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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 錄 > 資産 負 債綜 合 管理 (A LM )의 導 入

1. ALM의 目的

ALM(asset/ liability managem ent)은 금융 및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제

반리스크를 회피하면서 資金調達 費用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경영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통상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장리스크, 유

동성리스크 등을 회피 또는 경감하여 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한 관리기법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ALM의 분석기법과 관리대상 리스크

분석기법 관리대상 특성

관리정보

스톡
현금

흐름

수익

곡선

현재

가치

1950년대 자산배분법 자산-유동성리스크 정성적 ○

1960년대 자금풀법 부채-조달비용·유동성리스크 정성적 ○

1980년대

GAP법
자산·부채-금리리스크·유동

성리스크
정성적 ○ ○

듀레이션법 자산·부채-금리리스크 정량적 ○ ◎ ○

시뮬레이션법 자산·부채-수익 정량적 ○ ○ ◎

1990년대 VAR법 시장성자산-시장리스크 정량적 ○ ◎ ◎ ○

資料: 高橋洋一, 池森俊文, 武見浩充, 長谷川芳, 『ALM』, 銀行硏修社, 1997, p.74

ALM은 1950년대 미국의 은행에서 資産管理經營(asset management)을

중심으로 한 관리기법으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資産管理中心의 ALM은

경영의 건전성을 중시하고 자금조달의 범위내에서 대출, 유가증권 등의

운용자산을 통제하고, 자산측면에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 수익의 극대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

지의 ALM은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와 시장성 자

금조달의 증가로 비용상승에 따라 수익성 및 성장성을 중시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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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을 전개하는 負債管理經營(liability m anagem ent)으로 전환되었

다. ALM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금융기관의 적

극적 경영으로부터 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資産負債綜合管理(asset &

liability management)로 전환되어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 및 의사결정시스템

까지 포함한 전략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1).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가 자산관리중심, 1980년대가 부채관리중심,

1990년대이후 자산부채종합관리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한편 국내 금융

기관의 경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ALM도입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7대 시중은행은

ALM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

보험산업의 경우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는 리스크의 구성에서 근본적

인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의 ALM은 은행 등의 예금취급기관과는 다른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다. 리스크구성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는 주된 기능

이 리스크引受이고 2차적으로 일반금융기관으로서의 投資機能과 대출 등

의 資金調達機能을 수행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은 주된 업무가 금융업무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리스크관리기법도 달라지게

된다(<표 2>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ALM의 필요성은 미국에서 1980년에서

1990년 초에 이르는 동안 계약자들의 고수익선호와 보험회사간 경쟁증가

로 자산과 부채가 미스매칭되어 파산한 회사가 많이 발생3)하게 되자 보

험사들은 더욱 정교한 리스크관리프로그램인 ALM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ALM정의는 투자포트폴리오와 보험상품포트폴리오의 부채

간에 발생하는 금융효과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보험사의 ALM은 支給能力 및 收益性과 관련한 전략적 목적

1) 김동훈, ALM과 보험기업 자산운용 , 『보험조사월보』, 1995.3, pp20-21 참조

2) 함유근,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도입 및 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8.2, pp.3-5

참조

3) Executive Life, First Capital Life of California, Mutual Benefit, Fidelity Bankers Life임.

LOMA,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the Lif e Insurance Industry ,1993, pp.8-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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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있다4).

<표 2> 금융기관의 ALM관점으로 본 리스크

구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연금 은행

부채

현금

흐름

기간 주로 단기 주로 장기/ 초장기 주로 장기/ 초장기
주로

단기/ 초단기

성질 불확실성이 큼 약간 불확실 약간 불확실 확실

주요리스

크분류

-보험리스크

.준비금,보험료

-자산리스크

-신용리스크

-자산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경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인플레리스크

-이탈자리스크

-경영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영업리스크

-환경리스크

-행위리스크

리스크관

리방법

- 위 험 론 ( R i s k
Theory)

-현금흐름법

-현금흐름법 (시뮬레

이션법)
-대차대조표법 (듀레

이션법,OAS1 )법)

-현금흐름법(시뮬레

이션법)
-대차대조표법(듀레

이션법,OAS법)

-만기선도자(Mat
urity leader)

-현금흐름법

-듀레이션법

註: OAS(Option Adjusted Spread; 옵션조정스프레드)는 미국에서 저당관련증권과 같이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임.

資料: 田中周二, 보험과 연금의 ALM개념 , 「보험학잡지」 제546호, p.60

보험회사가 ALM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험회사가 순현금흐름과 제반리스크를 관리하여 지급능력

(technical solvency)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보험회사는 시장금리로

부터 이탈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리스크노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ALM

을 사용한다. 따라서 보험사의 계리인이나 투자부는 상품설계, 가격산정,

투자관리부분에 대해 통합된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보험회사는 정부감

독당국의 규제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ALM을 구축한다5).

4) Susan Conant, Nicholas L. Desoutter, Dani L. Long, Robert MacGrogan, Managing f or

Solvency and Prof itability in Lif e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LOMA, 1996, p.527
5) Kansas City Life Insurance Company의 경우 ALM 목적을 Profitability, Solvency,

Maretability, Equitable Allocation of Investment Income으로 하고 있다. Stephen W.

Forbes 외,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the Lif e Insurance Industry , LOMA , 1993,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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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업의 목적과 ALM목적의 관계

2. ALM 分析技法

가 . GA P 管理法 (Gap M an a g em ent )

GAP分析6)은 장래의 금리변동에 의해 금융기관이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조화하여 금리리스크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

는 기법이다. 갭이란(gap 혹은 m atu arity gap) 일정 기간내에 만기가 도

래하거나 금리가 수정(repricing)되는 자산과 부채 항목간의 금액차이를

말한다. 즉 갭은 金利感應資産(RSA: rate sensitive assets)과 金利感應負債

(RSL: rate sensitive liabilities)의 차액을 말한다. 이러한 갭을 기간별로

정리하여 자산과 부채항목간의 금액차이를 예상하여 순이자수익을 일정

한 수준으로 관리하거나 최대로 하려는 것이 갭관리의 목표이다.

6) 자세한 것은 Stephen W. Forbes 외, Asset-Liability Management in the Lif e Insurance Industry,

LOMA , 1993, pp.51-72 및 全紀晳, 『生命保險ALM』, 保險硏修院,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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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분석의 특징은 대차대조표의 상태와 금리수익의 관계를 정확하고 선

명하게 나타내주며,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의 변동예상측정이 용이하고 금

융기관의 수익예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나 . 시 뮬레이션分析 法

시뮬레이션기법은 갭 자체만으로는 금리변화가 최종적으로 순이자소득

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된 기법이다.

시뮬레이션기법은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현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金利變動이 순이자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다. ALM담당자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판단기준을 계량화

하고 이에 이론적인 관점을 추가하여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시뮬

레이션기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정하여 WHAT-IF

분석을 할 수 있으며 갭관리기법의 틀안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수치로서

파악할 수 있다. 즉 금리변동이 자금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계량화가 가능

하고, 자산/ 부채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자금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계량화

가 가능하며, 금리감응도 분석법의 활용도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시뮬레

이션만으로는 리스크와 리스크를 택함으로서 얻는 이익을 명쾌히 나타내

는 단일지수를 얻을 수 없고, 금리변동이 심한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적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 . D uration 分析技法

듀레이션의 개념은 1937년 Frederick Macaulay가 금융기관의 금리리스

크를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고려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해 낸 것이다. 듀레이션분석기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금리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최적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의 평균기간(duration)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연계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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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를 면역(immunization)시키는 기법이다.

듀레이션은 각 기간에 들어오는 현금흐름(원금과 이자)을 現在價値로

복리환원하고 이를 기간에 의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때 자산/ 부

채의 현재가치에 대한 고려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금리리스크

도 고려하게 된다.

D =

T

t = 1
t·P V t

T

t = 1
P V t

=
T

t = 1
t· ( P V t/ P )

듀레이션기법은 자산과 부채 전체를 각각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시장가격변동정도를 예측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이자율하락시 자산의 듀레이션은 길게 하고 부채의 듀레이션은

짧게 운용하며, 이자율 상승시에는 자산의 듀레이션은 짧게 하고 부채의

듀레이션은 길게 운용하게 된다.

듀레이션의 분석기법의 장점은 원금과 이자현금흐름의 현재가치까지

포함하여 단일지표로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자산과 부채의 금리리스크관

리가 용이하며, 금리변동이 수익영향 뿐만 아니라 資本價値에 미치는 영

향도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자산, 부채가 시장성이 없

는 금융상품구성의 경우 실용성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자산, 부채의 기일

경과에 따라 듀레이션변동을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라 . V A R 分 析技法

VAR(Valu e at Risk)7)는 특정한 보유기간, 신뢰구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발생하여 생기는 최대손실액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

7) 보다 자세한 것은 高橋洋一外 3人, 『ALM』, 銀行出版社, 1997 및 VARを用いた生保

のリスク管理 , 『生命保險經營』 第63券 第4號, 1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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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포트폴리오의 가치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소(변수)의 변동율 및 변수간

의 상관계수를 구함으로써 추계하는 리스크 計測技法 혹은 얻어진 최대

손실액을 의미한다.

VA R = P ×△×k· × t

p : 포트폴리오의 현재가치

△ : 리스크요소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감응도

k : 신뢰구간에 대응하는 계수

σ: 리스크요소의 표준편차, t : 보유기간

VAR는 1980년대초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시장리스크를 계측하는 기법

으로서 개발된 것으로 리스크관리에 앞서 있는 미국, 일본 등의 금융기관

에서는 동 기법을 이용하여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통합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2> VAR에 의한 리스크관리체계도

최근 VAR기법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 VAR기법은 시장리스크만이 아니고

이론적인 신용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의 측정에 응용가능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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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며, 사내공통의 리스크 측정기준으로 자산별, 상품별 리스크관리가

아니고 리스크기준으로서 리스크종류별, 거래처별 등 보다 유연한 형태에

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리스크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分散投資效果를 반영한 형태에서의 각 리스크간의 자산이 가능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형태로 펀드전체 혹은 포트폴리오전체에서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통계적 신뢰구간에서의 最大損失額

이라는 명확한 금액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대수익과 비교시 자산배

분의 응용이 가능하며, 또한 자기자본과 비교함으로 산출된 리스크양의

타당성 판단이 매우 유용하다. 네 번째로는 통계적 개념에 의해 리스크양

을 산출하므로 그 객관성확보가 가능하고 시장추정을 이용하여 현재의

자산배분이나 자산구성 수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시 보다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마 . 現 金흐름分析 (c a s h f lo w an aly s i s )

현금흐름분석기법은 다양한 경제·금융환경의 시나리오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 주는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하여 감독당국의 규제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고, 보험가격설정과

상품설계 전략 및 투자전략의 평가가 가능하게 되며 종합적인 財務健全

性 展望을 평가하게 된다.

현금흐름예측기법은 유동성차원에서 기간별로 한 계약의 장래에 걸친 순

현금흐름을 예측하며 지급능력차원에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

치가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장래의 순현금흐름가치를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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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금흐름분석의 개요

資料: Susan Conant, Nicholas L. Desoutter, Dani L. Long, Robert MacGrogan, Managing f or

Solvency and Prof itability in Lif e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LOMA, 1996, p.78

현금흐름분석은 자산과 부채의 가치 비교가 가능하게 되며, 금리의 변화

에 따라 자산·부채가치의 상대적 분석을 하여 시장리스크분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리스크 발생확률을 가미하여 자산측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금흐름기간마다 실재액을 비교하면 유동성리스크의 분석도 가

능해 자산측에 존재하는 모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

나 현금흐름분석은 경제·금융환경의 시나리오 설정이 어렵움은 물론 동 시

나리오가 현금흐름분석의 정확성을 결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흐름분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현금흐름테스트(CFT: cash flow

test)와 카나다의 동적지급능력테스트(DST: dynamic solvency test)가 있다.

이들 국가의 보험당국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계리인이 현금흐름분석을

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차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하고 있다. 미국8)은 보험자의 준비금에 대한 자산의 적정성을 7가지 금리시

나리오별9) 현금흐름테스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ST는 임의적으로 수

8) 평가계리인(valuation actuary)이 생명보험회사의 현금흐름분석테스트를 하고 의견을 첨

부하여 연차보고서와 함께 감독청에 제출토록 한 1991년의 NAIC 모델법(Actuarial
Opinion and Memorandum Model Law)을 대부분의 주 보험감독청이 입법화함으로서 시

행되게 되었다.
9) New York Regulation 126에 의거 연금에 한해 현금흐름분석한 것에 기인하며 7가지 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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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카나다의 DST10)는 금리시나리오에 의한 분석과 더불어 기업의 성

장시나리오도 추가한 분석11)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 CFT와 DST의 비교

CFT DST
테스트 대상 준비금 준비금과 잉여금

테스트 사업 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만
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과 신규사

업

시나리오 금리시나리오만 금리시나리오와 사업전략 등

테스트 기준 통과/ 실패 진단 목적

資料: Susan Conant, Nicholas L. Desoutter, Dani L. Long, Robert MacGrogan, Managing
f or Solvency and Prof itability in Lif e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LOMA,

1996, p.82

바 . 其 他 分析技法

기타 분석기법으로는 SPREAD관리법(Spread Managem ent), 금융파생상

1. 금리현행유지

2. 금리가 10년동안 연 0.5% 증가 후 유지

3. 금리가 5년동안 연 1% 증가하고 그 후 5년동안 연 1% 감소 후 유지

4. 금리가 즉시 3% 증가후 유지

5. 금리가 10년동안 연 0.5% 감소 후 유지

6. 금리가 5년동안 연 1% 감소 후, 5년동안 연 1% 증가 후 유지

7. 금리가 즉시 3% 감소 후 유지

10) 카나다의 경우는 1992년 연방보험감독법(Insurance company Act)에 의거 평가보험계리

인이 DST(dynamic solvency test)에 기초한 재무전망을 연차보고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11) 캐나다의 dynamic solvency test에서는 10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사망률이 5년 동안 연 3% 증가

2) 발병률이 5년 동안 연 3% 증가

3) 해약률이 예정해약률에 연 1½∼2배 증가

4) 금리가 5년 동안 연 0.6% 상승

5) 금리가 5년 동안 연 0.6% 하락

6) 신계약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

7) 신계약이 예정신계약에 2배 증가

8) 초년도 사망, 발병관련 지급보험금이 전체의 95%
9) 부실채권이 2배 증가

10) 사업비가 연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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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이용한 헷지기법, 자산·부채분리기법(segm entation of asset and

liability)이 있다.

스프레드관리법은 부리성(interest bearing)자산과 부채의 이익률

(spread)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기법이다. 여기서 스프레드는

수입이자를 해당자산의 평잔으로 나눈 것에서 지급이자를 해당부채의 평

잔으로 나눈 값을 뺀 것을 말한다.

資産負債分離技法은 보험사들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보험

상품들을 유사상품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필요한 부채의 현금흐름을

분석, 예측하여 그 현금흐름에 맞는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법이

다. 미국 생보사들의 경우 보험상품의 그룹핑시 고려하는 사항은 보험상

품의 부채관련 현금흐름구조, 별도의 포트폴리오로서 투자비용의 조달가

능여부, 별도의 상품군으로서 관리를 가능케 하는 조직구조 여부이다.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기법은 현물시장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

나 장래 보유하게 될 금융자산·부채의 가격변동리스크를 선물시장에서

반대의 포지션거래를 취함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갭, 듀레

이션 등이 대차대조표상(on- balance)의 기법인 반면에 동 기법은 자산·

부채의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각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

는 부외(off-balance)거래의 기법이다. 금융파생상품 헷지기법의 유형으로

는 금리선물거래, 금리옵션거래, 금리스왑거래 등이 있다.

3. 外國保險社의 ALM導入 現況

가 . A LM 分析技 法 및 戰略

선진외국보험사들의 경우는 이미 1980년대부터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ALM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Joan

Lamm-Tennant12)가 1986년, 1987년에 걸쳐 250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

로 ALM도입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듀레이션은 81개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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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가 운용하고 있고, Segm ent Asset/ Liability관리는 81%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派生商品을 이용한 리스크 헷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금리선물 : 54.0%, 주가지수선물 : 76.7%, 금리스왑 : 48.7%)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시나리오에 의한 현금흐름분석은 71.4%의 회사가 시행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ALM의 형태는 종합적

(integrated)인 것이 아니라 세분화(fragm ent)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한 ALM기법이나 통합ALM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업체

(투자자문회사, 공공회계법인, 계리인)에 외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ALM의 운영과정은 부채측면의 현금흐름추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4> 생명보험사의 ALM운영현황( 1987년 조사)

도입기법 응답회사수 사용중 경제적사용 불필요 불고려 기타

Duration 81 50.6 22.8 5.1 8.9 12.6

Segment ALM 79 75.9 5.1 5.1 7.6 6.3

현금흐름분석 77 58.4 13.0 2.6 9.1 16.9

금리선물 76 15.8 18.4 29.0 25.0 11.8

Duration 81 50.6 22.8 5.1 8.9 12.6

주가지수선물 73 6.8 11.0 24.7 52.0 5.5

금리쿠폰스트립 74 10.8 12.2 21.6 48.6 6.8

금리스왑 74 21.6 18.9 17.6 31.1 10.8

資料: Lamm-Tennant, J., "Asset-Liability Management for the Life Insurer:Situation Analysis

and Strategic Formula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 1989, p503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의 ALM운영은 많은 부분이 변경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에 세계 생명보험시장의 약 70%를 점유하

고 있는 6개국(프랑스 15개사, 독일 56개사, 일본 상위 5개사, 네덜란드

54개사, 영국 42개사, 미국 상위 115개사)의 287개 보험사에 대하여 ALM

정책, ALM전략과 기법 등에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1987년의 ALM기법

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3).

12) Lamm-Tennant, J., "Asset-Liability Management for the Life Insurer:Situation Analysis and

Strategic Formula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 1989, pp.5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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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국의 ALM분석기법의 변화추이

資料: M. Smink, R.A.H.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 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 82),
January 1997, p.141

1994년의 조사에서는 응답한 회사들의 ALM기법은 시나리오에 의한 현

금흐름분석과 투자수익성의 측정기법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응답회사는 각각 24.5%,

22.5%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회사들의 경우 시나리오에 의한 현금흐름분

석은 10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감독당국의 현

금흐름분석제도를 도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현금흐름매칭, 분할 ALM, 금리듀레이션분석, 재보험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LM소프트웨어, 내부쿠폰스트리핑, 부채에 대

한 재무가격산정, 금리리스크면역과 같은 정교한 ALM전략이 기법에 대

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친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회

사의 종합적인 리스크를 하기 위하여 통합ALM소프트웨어14)를 구입하여

13) M. Smink, R.A.H.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 82), January

1997, 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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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3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ALM전략 및 기법에 대한 설문결과( 6개국 , 1994년)

전략/ 기법
운영중1 ) 운영하지 않음2 )

기타
☆ ◇ ◎ 계 ☆ ◇ ◎ 계

시나리오에 의한 현금흐름분석 42.2 31.4 2.0 75.6 2.0 17.6 2.0 21.6 2.9

통합 ALM소프트웨어 13.7 21.6 2.0 37.3 16.7 24.5 18.6 59.8 2.9

현금흐름매칭 28.4 32.4 2.0 62.8 7.8 23.5 2.0 33.3 3.9

상품별 자산부태 분할 35.3 22.5 4.9 62.7 9.8 19.6 3.9 33.4 3.9

금리듀레이션분석 31.4 28.4 2.9 62.7 6.9 21.6 5.9 34.4 2.9

파생상품이용 헷징 13.7 18.6 17.6 49.9 11.8 27.5 7.8 47.2 2.9

리스크-수익 분석 20.6 26.5 8.8 55.9 6.9 24.5 9.8 41.2 2.9

internal coup on stripping 2.9 15.7 2.9 21.5 42.2 3.9 29.4 75.6 2.9

부채에 대한 재무적 가격산정 10.8 17.6 3.9 32.3 20.6 19.6 22.5 62.8 4.9

듀레이션(금리면역화) 10.8 23.5 3.9 38.2 25.5 25.5 6.9 57.9 3.9

활발한 배당정책 15.7 20.6 4.9 41.2 22.5 5.9 25.5 53.9 4.9

embedded value evalu ation 28.4 18.6 2.0 49.0 11.8 19.6 13.7 45.1 5.9

재보험 21.6 22.5 15.7 59.6 23.5 6.9 2.9 33.5 6.9

투자수익측정 38.2 32.4 6.9 77.5 3.9 13.7 2.0 19.6 2.9

註: 1) ☆: very important, ◇: moderately important, ◎: not important

2) ☆: not important, ◇: considered important, ◎: not familliar

資料: M. Smink, R.A.H.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 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 82), January

1997, p.132

나 . 保 險社의 財務리스 크에 대한 態度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의 ALM기법과 전략은 1990년

대에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보험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의해

재무리스크가 증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ALM이 經營戰略의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 6개

14) 미국 생명보험사들이 부채의 듀레이션, convexity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로는 Chalke Inc사의 PTS, Tillinghast사의 TAS, Milliman & Robertson software 등이 있

다. Anthony M Santomero, David F. Babbel, "Financial Risk Management by Insurers:An

Ananlysis of the Process", The Jounal of Risk and Insurance, 1997, Vol.64, No.2,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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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보험회사들의 재무리스크에 대한 태도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대한 설문은 투자포트폴리오수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험사들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는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다.

응답사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가격변동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

크가 보험사의 투자수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리스크로 각각

78.4%, 72.5%, 56.8% 응답했다. 반면에 담보대출, 환리스크에 대한 중요성

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6개국 생명보험사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리스크
중요 고려하지 않음

기타
매우 보통 아니다 매우 보통

신용리스크 23.5 33.3 16.7 15.7 4.9 5.9

환리스크 3.9 20.6 35.5 24.5 11.8 4.0

가격변동리스크(유가증권,부동산) 22.5 55.9 6.9 7.8 4.9 2.0

금리리스크 22.5 50.0 11.8 8.8 2.9 4.0

담보대출 3.9 28.4 40.2 7.8 1.0 18.6

資料: M. Smink, R.A.H.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 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 82), January

1997, p.134

다 . 向 後 A LM 分析 戰 略

선진국 보험회사들은 ALM도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ALM기법의 정교화등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재무리스크관리방법으로서 ALM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품특성이나

그 동안의 이익실현 등의 이유로 ALM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는

3%로 매우 극소수이다. 또 도입된 ALM기법은 더욱 좋은 모델로 개량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 95.1%로 지배적이고, ALM도입시 외부전문가가 필요

하다는 의견은 7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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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에는 일정수준의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한 회사는 2.0%로 매우 낮고, ALM을 통한

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일정부분에 대해 감독당국의 規制(미국

의 현금흐름분석, 카나다의 동적 지급능력테스트, 위험기준자본금제도

등)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ALM전략 및 기법에 대한 각국보험사의 의견( 6개국 , 1994년)

ALM이슈 전적으
로동의

보통 동의하
지 않음

기
타◇ ◎ ○

회사의 상품특성상 ALM이 중요하지 않다 3.9 10.8 10.8 17.6 53.9 2.9
회사의 실현 혹은 미실현이익과 현재상품의 수익 때문
에 ALM이 중요하지 않다

3.9 2.9 9.8 26.5 54.9 2.0

자산수익과 부채의 요구수익율간의 스프레드가 유일하
게 관리하는 것이다 2.9 7.8 11.8 27.5 46.1 3.9

듀레이션매칭은 현금흐름매칭보다 ALM도입이 더 바
람직한 방법이다 7.8 26.5 28.4 23.5 11.8 2.0

도입된 ALM은 더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 30.4 28.4 16.7 18.6 2.9 2.0

ALM도입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 4.9 17.6 27.5 27.5 20.6 2.0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적정한 수익률을 올
릴수 있다

2.0 22.5 26.5 27.5 18.6 2.9

투자포트폴리오의 적은비율에 활발한 거래가 제한된다 12.7 18.6 19.6 32.4 14.7 2.0
투자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7.8 27.5 28.4 23.5 9.8 2.9
파생상품의 이용시 회계처리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11.8 24.5 28.4 24.5 3.9 6.9
감독당국은 효율적인 ALM에 중요한 제한이다 15.7 23.5 17.6 29.4 10.8 2.9
자본시장은 효과적인 ALM을 위한 충분한 도구를 제
공한다 10.8 50.0 24.5 24.5 7.8 4.9

資料: M. Smink, R.A.H. van der Meer, "Life Insurance Asset-Liability Management:An
International Survey" The Geneva Pap 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 82), January

1997, p.133

4. 國內保險社의 ALM導入

가 . A LM導入 必要性

국내보험사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

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경제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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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험산업의 환경은 이미 상당부분 변화된 상태에서 金融危機라는

국가 초유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경영의 안정성

은 매우 불확실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보험회사는 생존을 위하여는 향후 직면하게 되

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효율적이며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의 보험사들

에 비해 ALM도입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이다15).

특히 국내보험산업은 저축성부분이 많은 보험을 주로 영위하고 이들

종목의 보험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손해

보험회사도 ALM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보험회사의 ALM 도입필요성

나 . A LM導入을 위한 課題

15) 신한생명은 금융시장개방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ＡＬＭ시스템을　도입하

기로 하고 １단계로 자산관리시스템(ＡＭ)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생명의 자산관리시스템은 유가증권종합관리시스템, 도매금융심사분석시스템, 예금 및

대출의 정보계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앙일보』 199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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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경영자만의 의식만으로는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

들만의 추진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의 파악과 분석,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기업의 경영전략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사내에 리스크管理組織

을 갖추어야 한다.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은 자산·부채의 구조파악 및 분

석을 위한 조직, 금융·경제환경예측조직, 리스크배분·시뮬레이션 조직, 경

영방침 결정을 위한 ALM위원회 혹은 유사위원회 등이다.

<그림 6>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조직

또한 보험회사가 ALM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는 <그

림 7>과 같이 리스크의 계측기법의 구비, 시스템기반의 정비, 효율적인

조직과 인재, 리스크제어기법의 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4가지 요건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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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LM실천을 위한 4대요건

資料: 高橋洋一外 3人, 『ALM』, 銀行出版社, 1997, p. 155

첫째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구조를 정확히 계측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앞의 나. ALM분석기법 참조)을 도입 혹은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제1단계로써 기업

내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표 8> 상품별 ALM구도

구분 일반적 특성
계약자

기대

보험료

설정
자산할당방침 배당정책

보장성

상품

-보험기간=장기

- 사 망 리 스 크 와

운 용 리 스 크 가

보완·상쇄

-계약자의 금리

선호도가 낮다

-저렴한 보험

료 기대

- 장 기 안 정 배

당 기대

→

- 예 정 이 율 은

비교적 높게

설정

-계약자의 보

험 료 부 담 경

감

-대출, 채권으로 증대, 주식 ,
부동산등의 캐피탈지향의

자산믹스를 통해 종합수익

향상을 도모

→ 장기운용

장기

안정

배당

저축성

상품

(일시납

양노)

-보험기간=단기

-운용리스크만

-계약자의 금리

선호도가 높다

-배당을 포함

한 이자소득

기대

- 변 동 배 당 에

대한 저항은

적다

→
- 예 정 이 율 은

비교적 낮게

설정

- 보 험 회 사 의

리스크경감

-단기조달이므로 대출, 채권

을 중심으로 안정수익지향

의 자산운용 (주식 , 부동산 ,
해외자산투자는 억제)

→ 안정수익운용

운 용 실 적

에 직접연

동한 배당

기업

연금

-보 험 기 간 =무 한

정

-운용리스크만

-계약자의 금리

선호도가 높다

-배당을 포함

한 이자소득

기대

- 장 기 안 정 배

당을 기대

→

-유동성이 높음을 감안,보장

성상품에 비해 채권비율을

높히고 대출, 부동산비율을

낮춘다

→ 유동성을 배려한 장기운용

장기

안정

배당

資料: 吉瀨政敏, 『生命保險ビツグバン』 東洋經濟新聞社, 1997,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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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의 경우 商品포트폴리오 내용에 따라 노출된 리스크의 종

류가 정해져야 노출된 리스크의 계량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 단계의 리스크

통제나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상품별

특성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두 번째로, 보험회사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반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 기반위에 ALM分析技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ALM기

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에 상당하는 것이다. 즉, ALM은 자산

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ALM적 관점에서 정리

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전체자료의 산출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

다. 예를 들면 금리리스크 計測部分에서의 필요한 자료는 거래실적자료,

거래시나리오자료, 시장금리자료(시계열자료), 금리시나리오자료, 기타 분

류코드류, 모델관련자료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ALM을 기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효율적인 조직이

정비되고 유능한 인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ALM 조직의 통합도와 분석기

법의 복잡성에 따라 ALM構築方法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도시하면 다

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ALM 구축 단계 매트릭스

Phase 1은 조직의 통합도가 낮고 분석기법도 단순한 ALM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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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경우는 금리민감 상품이 적고 ALM기법 도입

초기에 있는 보험회사로 최소의 정량분석을 수행하고 상품관리부서와 투

자관리부서간의 意思傳達體系가 미비하다. 동 단계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는 투자포트폴리오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가이드라인도 정비되

어 있지 않다.

Phase 2에 해당하는 회사는 유기적인 조직구성과 의사전달체계를 시도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로 기술적인 응용이 부족하고 最小定量分析을 수행

한다. 동 단계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ALM담당부서, ALM조정위원회,

ALM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분석력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며

ALM분석을 1년 한번 또는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의사결정수단으로 정

기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Phase 3에 해당하는 회사는 전문적인 ALM소프트웨어패키지를 보유한

보험회사로 ALM사용에 따른 자료분석을 위한 전문인력과 기술적인 능

력을 갖추었지만 유기적인 조직구성과 의사전달체계가 미비하다. 동 단계

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ALM담당부서, ALM조정위원회, ALM報告體系

를 가지고 있지만 원활한 의사전달체계의 미비로 ALM분석 결과를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한다. 3단계의 보험회사도 2단계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1년

에 한번 또는 필요에 따라 ALM분석을 시행하고 의사결정수단으로 정기

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Phase 4에 해당하는 회사는 최고의 ALM기법을 시행하는 보험

회사로 정교한 計量模型를 수행하고 상품설계와 상품특성에 부합한 투자

전략를 수립·시행하며 ALM기술담당부서, ALM조정위원회를 갖추고 있

다. 동 단계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商品管理部署와 投資管理部署間의 유

기적이고 원활한 의사전달체계를 겸비하고 있으며 투자포트폴리오, 부채

포트폴리오가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ALM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구입, 매도, 마케팅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사용한다.

네 번째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구조를 제어하기 위한 기법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의 금융기술의 진보는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구조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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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하기 위한 이론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리스크의 制御技法은 자산에 의한 방법과 리스크 감응도 조정에 따

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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