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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보증리스크 리 안 연구

본 장에서는 보증리스크 리수단의 운 나타나는 실 인 문제들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2000년 반 재보험의 공 감소와 재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미국 변액연 시장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 헤지

로그램이 보증리스크 리에 유용한 안이 될 수 있는지 확률론 시나리

오 분석을 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다음으로 지난 로벌 융 기 때

문제가 된 베이시스 리스크에 처하기 하여 헤지 로그램을 운 하는 보

험회사는 어떠한 책을 세워야 할지에 해 검토해 볼 것이다.마지막으로

사후 인 리스크 리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헤지․재보험 이외에 보험회사는

상품 디자인을 통하여 보증 리스크를 사 으로 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련해 해외에서 소개된 상품 디자인을 통한 리스크 리 방법을 소개

해 보고자 한다.

1. 동  헤지 프로그램의 용 가능  평가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동 헤지를 간단한 시뮬 이션을 통해 변액보험에

용시켜 볼 것이다.이를 통해 동 헤지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개별 시나리

오에 따라 어느 정도의 헤지 비용이 발생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리

스크 리 없이 된 보증수수료 만으로 발생 부채를 감당할 때는 어떤 일

이 발생하는지 본 장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분석 상이 되는 최 보증은 앞서 살펴본 10년 거치형 변액연 으로서 기

납입보험료를 100%보증하는 GMAB이다.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하는 GMAB는

유러피언 풋옵션에 가장 근 하는 상품으로서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 으로 발행되는 생존 부보증이기도

하다63).단 논의를 단순화하기 하여 해약률과 사망률의 용을 배제하 다.

63)롤업 보증도 기납입보험료 환 보증과 동일하게 만기 시 도달하는 보증 수

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보증 수 을 기 로 매월 델타를 계산하여 동 헤지

를 할 수 있다.그러나 래칫 보증의 경우 이원 옵션(binaryoption)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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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헤지 략은 다음과 같다.블랙-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매

월 최 보증옵션의 가치와 옵션델타를 계산하고 델타가 변하는 만큼 헤지 자

산(주식 는 주가지수선물)을 매입 는 매도한다.이 게 하면 연 개시

시 에서 최종 으로 발생하는 GMAB의 손실 액을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만

기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부록1에 소개된 1,000개의 자산 수익률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GMAB에

한 동 헤지를 실시하 으며 보증 의무가 이행되는 연 개시 시 에서 최

종 인 동 헤지 오차를 계산하 다.KOSPI에 기 한 주식형 펀드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동 헤지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하여 헤지 오차뿐만 아니

라 헤지 없이 된 보증수수료만으로 연 개시 시 에서 발생하는 보증

청구액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오차64)도 함께 그려보았다.이에 한 그림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Ⅳ-1>델타 헤지 오차와 ‘만기부채-보증 비 ’의 가

주 :1)실선:델타 헤지 오차, 선:만기부채-보증 비

2)델타 헤지 오차=만기 발생부채(=보증가치-펀드가치)-만기 풋옵션 가치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펀드 시나리오 하에서도 델타헤지

보증 수 이 하기 때문에 헤지하기가 쉽지 않다.

64)‘보증손실액- 보증수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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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연 개시 시 에서 거의 완벽하게 최 보증 포지션을 헤지하고

있다.반면 보증수수료 만으로 연 개시 직 에 발생하는 청구액을 감

당할 때(선으로 표시)는 그 오차가 상당한 수 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1>에서 수평축을 기 으로 (零)보다 큰 부분은 만기 시 최 보증

이 내가격 상태가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최 보증으로부터의 손실이며 (零)

보다 작은 부분은 보증수수료 액보다 은 청구 액이 실 된 경우이

다.결국 손실의 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동 헤지의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

는 것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65)

다음으로 이러한 동 헤지에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해 1,000개 시나리오 하에서의 동 헤지 비용의 가를 계산해 보았으며 그

결과가 <그림 Ⅳ-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2>동 헤지 비용
*

*1,000개의 시나리오 하의 비용이며 0기의 가임.

<그림 Ⅳ-2>에 표시된 헤지 비용의 경우 다소의 설명이 필요하다.우선 펀

65)이러한 결론은 베이시스 리스크가 없을 때에 성립한다.베이시스 리스크가

실화 될 경우 헤지 효율성은 단기 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베이시스 리스

크에 해서는 다음 의 「베이시스 리스크(basisrisk) 리 방안」을 참고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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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치의 상승으로 보험회사가 보증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생각

해 볼 수 있다.이 때 보험회사는 헤지를 하기 해 그동안 매입했던 주식들

을 팔아서 헤지에 투입된 자 을 회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펀드가치가 최종 으로 하락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경

우이다.이 때 보험회사는 최 보증 액과 펀드 가치의 차이만큼을 계약자에

게 보상해야 한다.이를 해 보험회사는 동 헤지 과정에서 공매도를 통하

여 획득한 자 을 이용할 수 있다.최 보증으로 발생한 손실에 해 계약자

에게 지 하고,남은 자 은 델타 헤지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공매도했던 주식

들을 되갚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66)주가가 하락했으므로 보험회사는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을 수 있다.이러한 두 과정을 마친 후 남는 액이 최

종 인 동 헤지 비용이 된다.시장상황에 따른 헤지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Ⅳ-3>시장 상황에 따른 헤지 비용과 보증수수료

66)<그림 Ⅳ-2>는 헤지 비용을 나타낼 뿐 헤지로 인한 손익은 아니다.손익을 계

산하기 해서는 헤지를 해 자 을 차입할 때의 이자율 등에 한 가정이 추

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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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리 안

앞에서 우리는 KOSPI에 기반한 주식형 펀드를 가정한 후 블랙-즈 옵션

가격결정모형으로부터 계산된 델타를 기 으로 KOSPI지수선물을 매입․매

도함으로써 동 헤지를 실시하 다.그러나 실제로 운 되고 있는 동 헤지

로그램은 앞서 시 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다.순수한 주식형 펀드라 할지

라도 하나가 아닌 다수의 종목에 보험료의 일부가 투자되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의 헤지는 불가능하다.따라서 보험회사는 헤지를 하기

해 일차 으로 유동성이 높은 다수의 지수를 이용하여 해당 펀드의 수익률

과 최 한 일치하는 복제 포트폴리오(replicationportfolio)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해당 펀드의 수익률과 헤지에 이용되는 복수의 지수들 간의

계를 악해야 하는데 이를 악하는 과정을 펀드 매핑(fundmapping)과

정이라고 부른다.펀드 매핑 과정은 보통 펀드 수익률과 복수의 지수들 간의

역사 인 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으로 다 회귀분석이

이용되고 있다.회귀분석으로부터 산출되는 계수값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는 계

약자의 펀드에 응되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67)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성된 복제 포트폴리오가 계약자의 펀

드 수익률을 비교 정확하게 추종한다.그러나 지난 로벌 융 기처럼

융시장이 상치 못한 하락을 겪을 경우에는 두 포트폴리오 간의 수익률에

단기 으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그림 Ⅳ-4>은 Turnbull(2009)이 계산

한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 동안의 최 종신인출최 보증(GLWB)을

델타 헤지로 리할 때 발생한 손실액의 시뮬 이션 결과이다.<그림 Ⅳ-4>에

나타나듯이 S&P500의 수익률 변화가 5%이상이었던 날에 델타 헤지의 손실

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7)앞의 에서는 KOSPI가 펀드의 유일한 투자자산이었으므로 펀드 매핑 과정이

불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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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2008년 로벌 융 기 시 델타 헤지 손실

주 :좌축은 헤지 손실(펀드가치의 비율)이며 우축은 S&P500

의 일별 수익률임.

자료 :Turnbull,C.,"VA GMxBanddeltahedginginOctober'08

andbeyond",RiskandReward,2009.2.

동 헤지의 주요 투입요소인 옵션 그릭스는 일반 으로 복제 포트폴리오

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는 불완 헤지(imperfecthedge)로 연결

된다.이처럼 복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펀드의 수익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

는 리스크는 일반 으로 베이시스 리스크(basisrisk)라 불린다.

보험회사가 베이시스 리스크를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은 최 보증에 하여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실 으로 쉽지 않은

안이다.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최 보증리스크를 재보험사에 가하더라도

재보험사는 인수한 최 보증 리스크에 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헤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즉 재보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베이시스 리스크를 가받게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결국 재보험사는 베이시스 리스크에 한 험 리미

엄을 재보험료에 반 하거나 재보험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보험회사는 베이시스 리스크를 리하기 해 헤지 로그램을 개선하거나

2008년 10월 1일 -200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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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디자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응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베이시스 리스크는 채권형 펀드와 같이 수동 으로 리되는(passively

managed)펀드보다는 주식형․이머징 마켓 펀드와 같이 극 으로 리되

는(activelymanaged)펀드에서 시 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보험회사가 변

액보험 펀드의 구성을 조정하거나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변화를 유

도할 수 있다면 일정한 수 에서 베이시스 리스크 리가 가능할 것이다.

Chung(2009)은 보험회사가 베이시스 리스크를 리하기 하여 <표 Ⅳ-1>에

열거된 방법을 제안하 는데 그의 방안은 크게 펀드 운용사에 해당하는 부분

과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 수 있다.펀드 운용사에 해당하는 방

안은 보험회사가 펀드 운용 상황에 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악하는 것과

펀드 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며,보험회사에 해당하는 방안으로

는 상품 디자인 변경,펀드 매핑 과정의 개선,그리고 자본 확충과 극단 상

황에 한 비책 수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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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측면의 방안

l 상품 디자인 단계에서 베이시스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베이시스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증수수료율 책정

l 극 으로 리되는 펀드(activelymanagedfund)의 성과를 정기 으로 악

하여 성과 악화 시 매를 단하도록 조치

l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의 수 축소

l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를 편입하는 펀드군을

확

l 펀드 매핑 과정의 모니터링과 매핑을 반복하는 빈도(frequency)를 늘림으로써

매핑 과정을 개선

l 펀드 매핑 과정에서 OLS에 질 인 변수(qualitativevariables)를 투입하여 계

수값의 정확도를 개선

l 헤지에 사용되는 자산의 수를 늘려 펀드 매핑을 개선

l 베이시스 리스크에 한 요구자본을 립

l 극단 시장 상황에 한 비책(contingencyplan)마련

펀드운용사 측면의 방안

l 펀드 운용을 해 편입하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을 두어 추 오차(tracking

error)를 최소화

l 보험회사와 긴 한 계를 유지

l 보험회사에 펀드 운용 황에 한 정보를 실시간(real-time)으로 제공

<표 Ⅳ-1>베이시스 리스크 리 방안

출처 :Chung,P.,"Quantifyingandmanagingbasisrisk",VariableAnnuities:A
globalperspective,Riskbooks,2009.

<표 Ⅳ-1>의 내용 에서 상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펀드군에서 험도가

높은 펀드의 수를 이는 등의 방법은 로벌 융 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변액연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그리고 펀드 매핑 방식을 개선하

는 방안 펀드 매핑을 모니터링하고 반복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기존

의 시스템에서 큰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운 비용의 증가를 래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용해야 한다.다음으로 헤지에 사용되는

자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남용할 경우 과 합(over-fitting)으로 인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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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닝(datamining)문제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단된다.마지막으로 베이시스 리스크를 상치 못한 험으로 분류하여 그

에 해 일정 수 의 요구자본을 립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단

이를 해서는 감독당국이 험기 자기자본제도에 베이시스 리스크에 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펀드 운용에 한 권한을 운용사에 일임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베이시스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다.이러한

잠재 인 문제를 방지하기 해서는 보험회사와 펀드 운용사 간에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이를 해 펀드운용사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 부서에 정기 으로 펀드의 자산구성 운용 성과의 변화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리

부서도 시장의 동향에 해 정기 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최 보증에 내재하

는 리스크에 해 지속 으로 평가하여 경 진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련해

서 KurupandManners(2009)는 헤지 로그램 개선을 하여 <표 IV-2>에

제시된 보고서들을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정기 으로 제공할 것을 제

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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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채 기여 보고서(Liabilityattributionreports)

-특정 기간 동안 부채의 크기가 변화하는데 기여한 요인들을 평가하는 보고서

-헤지된 요인과 헤지되지 않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세 히 기술되

어야 함.

-이를 통해 제한된 자원 내에서 우선 으로 리되어야 할 요인들을 헤지할 수

있음.

l 헤지성과 기여 보고서(Hedgeperformanceattributionreports)

-특정 기간 동안의 헤지 성과에 하여 평가하는 보고서

-부채 기여 분석의 헤지된 부채의 변화 요인을 매칭되는 헤지 자산의 변화 요인

과 비교 (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헤지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부채와 헤지 자산 간 괴리를 발생시킨 요인을 분석

l 리스크 황 보고서(Riskprofilereports)

-다양한 방식으로 변액보험의 리스크 수 을 측정하는 보고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1.Greeks(delta,theta,rho,vega,gamma,...)

2.Tailrisk(ValueatRisk,자본,손익 스트 스 테스트)

3.특정 계약군(群)리스크(특정 연령 ,특정 만기,최 보증의 특정 moneyness,

특정 규모의 계약 등으로 계약을 구분하여 리스크를 측정)

l 헤지 거래와 헤지 포지션 보고서(Hedgetradeandpositionreports)

-특정 기간 동안의 헤지 거래와 헤지 자산의 명목 시장 가치에 한 순 포지

션 보고서

l 펀드운 성과 평가 보고서(Fundsassessmentreport)

-최 보증이 부가된 변액보험 펀드의 성과에 해 요약한 보고서

-합리 인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한 기간에 걸쳐 성과를 평가

-베이시스 리스크를 리하는데 매우 요한 보고서임.

l 시장 동향 보고서(Marketactivityreport)

-부채와 헤지 자산에 요한 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에 한 보고서

<표 Ⅳ-2>헤지 로그램 운 시 필요한 보고서

출처 :Kurup,M.and Manners,W.,"Experience and lessonslearned:Does
hedgingwork?",Variableannuities:Aglobalperspective,Riskbooks,2009.

<표 Ⅳ-2>에서 제시된 보고서들이 경 진에게 주기 으로 보고되고 보험회

사와 자산운용사 간 정보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에 앞서 언 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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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과정의 개선이나 상품 디자인의 변화가 신속하고 합리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에서 이러한 정보 보고 시스템의 확립은 단지 베이시스 리스크

리뿐만 아니라 체 인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리에 있어 핵심 인 이슈

라고 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펀드군에는 비교 안 하다고

분류되는 혼합형과 채권혼합형 펀드의 비 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겪

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재 될 가능성은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장기 으로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상되는데 이에

발맞춰 보험회사들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증가하

는 계약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심으로 베이시스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보증리스

크 리를 해 헤지 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들은 베이시스 리

스크 리 능력을 제고하기 하여 앞서 소개된 방안들을 극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로벌 융 기 이후 베이시스 리

스크를 리하기 해 해외의 보험감독기 이 어떠한 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면 히 검토하여 제도 수정에 반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3. 인버스 펀드(Inverse Fund) 편입을 통한 자연 헤지(natural hedge)

재보험과 헤지 로그램은 모두 최 보증 리스크를 리하기 한 수단으

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2000년 반과 반

에 미국의 변액보험시장이 겪었던 것처럼 재보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 이

제한 일 수 있고 한 재보험료의 수 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 헤지

로그램을 운 할 때는 융 기 때마다 문제가 된 생상품의 비유동성

(illiquidity)문제가 있으며 특히 동 헤지의 경우 이 문제로 인해 비용이 증

가하여 로그램 운 이 심각한 향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계리 컨설 업

체 리만은 로벌 융 기 기간을 포함하는 2007년 10월과 2008년 10월

사이에 GLWB에 한 헤지비용이 80%가까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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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가 최 보증에 내재된 리스크 리를 목 으로 재보험과

헤지 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융 기 시 리스크 리의 문제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해서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융 기 등을 포함하는 시장상황의 변화는 외부 인 환경변화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 개별 보험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응책으로 리스크를 이는

상품 디자인을 시행함으로써69)보증리스크를 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미 이 방법은 로벌 융 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변액연

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다.그러나

리스크를 이는 상품 디자인은 보험회사가 어떠한 시장상황에서나 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즉, 융 기 때처럼 하방리스크

가 실화되는 시기에는 리스크를 이는(de-risking)상품 디자인 방식이 보

험회사의 리스크 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융시장이 성장세를 시 하는 상

황 하에서는 채권형 펀드 주의 펀드군 구성이나 래칫류의 최 보증 발행

단, 는 보증수 에 캡(cap)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약자에 한

혜택을 이는 상품 디자인 근은 변액보험시장에서 해당 보험회사의 경

쟁력을 락시킬 것이다.요컨 상품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보증리스크 리

방법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연동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개념의 도구가 되어

야만 한다.

본고가 제시하는 상품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리스크 리 방안은 리스크를

이는 방식보다는 극 인 수 에서 보증리스크를 리하고자 하는 방안이

다.즉 불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응하도록 상품을 미리 디자인한다면

재보험과 헤지 로그램에 한 의존도를 일 수는 있을 것이다.이를 달리

표 하면 테일 리스크가 상품 내에서 리되도록 변액보험 상품을 만들게 된

다면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68)Scism,L.and Pleven,L.,"Insurersareretooling annuities",WallStreet

Journal,November26,2008.

69)수동 으로 리되는 펀드의 비 을 늘리거나 래칫 는 롤업 보증과 같이 리

스크가 큰 최 보증의 발행을 단하는 등의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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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상품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재보험이나

헤지를 통해 사후 으로 가해야 하는 최 보증 리스크의 인 량을

일 수 있게 된다. 한 보증 비 과 요구자본을 게 립해도 되기 때문에

자본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는 보증수수료율 산정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보증수수료율은 옵

션가격결정원칙에 입각하면 테일 리스크(tailrisk)까지 반 하여 책정되어야

하지만 테일 리스크는 그 특성상 발생 확률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

수수료율 산정에 반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그러나 만약 테일 리

스크를 상품 디자인을 통해 사 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보증수수료율 산정

이 합리 인 수 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으로 보증수수료율 인

하 요인이 되므로 보험가입자에게 혜택 요인이 될 수 있다.

ShiandHu(2009)70)는 인버스 펀드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펀드에 편입한

다면 하방리스크(downsiderisk)가 헤지되어 최 보증 리스크를 크게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이들은 시장에 재 존재하는 변액연 상품들은

펀드의 가치가 시장이 상승할 때에만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

시장이 하락할 때 펀드 가치는 최 보증 액(guaranteedvalue)에 그치게 되

고 결국 최 보증은 심내가격(deep-in-the-money)상태에 들어간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 자들은 재 변액연 상품의 펀드군

에 포함된 주식과 음(-)의 상 계를 가진(inverselycorrelated)펀드 -인버

스 펀드(inversefund)-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인버스 펀드란 특정 주식과 반 로 연동하도록 구성된 펀드로서 생상품

시장에서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입할 필요 없이 이 펀드의 매입을

통해 거래자는 헤지를 실행하거나 하락장에 베 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S&P500와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JIA)와 역으로 연동하는 ShortS&P500와

ShortDow 30와 같은 inverseETF(ExchangeTradedFund,상장지수펀드)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ShiandHu(2009)는 inverseETF가 변액보험 펀드군에 추가되면 계약자는

70) Shi,X,and Hu,Y.,"Variable Annuity:Risk Management Through

BreakthroughProductInnovation",RiskManagement,Septemb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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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하락 시 펀드가치의 하락을 일정선에서 막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최 보증이 내가격 상태를 벗어나게 되어 보증 리스크

의 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 다.즉, 융시장이 기 국면

으로 어든다고 단되면 보험회사는 인버스 펀드가 편입된 혼합형 펀드로 변

경을 유도함으로써 최 보증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조 더 발 시켜보면 거시지표나 융변수 등을 기

으로 융시장이 기 국면에 어들었다고 단될 경우 펀드 리자는 인버

스 펀드가 편입된 펀드가 계약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다.보험회사는 최 보증 가입 시에 이러한 선택조항이 있음을 계약자에게 주

지시키고 의무 인 펀드변경 설계에 동의할 경우 보증수수료율을 낮추는 방

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수 있다.이러한 수수료 감면의 인센

티 가 리스크 리의 필요조건은 아니며 단지 인버스 ETF가 포함된 혼합형

펀드가 선택가능 펀드군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험회사는 어느 정도의 하방리

스크(downsiderisk)를 선제 으로 헤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인 KOSPI의 역사 인 수익률 변동성이 선진

국 주가지수의 변동성보다 반 으로 높았다는 을 고려하면 인버스 ETF를

통한 하방리스크 헤지는 극 으로 검토해 볼만한 안으로 여겨진다.<그림

Ⅳ-5>에 나타나는 것처럼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의 월 변동성을 계산해 본 결과 KOSPI의 역사 변동성

(historicalvolatility)이 미국(DJIA), 국(FTSE100),독일(DAX), 랑스(CAC

40)의 종합주가지수의 역사 변동성에 비해 반 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인버스 ETF를 통한 리스크 리의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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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KOSPI와 선진국 주가지수 간 변동성 비교*

주 :월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계산 (1992년 1월 ~2009년 6월)

*GARCH(1,1)모형에서 계산된 조건부 표 편차(ConditionalStandardDeviation)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시장에서 제공되는 펀드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

드의 주식 구성을 살펴보면 우량주를 다수 보유하거나 주가지수의 성과를 추

종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펀드 구성 하에서 계약자

는 복수(複數)의 펀드에 분산투자 하더라도 격한 시장 하락 시 손실을 피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ETF시장에는 인버스 펀드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

라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그러나 2009년 9월 16일에

KODEX 인버스(종목코드:114800)가 우리나라 최 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Exchange-TradedFund)로 상장되었다.KODEX인버스를 변액보험 펀드군에

편입한다면 국내 보험회사들도 최 보증 리스크를 선제 으로 리할 수 있

는 수단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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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KOSPI200과 KODEX인버스(종목코드:114800)

주 :2009년 9월 16일 -2009년 12월 20일
출처 :Bloomberg

리스크 리 측면이 아닌 펀드 수익률 제고의 측면에서도 인버스 펀드는 변

액보험에 효과 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실행할 때는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어든다면 인버스 ETF가 편입된 혼합형

펀드로 변경함으로써 계약자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해 볼 수 있다.특히 주식

시장 하락과 리 상승이 맞물리는 시기 는 주식시장의 하락과 리 기

간이 겹칠 때는 채권형 는 채권혼합형 펀드보다는 인버스 ETF가 편입된 혼

합형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 계약자에게 분명히 더 나은 안일 수 있다.그러

나 장기평균 주식수익률이 무 험 이자율에 주식 리스크 리미엄을 더한 개

념임을 상기하면 인버스 ETF의 장기평균 수익률은 개념 으로 음(-)의 값을

갖게 된다.이는 달리 말하면 시장 상황에 한 정확한 단이 뒷받침되지 않

을 경우 인버스 ETF에 한 투자는 주가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으므로 펀드 변경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인버스 ETF는 극 으로 운용되는(activelymanaged)펀드이기 때문

에 일반 으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수수료가 더 높으므로7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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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험가입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구 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KODEX200 42,900 135,242 237,050 539,592

KODEX인버스 93,000 190,650 513,884 1,169,744

<표 Ⅳ-3>KODEX200과KODEX인버스의수수료 보수․비용의투자기간별 시

(단 :원)

주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 으로 부담할 것으로 상되는 수
수료 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계액으로 산출한 수치

자료 :KODEX200,KODEX인버스 투자설명서

한 부분의 인버스 펀드는 수익률이 아닌 일별수익률을 기 으로

주가지수와 반 로 연동하기 때문에 보유․유지 략(Buy-and-HoldStrategy)

을 통한 장기 투자 목 에는 부 합할 수 있다.

Day1Day2Day3Day4Day5Day6

KOSPI
1% 1% -2% 1% -1% 2% 2%(일별수익률의 합)

4.04%( 수익률)

KODEX인버스
-1% -1% 2% -1% 1% -2% -2%(일별수익률의 합)

-5.87%( 수익률)

<표 Ⅳ-4>인버스 펀드 수익률 시

주 : 수익률은 ‘(1+Day1의 수익률)☓(1+Day2의 수익률)☓․․․☓(1+Day6의 수
익률)-1’임.

지난 로벌 융 기를 통해서 최 보증 리스크 리를 한 재보험과 헤

지 로그램이 단기간에 걸쳐 융시장이 변동할 때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함

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테일 리스크(tailrisk) 리의 필

요성을 주지시켰다.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선진국 보험회사들이 겪었던 기

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건한 최 보증 리스크 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 최 보증수수료와 보증내용에 한 검이 요구되며,도입하려는

71)U.S.Securitiesand ExchangeCommission,"Leveraged and inverseETFs:

Specializedproductswithextrarisksforbuy-and-holdinvestors",2009.8.

http://www.sec.gov/investor/pubs/leveragedetfs-ale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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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로그램이 융 기 하에서도 효과 으로 작동하는지에 해 우선 으

로 검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융 기에서도 강건한 보증리스크 리 로

그램을 구성하기 해서는 재보험․헤지를 통한 사후 인 리에 힘을 쏟는

것도 요하지만 상품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사 으로 보증 리스크를 리

하는 것도 요한 방법이다. 한 재보험과 헤지 로그램이 사후 으로 리

해야 할 잔여 리스크(residualrisk)를 인다는 에서 상호 체 이라기보

다는 상보 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인버스 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해서 최 보증부채

의 리스크를 리한다면 보험회사는 최 보증 리스크의 익스포져를 선제 으

로 일 가능성을 갖게 된다.이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지불해야 하는 보증수

수료를 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하락장에서 투자 수익률의

하락을 일정하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으로 단된다.특히 <그림

Ⅳ-5>에서 보았듯이 선진국 주식시장에 비해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역사

으로 더 컸던 을 고려하면 KODEX인버스와 같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

의 변액보험 펀드로의 편입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보증리스크를 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버스 펀드를 이용한 보증리스크 리는 의(廣義)의 상품 디자인 변화를

통한 최 보증 리스크 리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모두를 만족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보험회사의 경 진은 상품 디자인 변화 시

필요한 법 ․계리 인 기 에 하여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 리스크

리부서와 상품개발부서의 력을 유도하여 창의 인 변액보험 펀드가 나오

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상품 디자인을 통한 보증리스크의 경감

이 충분히 유의(有意)하여 보증 비 산정이나 험기 자기자본제도에 반

될 수 있는지에 한 감독당국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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