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운용전략 개선방안 33)

지금까지 금리위험 관리방식 중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예정이율 관리, 

헤지수단을 활용한 자산부채종합관리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마지막 방식

으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한 운용수익률 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이때 

주목할 점은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이 조정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베타요인(듀레이션) 갭, 알파요인 갭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부채종합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자산 측면에서의 듀

레이션 변화에 대해 부채 측면에서의 듀레이션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만약 보

험회사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통제하

려면, 순자산 평가가치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위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산의 베타요인(듀레이션)은 자산

부채종합관리 차원에서 최적 수준을 결정하되, 이와는 독립적인 알파요인을 발

굴하면 운용수익률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베타요인(듀

레이션)으로부터 이와 무관한 알파요인을 분리함으로써 위험조정성과를 개선

할 수 있는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검토한다.

우선 알파-베타 분리를 활용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소개한 후, 동 방

법을 활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알파요인의 발굴을 위한 

헤지펀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33) 진익,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 연구위원(realwing@kiri.or.kr); 김동겸, 보험연구원 금융제

도실 선임연구원(dgkim@kiri.or.kr)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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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파-베타 분리 방법

가. 통상적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보험회사가 다수의 위험자산들을 조합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평균-분산 최적화이다. Tobin(1958)의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포트폴리오 분리원리(two fund separation theorem)에 따

르면, 최적위험자산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대적인 구성비는 고정적이며, 전체 포

트폴리오에서 무위험자산의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수준

이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최적 위험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성과를 보여주는 샤프비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 알파-베타 분리 절차34)

1) 알파요인과 베타요인 식별

개별 위험자산의 알파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한다. 우

선,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알파요인의 기대수익률과 베타요인의 기대수익률

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적극적 운용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동적 운용전

략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별성과를 보여주는 

알파요인과 시장성과를 보여주는 베타요인이 상호 독립적이어서 공분산이 제로

라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의 위험수준은 알파요인의 위험수준, 베타

요인의 위험수준 및 두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두 요인 사이

의 상관관계가 제로이므로, 위험자산의 위험수준은 알파요인의 위험수준과 베

타요인의 위험수준의 합으로 나타난다. 

34) 이하의 내용은 Clarke, et. al.(2009)의 관련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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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험자산의 베타요인은 해당 위험자산이 포함되는 자산군을 대표하는 

지수펀드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35) 이제 알파요인과 베타요인 사이에서 성립하

는 기대수익률 및 위험수준 관계에 기초하여, 개별 위험자산의 전체 성과에서 베

타요인을 차감함으로써 알파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알파요인의 위험조정

성과는 알파 위험수준 대비 알파 기대수익률 비율인 정보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2) 알파요인 포트폴리오, 베타요인 포트폴리오 구성

알파요인들 사이의 최적 구성비는 알파-베타 펀드 분리원리(alpha-beta fund 

separation theorem)에 따라 결정된다(Clarke, et. al., 2009). 동 원리는 알파요인

들 사이의 최적 구성비가 베타요인들 사이의 구성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원리는 알파요인이 베타요인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가정

에 기초한 것으로,36)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는 위험

기피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펀드 분리원리(two fund separation 

theorem)가 알파-베타 분리에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위험자산에서 알파요인과 베타요인이 분리되어 있고, 베타요인들 사이에

서 최적의 구성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샤프비율은 베타

요인 포트폴리오의 샤프비율과 알파요인 포트폴리오의 정보비율로 구분될 수 

있다.

35) 예를 들어, 미국 보험회사라면 대형 주식의 경우 S&P 500 Index, 중소형 주식의 경우 

Russell 2000 Index, 해외 주식의 경우 MSCIEAFE Index, 채권의 경우 Lehman Aggregate 

Bond Index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6) 이러한 가정은 회귀분석을 통해 알파요인을 식별하는 방법론과 개념상 일치된다. 알파

요인들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알파-베타 분리원칙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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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파요인 포트폴리오와 베타요인 포트폴리오 결합

알파-베타 분리 시 최적위험자산포트폴리오의 최종 구성비는 베타요인에 대

한 최적 헤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베타요인 헤지를 위해 지수선물

계약에서 매입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헤지포트폴리오의 샤프비율은 베타요인 

헤지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알파요인의 위험수준 대비 초과기대수익율의 비율

과 베타요인의 위험수준 대비 초과기대수익률의 비율로 표현된다.

이제 알파-베타 펀드 분리원리(alpha-beta fund separation theorem)를 활용하

여, 베타요인 포트폴리오의 정보와 알파요인 포트폴리오의 구성비 정보를 활용

하면 두 포트폴리오 사이의 최적 구성비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알파요인 포트폴

리오의 구성비, 베타요인 포트폴리오의 구성비와 두 포트폴리오 사이의 최적 구

성비를 결합하면 개별 요인별 구성비를 도출할 수 있다.

4) 알파-베타 분리 시사점

최적 헤지비율이 0인 경우는, 알파요인의 위험수준 대비 초과기대수익율의 

비율이 베타요인의 위험수준 대비 초과기대수익률의 비율과 일치할 때이다.    

알파요인과 베타요인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의 위험자산에서는 알파요인과 베타

요인 사이의 구성비가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어진 위험자

산에서 알파-베타 분리를 수행하면 두 요인의 구성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샤프비율을 극대화하는 최적 구성비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유연성이 알

파-베타 분리를 통해 위험조정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원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파-베타 분리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

자산에서 알파요인과 베타요인을 분리하면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두 요인 사이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알파요인은 위험자산 수익률과 지수 수익률의 차이로 정의되며,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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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이 존재하면 낮은 비용으로 알파-베타 

분리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알파-베타 분리는 위험자산 매입포지션에 지수선물 매도포지션을 결합

하거나, 알파요인만을 갖는 시장중립형 헤지펀드와 지수선물 매입포지션을 결

합하거나, 알파요인 포트폴리오와 베타요인 포트폴리오를 결합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거래비용과 수수료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세 가지 실행방식에서 

동일한 수준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최적 위험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 사이의 구성비는 각 자산의 한

계기여도(포트폴리오 위험수준에 기여하는 정도 대비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

률에 기여하는 정도의 비율)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알파요인의 

한계기여도와 베타요인의 한계기여도 또한 일치한다.

다섯째, 알파요인과 베타요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알파요

인 포트폴리오의 최적 구성비는 개별 알파요인들의 정보비율과 알파 위험수준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또한 베타요인 포트폴리오의 최적 구성비는 베타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개별 베타요인들의 기대수익률 벡터와 분산-공분

산행렬에 따라 결정된다.

여섯째, 알파요인과 베타요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알파요인 포트폴

리오의 최적 구성비는 베타요인 포트폴리오의 최적 구성비와 무관하게 독립적

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알파-베타 펀드 분리 원리는 베타요인 포트폴리오가 전

형적인 최적화 프로그램에 의한 최적 구성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일곱째, 알파-베타 분리를 활용한 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수익률은 알파요인 

정보비율들의 제곱과 베타요인 샤프비율의 제곱을 합한 값에 제곱근을 적용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다수의 알파요인들이 최적의 구성비로 결합되어 포트

폴리오의 샤프비율을 제고시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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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가능성

알파-베타분리 운용기법의 활용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수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자산을 국내 주식

(KOSPI), 국내 채권(KTB), 해외 주식(MSCI 및 S&P), 해외 채권(BCI)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대상을 달러 통화(BOE), 

금(GOLD), 실물상품(GSCI), 부동산(REIT)으로 확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각 

운용대상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수준은 최근 5년간 수익률 데이터를 사용하였으

며, 베타요인은 시장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한편 알파요인은 각 운용대상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한편, 체계적 요인으로 간주한 국내 주식(KOSPI), 국내 

채권(KTB), 해외 주식(MSCI), 해외 채권(BCI)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Ⅵ-1>에서 자산별로 왼편 막대는 통상적인 평균-분산최적화 과정을 통

해 산정한 구성비이며, 오른편 막대는 알파-베타 분리기법을 통해 산정한 구성

비이다. 동 결과로부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파-베타 분리 이전에는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의 유가증권자산 구성비와 유사하게 국내 채권에 대부분

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때에도 금에 대한 

투자비중은 현재에 비해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알파-베타 분리 이후에는 국내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금, 실물상품, 부동

산, 미국 주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운용대상들의 성과가 국내 유가증권자산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동 분석결과는 알파-베타 분리기법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서, 현

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운용전략에 대

한 구체적인 제안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알파-베

타 분리기법이 통상적인 평균-분산최적화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들이 동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충

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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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 알파-베타 분리 활용 예 

다. 활용 시 고려사항

1) 알파요인 기피

현실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구성비를 보면, 베타요인들에 비해 알파요인들에 

대한 구성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파요인의 기대수익률이 아주 높지 않

은 상태에서도 베타요인에 대한 헤지비율이 높고 알파요인에 대한 자본배분이 

큼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형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중 알파요인들의 비중을 

보면 앞서의 논리적 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Litterman(2004)은 알파요인 위험 퍼즐(active risk puzzle)

이라 지적하였다. Litterman은 기관투자자들이 알파요인 위험에 대한 노출을 기

피하는 이유를 베타요인들 사이의 배분으로부터 알파요인들 사이의 배분을 구

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Waring and Siegel(2003)과 

Kritzman(2004)은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시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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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베타요인 위험에 대비하여 알파요인 위험을 보다 기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Kritzman(1998)은 베타요인에 기인하는 손실은 모든 

운용자들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성과평가 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즉, 알파요인에 기인하는 손실은 해당 운용자의 운용능력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므로 성과평가 시 불리하고, 이러한 이유로 운용자들

이 알파요인 위험을 보다 기피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 알파요인이 과거에 초과성과를 제공하였더라도 미래에도 초

과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알파요인 

활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2) 베타요인 식별

보험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채권의 경우, 주식보다 알파요인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수준이 낮으나 정보비율의 크기는 유사하다.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의 베타

요인으로는 듀레이션(duration), 신용(credit), 조기상황(prepayment) 등이 고려

된다. 우선, 듀레이션으로 측정되는 금리변동에 대한 가격 민감도는 채권의 대

표적인 베타요인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베타

요인은 신용 혹은 부도위험이다. 세 번째 베타요인으로는 조기상황이 고려된다. 

채권과 모기지의 경우, 금리 하락 시 발행자에 의한 채권 재매입이나 차입자에 

의한 모기지 조기상환을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알파요인으로서 헤지펀드 활용

논리적 차원에서 볼 때 알파-베타 분리를 통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

험조정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금리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변화

를 통제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현실화되려



운용전략 개선방안 105

면, 적절한 베타요인의 식별과 함께 베타요인과 독립적인 알파요인의 발굴이 요

구된다. 특히 채권지수 선물계약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통상적 자산포트폴리오 포지션과 지수선물계약 포지션을 결

합함으로써 알파-베타 분리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대안으로서 채권지수에 대한 현물포지션(베타요인)과 채권을 운용대상으로 하

는 헤지펀드 포지션(알파요인)을 결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채권 관련 헤지펀드 운용전략의 개념, 활용가능성, 활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가. 개념

채권 관련 헤지펀드 운용전략은 이자율변화위험을 통제하면서 작은 가격불일

치로부터 발생하는 차익거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함에 따라 이자율에 대한 노출을 상쇄하고, 매입채권

과 매도채권 사이 일시적인 가격불일치를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시도한다.37) 이

자율 변화와 무관하도록 채권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베타

요인(듀레이션)은 영이나 매우 작은 값으로 설정된다. 채권들 사이의 가격불일

치 폭이 크지 않을 때에는 레버리지가 활용되거나, 공매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대주거래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의 공매도포지션에서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 운용전략은 위험의 원천에 따라 ① 이자

율위험 관련, ② 신용위험 관련, ③ 스프레드위험 관련, 그리고 ④ 사건 관련 차

익거래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37) 따라서 헤지펀드 운용전략은 채권시장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이상현상과 분할

효과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 운용전략의 주된 운용대상은 국채, 회사

채, 공채, 지방채 그리고 신흥국가의 국채인데, 대형 기관투자자들(연기금, 보험사와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목표와 제약을 보유하기 때문에 유형별 시장들이 

분할되어 있다. 이론적 관계나 역사적 상관성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채권들 사이

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가격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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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위험 관련 운용전략

이자율관련 차익거래전략으로는 수익률곡선 차익거래, 시장 간 스프레드 거

래, 스왑스프레드 차익거래, 보유거래, 손익분기 인플레이션거래, 변동성 차익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수익률곡선 위치, 기울기 및 곡률의 변화를 활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

다. 수익률곡선 형태는 시장상황, 정부 대외신용도, 중앙은행 통화정책, 국채 만

기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수익률곡선 중 특정 위치의 형태가 변

할 때 다른 위치에서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구성함으로써 무위험 초과수

익을 추구하는 곡선 내(intra-curve)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기와 장

기 국채를 매입하고 중기 국채를 매도하는 버터플라이(butterfly)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38)

둘째, 복수 수익률곡선들 사이의 차이를 활용한 시장간 스프레드 거래가 가능

하다. 즉 이종 통화의 두 수익률곡선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격불일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발행된 국채로 포지션을 구성함으로써  차익

거래를 추구하는 곡선 간(inter-curve) 차익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자금을 차입하여 채권을 구매하는 보유거래 전략도 활용가능하다. 이는 

기대수익률이 차입비용보다 높을 때 구사하는 운용전략으로 저금리 상태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곡선 내 차익거래 예로서는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단

기로 차입하는 전략을, 곡선 간 차익거래 예로서는 달러나 엔화로 차입하여 원

화표시 국채를 매입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환위험에 노

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8) 이는 일국의 수익률곡선 상에 위치하는 국채들로 포지션을 구성하는 곡선 내(intra- 

curve) 차익거래이다. Perold(1999)는 LTCM이 이런 유형의 수익률곡선차익거래를 종종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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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위험 관련 운용전략

신용관련 차익거래전략으로는 자본구조 차익거래, 신용스프레드 거래, 레버

리지대출, 부실채권 차익거래 등이 존재한다. 

첫째, 기업의 자본구조와 관련된 은행대출,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주식 사

이에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동일 기업에서 발행한 다른 유형의 증권들 사이에

서 일정한 이론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하여,39)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가격불일치를 이용한 운용전략이다. 일례로서, 선순위채권을 매입하고 

후순위채권을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신용스프레드의 비정상적 변화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거래

가 가능하다.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조정, 채권의 신용등

급 조정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차익거래를 도모하는 것이다.40) 이때 CDS를 이

용하면 채권을 직접 매매하지 않더라도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 투자가 가

능한데, CDS 보장매입자는 기업의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

되면 이익을 얻는 반면 CDS 보장매도자는 기업의 신용도가 개선되거나 신용스

프레드가 축소되면 이익을 얻는다.

셋째, 레버리지대출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레버리지대출은 투기등급 기업

에 대한 신디케이션론(syndicated loan)으로서, LBO(levraged buy-out), 매수

(acquisition), 자본재구성(capital restructuring) 또는 내부성장(internal growth)을 

위한 자금조달 시 활용된다. 동일 기업이 발행한 고수익 채권과 비교하여 레버

리지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회수율을 가지면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되

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동성은 높다.

39) 수익구조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매입포지션은 기업자산이 준거

자산이고 기업부채의 장부가치가 행사가격인 풋옵션에 대한 매도포지션과 유사하며,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매입포지션은 기업자산이 준거자산이고 기업부채의 장부

가치가 행사가격인 콜옵션에 대한 매입포지션과 비슷하다. Merton(1974)을 참조한다.

40) 스프레드 수준과 변화방향은 거시경제변수들(이자율, 환율, 주가, 상품가격 등)과 발행

기업 특성변수들(성장전망,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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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실채권관련 거래도 가능하다. 이는 부실채권의 가격평가오류를 이용

한 차익거래전략이다.

3) 스프레드위험 관련 운용전략

스프레드위험 관련 운용전략으로는 베이시스 거래, 스왑스프레드 차익거래, 

구조화채권 스프레드 차익거래 등이 존재한다.

첫째, 베이시스(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 거래가 활용가능하다. 이는 채

권선물 가격과 만기에 인도되는 채권현물 가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이

용하는 운용전략이다. 국채선물계약의 경우, 매도자가 사전에 약정된 바스켓 중 

만기 시점에서 최유리인도(cheapest-to-deliver)채권을 선택하여 인도할 수 있다. 

어떤 채권이 만기에 최유리인도채권이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선물계

약 매도자는 선물계약에 내재된 인도옵션을 보유한다. 인도옵션의 가치를 정확

히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채권시장, 옵션시장 그리고 선물시장 사이

에서 가격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차익거래 가능성이 발생한다.

둘째, 스왑스프레드(이자율 스왑에서의 고정이자율과 동일 만기의 국채수익

률 사이 차이) 차익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기이자율로 차입하여 국

채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나타나는 현금흐름은 변동이자율을 지불하는 대신 고

정이자율을 수취하는 스왑거래에서 나타나는 현금흐름과 동일하다. 이러한 관

계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스왑이자율과 국채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나

타나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연관된 채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장가격 관계와 그들 사이의 이론가

격 관계의 일시적인 격차를 이용하는 스프레드 거래도 가능하다. 이는 지방채, 

국채, 구조화채권(CDO), 주택저당대출담보채권(MBS) 사이의 이론적 관계를 활

용하는 운용전략이다. CDO 차익거래는 주로 트랜치구조 간 상대적 가격불일치

를 이용한다. 다음으로 MBS 차익거래는 주택저당대출상품, 주택저당대출파생

상품 그리고 연관된 금융상품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격평가오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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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관련 운용전략

사건관련 차익거래전략으로는 발행주기 차익거래, 손익분기 인플레이션거래, 

변동성 차익거래, 이종통화 간 상대가치거래, 국제 신용스프레드 거래 등이 대

표적인 예이다.

첫째, 발행주기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당발물 국채의 가격과 차당발물 국채의 

가격 사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이 높은 당발물에 

매도포지션을 설정하고 가격이 낮은 차당발물에 매입포지션을 설정하여 가격이 

수렴할 때 초과수익을 누리려는 운용전략이다. 

둘째, 손익분기 인플레이션거래는 물가상승률 변화방향을 예측하여 TIPS와 

국채를 매매하는 운용전략이다.41)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TIPS

를 매입하고 국채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구성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이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면, TIPS를 매도하고 국채를 매수하는 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운용전략에서는 이자율위험이 제거되며, 그 성과는 물가상승률의 방향성에 대

한 전망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옵션을 매도한 후 기초자산에 노출된 금액을 델타헤징하는 변동성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내재변동성이 실현변동성을 초과하면 옵션매도 가치에 비례

하여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내재변동성이 실현변동성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을 입는다.42)

넷째,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다른 통화표시 채권들 간 상대가격 차이를 이용

하는 이종통화 간 상대가치거래도 가능하다. 발행기업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부

도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각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전

41) TIPS(인플레이션 방어채권)은 금리가 인플레이션률에 의존하는 국채로서 인플레이션위

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42) 초과수익 규모는 {옵션의 감마 × (내재분산 - 실현분산)}이다. Lowenstein(2000)은 LTCM

이 1998년 펀드 종료 전까지 변동성 차익거래 포지션으로 130억불을 손해 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10 조사보고서 2010-8

망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 경우에 활용되는 운용전략이다.

다섯째, 국제 신용스프레드를 이용한 운용전략도 존재한다. 이는 TED 스프레

드(동일 만기의 국채와 LIBOR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유로로 차입하여 

스왑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후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

나. 활용가능성

1) 수익률곡선 차익거래

수익률곡선 차익거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선 분석을 통해 수익률곡선 상에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만기와 과도 평가된 만기를 발견한다. 다음으로 그와 같은 가격평가오류를 이용

하여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구성함으로써 이자율위험이 최소화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한다. 끝으로 가격평가오류가 정상으로 회귀하면 포트폴리오를 청

산한다.

동 운용전략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수익률곡선 형태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

는데, 그 형태는 거시경제변수(인플레이션, GDP성장률, 중앙은행의 화폐정책)

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동 운용전략의 활용가능성은 거시경제 

및 수익률곡선 형태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예측을 토대

로 자유롭게 방향성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는 여건에 달려있다.

자산-부채종합관리를 통해 자산의 적정 듀레이션이 설정되는 보험회사의 경

우, 알파-베타 분리 차원에서 베타요인(이자율수준의 변화)에 무관한 동 운용전

략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자본구조 차익거래

자본구조 차익거래전략에서는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가증권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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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설정하는 만큼, 베타요인(체계적 시장위험)을 

제거한 알파요인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때 알파요인은 청구권의 우선순위, 계약

권리, 파산회사의 법적이슈 등에 의해 규정된다.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 사

이에서 나타나는 가치평가 차이의 활용, 다른 유형의 채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리, 담보 및 보증 수준 차이의 활용, 채권과 CDS에 대한 수급에서 발생하는 일

시적인 불균형 활용, 그리고 CDS와 주식옵션에 내재된 가격변동성 차원에서의 

차이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고, 다양한 유형의 채권 발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활용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스왑스프레드 차익거래

스왑스프레드 차익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왑, 국채, 리

포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다음으로 고정 스왑스프레드가 변동 스프레드

(LIBOR와 Reop 차이)보다 크면 스왑계약 매입포지션을, 작으면 스왑계약 매도

포지션을 구성한다. 포지션을 설정한 후 유지하다가 두 스프레드가 수렴하는 시

점이나 스왑계약 만기에서 포지션을 정리한다.

동 운용전략에서는 지급하는 변동스프레드가 수령하는 고정스프레드보다 작

으면 수익이 실현되는바, 변동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동 

운용전략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43) 그런데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신용도

가 충분하지 못하여 스왑거래 상대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는 동 운용전략의 활용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운용전략을 활

용하면 간접적인 부도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형 금융회

43) Duarte, et. al.(2006, 이하 “DLY”)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과거 16년 동안 변동스프레드

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그 평균이 26.8bp이고 표준편차가 13.3bp에 불구하였는

바 스왑스프레드 차익거래가 널리 활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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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지고 LIBOR가 급상승하여 

스왑거래에서 대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44) 

4) 주택저당대출담보증권 차익거래

MBS(주택저당대출담보증권) 차익거래의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MBS

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계약45)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조달한 자금

으로 MBS를 매입한다. 다음으로 이자율 민감도를 상쇄할 수 있는 비율을 계산

하여 해당 수량만큼 스왑계약을 매도한다. 끝으로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시점마

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계약, MBS, 그리고 스왑계약의 수량을 재조정한다.

MBS 차익거래에서는 OAS(옵션조정스프레드)46)가 높은 MBS를 매입하는 대

신 동일한 만기의 국채나 국채선물을 매도하여 포지션을 구성하는데, 두 포지션

의 베타요인(듀레이션)이 완전히 상쇄되도록 설정한다.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

션 사이의 스프레드가 작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기대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MBS 차익거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MBS를 구성하는 주택저당대출의 정보, 

MBS 가격산정 모형,47) 스왑시장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MBS는 장외에서 거래되

므로 사용하는 평가 모형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시

장의 경우 MBS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동 운용전략을 구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유동성이 낮으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

44) 예를 들면, 1974년 석유사태동안은행 CD이자율과 국고채수익률 사이 스프레드가 급상

승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급상승한바 있다.

45) 미국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달러롤(dollar roll)이라고 불린다.

46) MBS(주택저당대출담보증권)는 조기상환옵션이 내재된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바, 

MBS 차익거래를 실행하려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조기상환옵션의 내재가치 

산정이 요구된다. 조기상환옵션의 내재가치 산정에서는 옵션조정스프레드(option- 

adjusted spread : OAS)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OAS가 클수록 해당 MBS의 가치는 하

락한다.

47) Ait-Sahalia and Duarte(2003) 모형을 사용하면 MBS 가격과 헤지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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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48) MBS 가치가 시장이자율 기간구조의 수평이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

큼 마진콜을 당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49)

다. 활용 시 고려사항

보험회사가 수익률곡선 차익거래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기간구조

모형을 보유해야 한다. 동 모형을 통해 추정한 이론적 수익률곡선이 시장에서 

관측되는 실제 수익률곡선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차익

거래 기회가 포착되면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설정한 후 유지하다가 수익

률곡선 상 괴리가 수렴하는 시점에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운

용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채권시장의 유동성 수준이다. 당

발물 채권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률곡선 상 다양한 만

기의 채권들로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자본구조 차익거래를 실행하려면 기업이 발행하는 개별 

유가증권의 신용위험(부도율 혹은 예상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형 모형이나 

축약형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동 전략을 실행하고자 할 때 다른 고려사항은 고

수익채권시장의 성숙 여부이다. 우량채권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양

호하더라도 고수익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미미하면 차익거래 실행이 어렵다. 국

내 상황에서는 주식과 우량채권 사이의 차익거래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스왑스프레드 차익거래를 실행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은 스

48) 1998년 8월 안전자산 선호(flight-to-quality)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MBS에서 대형손실이 

발생한바 있다.

49) 또한 조기상환에 따른 듀레이션 변화(수축/확장) 위험, 거시적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

른 가치요인(이자율 수준, 이자율 기간구조 모양, 이자율 내재 변동성, 유동성 스프레

드나 스왑 스프레드, 조기상환 비율, 부도율 등) 변동 위험에도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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왑시장의 성숙 여부이다. 이자율스왑 시장이 충분한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유하

지 못한 경우 거래비용이 커져서 차익거래로부터 초과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MBS 차익거래를 실행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은 MBS의 

유통시장 형성 여부이다. 또한 주택저당대출에서 발생하는 조기상환 함수를 추

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축적 여부와 가격의 신뢰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다

른 사항으로서 스왑시장의 발달 수준,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수준이 중

요하다.

끝으로 보험회사가 변동성 차익거래를 실행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은 스왑시

장의 성숙 여부이다. 다만 변동성지수가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만

큼, 이를 활용한 변동성 차익거래 전략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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