참조). 이를 통해 중･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만기 10년과 만기 3년 국채 금리 간의 기간스프레드(term premium)도 2009년 말 

146bp이나 2019년 1분기에는 20bp 이내로 급락하였다(<그림 Ⅲ-2> 참조). 

2) 듀레이션 갭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논할 것임

3) 금리기간구조는 이표가 제로인 무위험 국채에 대한 만기별 수익률(금리)과 만기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일반적

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고 있음. 이하에서는 금리기간구조를 설명함

에 있어서 장기금리가 미래 단기금리의 롤오버에 대한 예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대가설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가설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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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10년 만기 국채 금리(좌) 및 기간스프레드(10년-3년) 추이(우)

            (단위: %)      (단위: %) 

주: 2008년 1월에서 2019년 3월 월평균 금리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주: 스프레드=10년 국채 금리–3년 국채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그림 Ⅲ-3> 국채 금리의 기간구조

                    (단위: %)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최근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국채 수요 증대가 금리기간구조의 수준 및 형태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금리기간구조는 통화정책의 경로, 경제성장

률 및 기대인플레이션, 위험선호 증대 등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경제여건 변화가 금리기간구조의 하락 및 평탄화라는 특징을 설명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실질 경제성장률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은 금리기간구조를 수

평적으로 하향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금리 하락 폭이 단기금리 하락 폭보다 심

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유동성이 높은 만기 10년 미만 국

채 금리에 반영되므로 만기 10년 이상 장기금리의 행태를 기술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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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 하락은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장기국채 투자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보험회

사의 장기국채 수요 증대는 다른 금융권 대비 보험권의 높은 성장에 따른 보험부채 증대

로 나타난 자산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4) 생명보험 전체 자산규모는 2009년 358조 원에

서 2019년 918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9%의 자산증가율을 보인다. 손해보험을 

포함한 GDP 대비 보험회사 총자산 규모는 2009년 36.4%를 차지한 이후 2013년에는 50%

를 넘어서고 2019년에는 64.8%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Ⅲ-4> 참조). 

자산이 증가하면서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의 국채 보유도 늘고 있으므로 손해보

험을 포함한 전체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채 규모는 2018년 253조 원인데,5) 이는 GDP 대비 

14.2%에 달한다(<그림 Ⅲ-5> 참조). 그 결과, 보유금액 기준으로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채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투자가는 66.2%의 금융법인(기관투

자가)6)인데, 금융법인 중 보험회사의 국채 보유 기여도가 가장 크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4> 보험회사 자산 및 보유 국채의 GDP 비중(좌)과 보험회사의 국채 점유율(우)

(단위: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GDP, 국채 보유 비중);

금감원 통계정보시스템(보험회사 총자산)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연도별 자료)

4) 금리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기대(Expectation)가설과 시장분할가설이 존재하는데, 기대가설은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시장분할가설은 장기채권을 선호하는 기관투자가의 투자패턴에 의해 각각 설명됨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GDP, 보험회사 보유 국채) 자료를 사용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금순환계정에서

는 1년 이상의 국채를 장기국채로 분류하며, 채권평가 시 가능한 한 시가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함. 반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보험회사 국공채 자료는 국공채의 분류(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각각 계산한 평가액을 합산한 것으로, 두 기관의 자료에 차이가 존재함

6) 국채 수요는 은행 및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연기금 등에 의해 결정되나 최근 들어 장기채를 선호하는 보험회

사가 장기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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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투자자별 국채 보유 추이(좌)와 금융법인의 보유 국채 추이(우)

      (단위: 조 원)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연도별 자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연도별 자료)

이러한 보험회사의 국채 수요 증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여력제도 강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현행 RBC 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하게 될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할 경우 부채 듀레이션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있

다.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 간 듀레

이션 차이가 커지면 요구자본 부담도 커지기에 보험회사는 국채 등 장기채권 투자를 늘려 

요구자본 부담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나. 해외투자 및 환헤지 

국내 보험회사는 최근 들어 해외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는 2009년 25.7조 원에서 2019년 141.3조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하였다. 보험회사

의 해외투자는 특히 2016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가 역대 최

저치를 갱신(1.75%)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는 4.20% 수준에서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30%를 기록하였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해외투자 확대와 더불어 통화파생상품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보험회

사의 통화파생상품은 2009년 27조 원에서 2018년 132조 원으로 연평균 19.3%씩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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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액7)과 통화파생상품의 추이

주: 1) 외화유가증권=외화채권+Korean Paper+해외주식(시가기준)

2) 통화파생상품=통화스왑+통화선도+통화옵션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2019(1/4)),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각 연도), 「금융회사 파

생상품 거래현황」; 보험회사별 『감사보고서』(2009~2018년)로부터 산출함

한편, 통화파생상품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통화스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

으로 통화선도이다. 통화스왑은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기간 동안 상대 통화의 금리를 교환한 후 만기시점에 현재의 계약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계약이다. 통화선도는 거래 양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 시 통화 간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통화선도환율로 만기시점

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계약이다.

7) 해외투자는 외화유가증권+해외부동산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자가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하에서는 외화유가증권

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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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통화파생상품 구성비 추이

주: 분기별 자료임

자료: 금융감독원(2009~2018),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규모 현황」으로부터 산출함

통화스왑은 2009년 통화파생상품 잔액의 약 80%에서 2017년 약 53%로 하락하였다가 

2017년 이후 통화스왑 규모가 늘어나면서 약 6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그림 Ⅲ-7> 참

조). 반면, 통화선도의 비중은 2009년 약 20% 수준에서 2017년 약 46%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이후 소폭 하락하여 약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통화스왑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통화선도 비중이 늘어난 데는 

해외채권 투자에 따른 환헤지 인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단기물 통화선도를 통한 환헤지가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이전까지는 듀레이션 산정 시 투자자산의 잔

존만기를 환헤지 기간만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1년 이상 환헤지 시 투자자산

의 잔존만기 전체기간을 인정하였다. 2017년 6월 이후에는 환헤지와 관계없이 투자자산 

잔존만기를 인정하고 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대형 그룹은 중소형 그룹에 비해 장기 환헤지 계약

이 차지하는 비중8)이 높다. 3대 생명보험회사의 장기 (통화스왑)환헤지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82.8%인데 비해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는 48.9%이다. 5대 손해보험회사는 동 비

중이 72.1%인 데 비해 중소형 보험회사는 51.0%이다.

8) 장기 환헤지 비중=통화스왑금 잔액/(통화선도환 잔액+통화스왑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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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보험 그룹별 자산운용 특징

대형 그룹은 중소형 그룹 및 외국계 그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안전자산 대비 대출은 신용위험이 높고 듀레이션(만기)도 낮지만,9) 안전자산 

대비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다. 한편, 중소형 그룹은 수익증권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증권은 대출보다 위험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계 그룹은 안전자산 중에서

도 국공채 투자 비중이 높은데,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 보험회사보다 자산부채 종

합관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표 Ⅲ-10> 참조). 

그룹 공통 대형 그룹 중소형 그룹 외국계 그룹

- 국공채, 외화 유가증
권 비중 증가

- 환헤지 목적의 파생
상품 활용 급증

-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음 - 수익증권 비중이 가장 
높음

- 국공채 비중이 가장 
높음

<표 Ⅲ-10> 생명보험 자산운용의 그룹별 특징

9) 신용위험 관련 요구자본액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I>을 참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