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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
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
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
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
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
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
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
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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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
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
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
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
(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
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
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
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
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
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
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
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
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
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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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
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
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
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
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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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내국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2011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이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이 중 주식은 2,940억 달러, 채권은
2,044억 달러이다.

그림 1-1. 내국인 해외투자자금 잔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국제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그림 1-2.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자금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국제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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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정부와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주식의 경
우 정부부문(국민연금, 지방정부 등)이 1,806억 달러(2019년 1/4분기 기준)로
가장 규모가 크며, 보험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 기타부문은 1,092억 달러 수
준이다. 한편 채권의 경우에는 보험사 등의 기타부문이 1,498억 달러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자금: 주체별
(단위: 억 달러)

가. 지분증권

나. 부채성증권

주: 1)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2) 예금취급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 저축기관 등).
3) 기타 부문(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공기업, 민간기업 등).
4) 2019년 1/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상
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에 따르는 이
자 및 배당소득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본원소득수지의 개선이 기대된다.
본원소득수지가 증가하면 설령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더라도 경상수지는 여전
히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상품수지 흑자 폭 감소/상품수지 적자를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보전하는 형태가 선진국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특징이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해외투자를 통해 대외자본이 축적된 데다 인구 고령화 급증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는 등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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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내국인 해외투자, 외국인 국내투자
(단위: 억 달러)

주: 내국인 해외투자는 민간투자(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의 합)와 준비자산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예컨대 일본은 2011년 이후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지만, 본원소득수
지 흑자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사, 연기
금, 금융회사 등이 2018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배당·이자소득)이
2,971억 달러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배당과 이자로 가져간 돈 1,072억
달러의 세 배다. 해외 증권투자수익에서 지출을 뺀 본원소득수지(純투자소득)
는 1,899억 달러다. 2018년 일본의 상품·서비스 수지는 약 4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8년 본원소득수지는 42억 달러 정도로 일
본의 45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764억 달러 대비 5.6%로 미
미한 수준이다.1)
아울러 민간부문의 해외투자가 공적부문의 외환보유액보다 빠르게 늘어나
는 추세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원화 강세압력에 대응함에 있어 공
적부문(외환보유액)보다는 민간부문 해외투자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1) 한국경제신문(2019. 9. 30), 「자본수출로번 돈 韓 5조 vs 日 229조」, https://www.hankyung.com/
finance/article/2019093044391(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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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가. 일본

나. 한국

자료: IMF BOP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8. 14).

그림 1-6. 민간부문 해외투자 및 외환보유액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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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기관투자가(보험사, 자산운용사 등)가 주도하고 있
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총액은 2,626
억 달러로 2011년 말(527억 달러)에 비해 4.9배 증가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내국인 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양새다.

그림 1-7. 기관투자가별 해외증권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1)

가. 잔액

나. 기관투자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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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계속
다. 종목별

주: 1) 시가 기준 기말잔액.
2) 보험사 등으로부터 일임받아 운용하는 위탁계정 포함(이하 동일).
3) 종금사 포함(이하 동일).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
자료: 한국은행(2008a, 2009a, 2010, 2013, 2015, 2017, 2019a),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보도자료.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
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내국인 해외투자와 거주자 외화예금 등이 활성화된다면 공적부문이 나
서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이 원화 강세압력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장기간 흑자를 지속했음에도 대외純자산가치
(valuation effect: VE=NIIP–누적 경상수지)는 여전히 negative(-)인 상황이
다. 장기간에 걸쳐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작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경상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압력에 노출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장기간 경상적자를 지속했으나 valuation 효과는 positive(+)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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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및 경상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그림 1-9. 미국 순대외금융자산 및 경상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8. 12).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도 2015년 민간부문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2)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純대
2)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2015), pp. 4~6.
o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매매·평가차익, 환차익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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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금융자산 증가를 통한 해외로부터의 이자·배당 소득 증대, 원화 강세압력의
효과적인 완화 등 순기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의의(목적)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경상수지 흑자 ⇆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
가 구축되는 장점이 있다.3) 다만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과도한 환리스
크 헤지 행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내국인 투자자들의 환헤지 행태가 외환시장 가격변수(환
율,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들과의 심층면담 서베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환헤지 관행을 파악하고 과도한 환
헤지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화가 충분함에도 민간부문(생보사,
자산운용사 등)의 외화자금 수요 증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한 단기 외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외환시장-외화자금시장’ 간 단절현상에 크게 기인
한다. 양 시장 간의 괴리현상은 주로 기관투자자의 환리스크 헤지 행태에 기인
한다. 내국인 투자자(생보사,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해외투자자금 조달 시 외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 도입하여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분 비과세.
o 보험사 해외투자 가능범위 확대, 외화자산 환헤지 관련 규제 개선.
① 글로벌 신평사 신용등급이 미비해도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한도(30%)* 조정.
* 대만의 경우 총자산의 45%, 미국·일본은 해외투자 한도 없음.
②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 만기를 일부 인정.
* (종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미헤지 외화자산은 잔존 만기를 0(제로)으로 간주.
3)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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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장보다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금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보
험사가 외환시장(spot market)에서 환헤지 없이(naked) 외화자금을 조달한
다면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험사는 외화자
금시장을 통한 외자조달방식에 집착한다. 외화자금시장에서 초과 외화자금수
요가 발생하면 외은 지점이 해외 본점으로부터 단기성 차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림 1-10. 외환의 수요·공급 Dichotomy

외환시장(미헤지)
외환공급
･ 경상수지흑자

외환자금시장(환헤지)

외환수요
･ 국민연금 등

･ 외국인 증권투자

외환공급

외환수요

･ 외은 지점

･ 수입업자

･ 거주자 외화예금

･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보험사)

･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 달러 초과공급 시장

･ 외화대출

⇒ 달러 초과수요 시장

자료: 저자 작성.

단기성 해외차입금 증가는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구조의 질을 떨어뜨린다.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측면에서 대외부문을 통한 시스템 리스크 증
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선박은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조선사는 환
율변동 위험 헤지를 위해 은행과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업체의
환리스크 헤지(hedge) 수요가 증가하자, 조선사 주거래은행도 Buy&Sell(현물
환 매입/선물환 매도) 거래를 대폭 늘렸다.
조선사 주거래은행의 Buy&Sell 거래 증가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통한 단
기외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단기외채 증가에 대응하여 2010년 10월 정
부는 자본유입 및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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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의 파급 메커니즘

조선업체

① 선물환 매도

해외 본점

Buy&Sell 거래

국내은행
④ 달러 매각
④ 원화 매입

② 단기외화 차입

③ KRW

외국은행
국내 지점

③ USD

⑤ 국고채 투자

외환시장(현물)

국내 채권시장

자료: 저자 작성.

션한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4)
최근에는 보험사 해외채권자금 투자수요가 단기외채 증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 Buy&Sell 거래는 보험사가 주도하고 있다.
보험사의 Buy&Sell 거래 증가가 외은 지점의 단기성 해외 차입금 증가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2. 보험사 Buy&Sell 거래 파급 메커니즘

해외 증권 투자

해외 본점

Buy&Sell 거래
KRW

보험사

USD

단기성 달러화 차입

외국은행
국내 지점

자료: 저자 작성.

4) 국내은행은 현물환 및 선물환의 종합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외은 지점은
25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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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시장(외환스왑시장)을 통한 보험사의 Buy&Sell 거래 증가는 스왑
레이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그림 1-13 참고). 해외주식투자를 주도하는
자산운용사들 현물환시장을 통해 환리스크 헤지 없이 외화자금을 조달한다. 이
는 환율 상승(원화 강세 억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5년 이후 스왑레이트가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스왑시
장에서 만기가 장기인 해외채권 매입을 위한 보험사고 Buy&Sell 거래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시사한다(그림 1-14 참고).

그림 1-13.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환시장 파급 영향

자료: 이승호, 남재우(2019), 그림 IV-1, p. 60.

국내 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 만기가 대부분 장기(20년 이상 68%, 2016
년)이다.5) 뿐만 아니라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한 금리확정형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예컨대 2016년 9월 말 현재 약정만기 5% 이상이 30%였는데(표
5) 한국은행(2016a),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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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스왑레이트와 환율 추이
(단위: %, 원/달러)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8. 12).

1-1 참고) 2019년 6월 말에도 약정만기 6% 이상이 29.7%를 유지하고 있다
(표 1-2 참고). 2021년 IFRS176) 도입으로 ‘시가평가’를 새롭게 실시하면 보
험사 부채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내 국고채 운용
수익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표 1-1. 생명보험회사의 부채 만기대별·금리대별 현황1)
(단위: 조 원, %)

약정이율

원가

(비중)

보험만기

원가

(비중)

3% 미만

167.9

(32)

5년 미만

50.3

(10)

3~5%

195.0

(38)

5~10년

65.4

(13)

5~7%

61.0

(12)

10~15년

25.5

(5)

7~9%

92.8

(18)

15~20년

30.4

(6)

9% 이상

0.8

(0)

20년 이상

345.9

(66)

합계2)

517.5

(100)

합계

517.5

(100)

주: 1) 2016년 9월 말 생명보험회사 기준.
2) 보험료 적립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6a), p. 60.

6) IFRS17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이외에 수익인식방식 변경(이익 조기인식→ 이익 지연인식), 비용인식
변경(신계약비 전액 인정 → 해당 기간 신계약비 분할 이연)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2016a),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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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삼성생명의 이원차 마진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보험료 적립금

(비중)

변동금리형

168,634

(60.3)

고정금리형

101,616

(39.7)

- 6% 이상

67,018

(29.7)

- 6% 미만

50,142

(10.0)

주: * 2019년 6월 말 기준.
자료: 삼성생명(2019).

기존 보험가입자에게 고금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국내 국고채 운용
수익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내에 장기물 채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듀레
이션이 장기인 해외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다. 일본·대만·독일 생보
사들도 유사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그림 1-15 참고).

그림 1-15. 생명보험사: 확정 수익률 스프레드(Guaranteed Return Spreads)와
듀레이션 미스매치

자료: IMF(2019b), Ch3 Figure 3.1 Panel 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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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보사는 국내 생보사와는 크게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생보사
가 해외채권을 투자할 때 환리스크 헤지 비율은 2016년 63%에서 2019년 10
월에는 55%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환헤지 비율이 낮은 이유는 [그림 1-16]
에서 보듯이, 헤지 비용이 높아 헤지를 할 경우 미 국채 투자 시 수익률이 감소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9년 10월 말 현재 3개월물 헤지 비용이 2.50%인
데 반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 미만이다.
이처럼 거주자 해외투자 증가는 외환시장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측면에서 리스크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이에 대비하는 정책 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국내 외환ㆍ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내국인 해외주식, 채
권투자가 외환ㆍ외화자금시장을 통해 환율과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아울러 보험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험업
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그림 1-16. 환헤지 비용
(단위: %)

자료: IMF(2019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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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정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확대는 환헤지 비중이 낮으므로 환율 상승을 초래하
는 데 반해, 해외채권투자는 대부분 환헤지를 하므로 환율보다는 스왑레이트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내국인 해외증권
투자가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술한 가설을 검정
해 보고자 한다.

o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i) 해외주식투자(환헤지 비중이 낮은) → 환율 상승
ii) 해외채권투자(대부분 환헤지) → 스왑레이트 하락

본 연구에서는 외화자금시장, 외환시장 유동성보다는 가격변수인 환율, 스
왑레이트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거주자 해
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
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결
론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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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번 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외화자금시장 및 외환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시장의 가격지표인 스
왑레이트(swap rate)와 환율(exchange rate)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
석한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환시장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한다. 이
모형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
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거주자의 해외투자는 환율과 스왑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율 및 스왑레이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생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내생성으로 야기되는 추정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SEM을 도입한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으로 구성된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
행한다(그림 2-2 참고).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이며, 국별 분석기간
이 상이한 불균형 패널자료이다. 분기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변수의 경
우 불가피하게 연도별 자료를 사용한다(그림 2-1 참고).
SEM 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
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
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원인을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 시 상
이한 환헤지 관행에 근거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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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exchange risk)를 헤지(hedge)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된다.
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에 채권투자보다 환리스크 헤지에 대한 유인이 적다. 따라서 현
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지
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고, 현물환율과의 관련성
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패널자료
를 사용한 SEM을 활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둘째, 거
주자 해외투자를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하여, 각 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해외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종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
다. 셋째,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강건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 3절에
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계량모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4절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5절에서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자국 스왑레이트 및
원/달러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 6절에서는 본 장의
결론을 정리하겠다.

2. 선행연구
본고의 실증분석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로 Gagnon(1996)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개국, 1973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간자료를 활용
하여 순외화자산(NFA: Net Foreign Asset)이 환율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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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Gagnon(1996)에서는 NFA를 수출입(경상계정)을 가
지고 정의하였다는 측면에서 데이터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Chia et al.(2014)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흥국 및 선진국 국가패
널자료를 활용하여 NFA의 축적이 소비 증가, (실질)환율의 평가절상과 관련성
이 높음을 보였다. 즉 NFA(GDP 대비)의 1표준편차 증가는 소비(GDP 대비)가
연간 0.02% 상승하며, 환율은 연간 2% 상승한다. NFA 충격에 대한 환율 변화
가 신흥국에서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Lane and Milesi-Ferretti(2004)에서는 NFA의 증가가 실질환율의 평가
절상과 관련이 높음을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다. Lane and MilesiFerretti(2004)와 Chia et al.(2014) 모두 Gagnon(1996)과 비슷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NFA의 증가는 환율의 평가절상과 관련성이 높음을 보
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Christopoulos, Gente, and León-Ledesma(2012)는 Overlapping
Generations Two-sector Exogenous Growth Model(환율이 국제금융시
장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크기에 의해 결정됨)을 활용하여 국내 저축액이 많은
국가의 경우 실질환율은 산업 간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저축액이
적은 국가는 NFA 및 생산성에 의해 환율이 결정됨을 설명하였다.
Vermeulen and de Haan(2014)은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50개국을
활용하여 금융시장 발전과 NFA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금융시장이 발전된
국가일수록 (장기)거주자 순해외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금융시장의 발전은 순채권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순주식
투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FA를 채권과 주식으로 나눠서 살펴보
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Fogli and Perri(2015)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의 OECD 국가를 활용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관련한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불확실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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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거주자들은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해외투자와 연결되
고 있다. 따라서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가 해외투자 증가의 주
요 메커니즘임을 보였다. 거시변수의 변동성(혹은 불확실성)이 순해외투자 증
대로 이어진다는 논문으로서, 해외투자에 대한 분석에서 내생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Hoffmann, Krause, and Tillmann(2019)은 지난 30년간 생산변동성
(volatility of output)이 높은 국가에서 경기순응적 자본유출이 많았다는 증
거를 1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소
개한 Fogli and Perri(2015)와도 관련성이 높다. 내외국인 자본유출입이 불
확실성과 소득 위험(income risk)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는 연구이다.
따라서 내국인 해외투자의 내생성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Erauskin(2015)은 NFA와 정부 규모 및 소비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
하였는데, 채무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부 사이즈(모형에서 정부 역할은 정부지
출을 통해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가 큰 경향이 있는 것을 이론모형을 통해 보
였다(과다 채무 → 높은 변동성 → 정부 사이즈 증가).
이승호, 남재우(2019)는 2004년 이후 6개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영국)
및 신흥국(중국, 브라질)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환헤지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한국의 대외증권투자기관이 채택하는 자산군별 환헤지 정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평가하였다.

3. 계량모형
내국인 해외투자가 환율 및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EM
을 사용한다.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연립방정식은 [식 2-1]과 같다. 하첨자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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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 (분석에 사용된 국가목록은 [표 2-2] 참고)를 의미하며, t는 분기를 의미
한다. 상첨자 R, NR, US, AEs는 각각 순서대로 거주자(Residents), 비거주자
(Non-Residents), 미국(US), 선진국(AEs: Advanced Economies)을 나타
낸다.
내생변수는 스왑레이트[   , Swap Rate(%), (선물환(2년물)-현물환)/현
물환*100으로 정의함], 환율[   , Exchange Rate, 환율은 명목실효환율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에 자연로그를 취함],7) 거주자 해외채권
투자(   ),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의 4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투자액은 모두 GDP 대비 퍼센트(%)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이상 4개의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외생변수는
국가 i의 금리(   , 2년물 채권수익률,8) %로 표시), 미국 채권수익률(  , 2
년물 미국채 수익률,9) %로 표시), S&P 500 Volatility Index(   )이다. 채
권 및 주식시장의 자본유출입을 나타내는 (3)-(4)에는 공통적으로 국가 i의
GDP 성장률(   , 실질, 전년동기대비 % 증가율) 및 선진국 GDP 성장률
(    , 실질, 전년동기대비 % 증가율, IMF 기준 선진국 국가그룹)이 포함된다.
다른 식에는 포함되지 않는 각 식별로 고유하게 포함되는  벡터(  ,

 ,   , 
  )는 각 내생변수에 대한 도구변수이다.  는 첫 번째 식

에 포함되는 도구변수벡터로서 1인당 GDP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대한 대
용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되는 민간신용(GDP 대비 %)이 포함된다. 두 번
째 식의 도구변수벡터(  )로는 경상수지(   , Current Account Balance,


GDP 대비 % 표시)가 사용된다. (3) - (4)의 
, 
에는 내국인의 투

자 형태별(채권 및 주식투자) 제약을 지수화한 데이터를 사용(Fernández et

al. 2016)한다.
7) 환율의 상승은 자국통화가치의 상승(평가절상)을 의미한다.
8) 스왑레이트 계산 시 사용된 선물환율이 2년물이기 때문 이에 맞춰 금리도 각국 국채 2년물수익률로
고정한다.
9)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에 대한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 미국채 수익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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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

계량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데이터 출처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2]는 분석에 사용된 국가목록 및 주요변수의 국별 평균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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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변수 정의 및 데이터 출처
변수

 

정의

출처

스왑레이트(%),

Bloomberg가 제공하는 현물환 및

[선물환(2년물)-현물환)/현물환] 선물환(2년물)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100로 정의함
명목실효환율, 자연로그값

 
내
생
변
수

(Broad)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BIS가 제공하는 분기별 자료를
연도별 자료 평균으로 전환
분기별 거주자/비거주자의

 
거주자(비거주자)의 해외(국내)
채권/주식투자(GDP 대비 %)

채권/주식투자는 IMF BOP 자료를
사용함. GDP 대비 %로 전환하기
위하여 IMF IFS의 분기별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함. 이후 연도별



평균값 사용

  

국가 i 및 미국의 채권(2년물)

Bloomberg의 월별 자료를 연도로

 

수익률(%)

전환(평균값)하여 사용

S&P 500 Volatility Index,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분기별

자연로그 취함

자료를 연도별 평균값으로 전환


 
  
외
생
변
수

계산함. 이후 연도별 자료로 전환



국가 i 및 선진국(IMF 기준)
실질 GDP, 전년동기대비 %
증가율
1인당 GDP(2010년 US$) 및
민간신용(GDP 대비 %)

IMF IFS의 분기별 자료를 연도별
평균값으로 전환
World Bank의 연도별 자료
IMF IFS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함.



경상수지(GDP 대비 %)

GDP 대비 %로 전환하기 위하여
IMF IFS의 분기별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함. 연도별 평균값 사용

 




각국 채권/주식시장의
자본유출입 관련 통제

Fernández et al.(2016)의

지수(capital control

연도별 자료

measures)를 활용

주: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OP = Balance of Payments,
IFS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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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증분석 국가목록 및 국별 투자액 평균
(단위: GDP 대비 %)

ISO

선진국

분석기간

거주자
해외채권

Australia

AUS

1

2009Q2~2017Q4

2.03

1.76

4.90

1.11

Brazil

BRA

0

2010Q3~2017Q4

0.01

0.08

0.40

0.53

Switzerland

CHE

1

2007Q1~2016Q4

1.87

1.14

-0.07

0.52

Chile

CHE

0

2005Q3~2017Q4

1.59

3.05

1.72

0.92

Colombia

COL

0

2015Q3~2017Q4

0.62

0.00

2.04

0.20
-0.01

국가

거주자
해외주식

비거주자
국내채권

비거주자
국내주식

Czech Rep

CZE

1

2007Q1~2017Q4

0.17

0.46

2.49

Denmark

DNK

1

2000Q1~2017Q4

3.04

3.12

3.86

0.85

U.K.

GBR

1

2015Q2~2017Q4

-2.43

-0.27

4.43

-0.12

Israel

ISR

1

2011Q1~2017Q4

1.48

0.96

-0.14

0.52

Japan

JPN

1

2000Q1~2017Q4

0.55

0.19

0.36

0.19

Korea

KOR

1

2000Q1~2017Q4

0.84

0.87

1.08

0.42

Mexico

MEX

0

2011Q1~2017Q4

0.01

0.09

0.77

0.08

Norway

NOR

1

2007Q1~2017Q1

2.07

7.61

4.46

0.73

New Zealand

NZL

1

2015Q2~2017Q4

0.89

1.38

2.53

0.87

Poland

POL

0

2004Q2~2017Q4

0.16

0.30

1.58

0.36

Romania

ROU

0

2011Q1~2017Q4

0.11

0.07

1.65

0.14

Sweden

SWE

1

2007Q1~2016Q4

1.86

1.68

6.28

0.41

Thailand

THA

0

2000Q1~2017Q4

0.57

0.35

0.23

0.43

2000Q1~2017Q4

1.13

1.72

2.74

0.50

2000Q1~2017Q4

0.44

0.56

1.20

0.38

선진국
신흥국

주: 선진국 및 신흥국 국가그룹은 IMF AREAER(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7) Database 기준에 근거하여 구분됨. 거주자/비거주자 해외투자는 모두 GDP 대비 %로 표시함.
자료: [표 2-1]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1]은 국별 거주자 채권투자와 스왑레이트 및 환율(분석기간 평균값
사용) 간 관련성을 보여주는 산점도이다. 산점도상에서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양(+) 혹은 음(-)의 상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검증한다. [그림 2-2]와 [그림 2-3]은 분석에 사용된 국별 주요변수
(스왑레이트, 환율, 해외투자)의 시계열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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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별 스왑레이트 및 명목실효환율과 거주자 해외투자에 대한 산점도
A. 거주자 해외투자(채권+주식, GDP 대비 %)와

B. 거주자 해외투자(채권+주식, GDP 대비 %)와

스왑레이트(%)

명목실효환율(자연로그)

C. 거주자 채권투자(GDP 대비 %)와

D. 거주자 채권투자(GDP 대비 %)와

스왑레이트(%)

명목실효환율(자연로그)

E. 거주자 주식투자(GDP 대비 %)와

F. 거주자 주식투자(GDP 대비 %)와

스왑레이트(%)

명목실효환율(자연로그)

주: 가로축은 거주자 해외투자(채권 및 주식)의 GDP 대비 % 표시이며, 세로축은 A와 B 각각 스왑레이트(%)와 명목실효환율
(NEER, 자연로그를 취함)을 나타냄. 국가별 분석기간의 평균값 사용함. 옅은글씨는 2017년 IMF 기준으로 신흥국으로
분류된 국가그룹이며, 진한글씨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그룹임.
자료: [표 2-1]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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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LCU = Local Currency Unit, USD = US Dollar.
자료: [표 2-1]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2. 국가별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exchange rate)

주: LCU = Local Currency Unit, USD = US Dollar.
자료: [표 2-1]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3. 국가별 거주자 해외채권(bond)·주식(equity)투자

4. 분석 결과
[식 2-1]에 기반한 계량모형식을 추정하기에 앞서 거주자의 해외채권 및 주
식투자를 각각 개별적으로 모형에 반영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에 대한 결과가 [표 2-3]에 제시되었다. (1)-(3)은 거주자 해외채권투자만을
모형에 반영한 결과이며, (4)-(6)은 거주자 해외주식투자만을 모형에 반영하
였다.
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 확대는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채권
투자 확대와 환율은 통계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 확대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성이 높지만, 스왑레이
트와는 다소 무관하였다.
국내 이자율 상승 및 미국 이자율(국제금융시장 이자율의 대용변수) 상승은
각각 스왑레이트를 증가 및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무위험이자율평가(CIP:
Covered Interest Rate Parity)가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상승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스왑레
이트, 자국통화가치,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2-4]와 [표 2-5]
에 제시되었다. 대체로 [표 2-3]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흥국
의 경우에는 거주자 해외채권투자가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주식투자의 경우 환율과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은 [식 2-1]에서 제시된 계량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앞서
[표 2-3]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가 개별적으로 모형에 반영되
었으나, [표 2-6]에서는 두 해외투자변수를 모형에 함께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제시된 [표 2-3]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거주자의 해외투자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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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2-7]과 [표 2-8]에서는 [식 2-1]의 계량모형을 각각 선진국과 신흥국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대체로 [표 2-4]와 [표 2-5]의 주요 실증분석 결
과와 일치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신흥국의 경우에는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가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효과만이 본고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생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계량모형에
서도 기존 실증분석 결과가 유지되는지 살펴본다. 추가적인 내생변수로 비거주
자 국내채권투자(    )와 비거주자 국내주식투자(    )를 포
함한다.10) 이 강건성 검정에서도 역시 분석 대상 국가를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
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강건성 검정분석 결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9]에 제시
되었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는 앞서 주요 실증분석 결과인 [표
2-6]과 대체로 일치하며, 국가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한 분석 결과인 [표
2-10]과 [표 2-11] 역시 앞서의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여기에서는 신흥국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가설
대로 도출됨).

10) 추가되는 내생변수에 대한 도구변수 역시 Fernández et al.(2016)의 자본통제지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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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채권/주식 별도 분석

종속변수:

(1)

(2)

(3)

(4)

(5)

(6)

 

 

 

 

 

 

 

-10.342**

-6.769**

 

-0.822***

-0.022

(0.266)

(0.016)

(5.063)

(3.208)

 

-0.173

-0.024**

(0.127)

(0.011)

1.464***

0.002

 

1.765***

0.011

0.368***

(0.132)

(0.008)

(0.135)

(0.058)

(0.004)

(0.093)

 

-1.613***

-0.003

0.164

-1.615***

0.002

0.363***

(0.099)

(0.003)

(0.137)

(0.073)

(0.004)

(0.094)

  

 

-0.122*

-0.094**

(0.064)

(0.043)

0.002

-0.141

(0.085)
 

Obs

-0.027

(0.089)

-2.329***

-0.017

-0.715

-1.992***

-0.036*

-1.655***

(0.413)

(0.016)

(0.595)

(0.303)

(0.020)

(0.422)

703

703

703

703

703

70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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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채권/주식 별도 분석, 선진국
(1)

(2)

(3)

(4)

(5)

(6)

종속변수:

 

 

 

 

 

 

 

5.837

-15.077

(21.343)
 

(9.360)

-0.819**

0.005

(0.395)

(0.009)

 

 

1.722***

 

(0.294)

-0.155

-0.035***

(0.157)

(0.013)

1.327***

0.013**

0.005

0.626**

(0.275)

(0.008)

(0.261)

(0.120)

(0.007)

(0.162)

-1.413***

-0.008**

-0.123

-1.560***

0.001

0.317**

(0.004)

(0.238)

(0.128)

(0.007)

(0.147)

  

 

-0.086

0.032

(0.105)

(0.056)

0.205

-0.221*

(0.180)
 

Obs

0.128

(0.127)

-1.409

-0.030*

-0.499

-2.114***

-0.095***

-2.141***

(1.312)

(0.018)

(0.977)

(0.768)

(0.030)

(0.606)

442

442

442

442

442

44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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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채권/주식 별도 분석, 신흥국

종속변수:

(1)

(2)

(3)

(4)

(5)

(6)

 

 

 

 

 

 

 

-0.087

-7.768**

 

-0.527*

0.038

(0.292)

(0.029)

(3.490)

(3.134)

 

-0.401

0.007

(0.340)

(0.013)

1.495***

-0.001

-0.166*

 

1.724***

-0.004

0.140**

(0.114)

(0.009)

(0.069)

(0.153)

(0.005)

(0.094)

 

-1.616***

-0.007

-0.023

-1.568***

-0.003

0.175

(0.147)

(0.007)

(0.084)

(0.161)

(0.005)

(0.126)

  

 

0.181***

-0.061

(0.036)

(0.055)

-0.105*

-0.109

(0.064)
 

Obs

(0.116)

-2.245***

0.056

-0.632*

-2.085***

0.035

-1.235**

(0.510)

(0.035)

(0.376)

(0.560)

(0.024)

(0.535)

261

261

261

261

261

261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 45

표 2-6.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1)

(2)

(3)

(4)

 

 

 

 

4.357
(4.397)

 

 

 

 

-0.706*

-0.019

(0.429)

(0.017)

-0.099

-0.023**

(0.227)

(0.012)

1.728***

0.009

0.348**

-0.018

(0.178)

(0.008)

(0.136)

(0.093)

-1.521***

0.003

0.070

0.361***

(0.089)

(0.004)

(0.138)

(0.094)

0.098

-0.102**

(0.073)

(0.042)

  

 

 

Obs

-0.013

-0.152*

(0.139)

(0.091)

-2.092***

-0.044**

-0.510

-1.706***

(0.366)

(0.020)

(0.623)

(0.425)

703

703

703

70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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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선진국

종속변수:
 

(1)

(2)

(3)

(4)

 

 

 

 

46.173***
(17.417)

 

 

 

 

-1.492***

-0.009

(0.451)

(0.010)

-0.004

-0.040***

(0.204)

(0.013)

1.843***

0.020**

0.609**

0.139

(0.390)

(0.010)

(0.260)

(0.162)

-1.001***

0.002

-0.146

0.325**

(0.306)

(0.007)

(0.237)

(0.147)

-0.007

0.026

(0.099)

(0.061)

  

 

 

Obs

0.256

-0.237*

(0.171)

(0.126)

0.140

-0.110***

-0.293

-2.203***

(1.460)

(0.033)

(0.963)

(0.604)

442

442

442

44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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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신흥국

종속변수:

(1)

(2)

(3)

(4)

 

 

 

 

 

11.204*

 

-1.330**

0.072*

(0.628)

(0.043)

(6.421)

 

0.782

0.068***

(0.677)

(0.020)

 

2.107***

-0.000

0.140**

-0.178*

(0.369)

(0.011)

(0.069)

(0.094)

 

-1.706***

-0.021**

-0.017

0.204*

(0.194)

(0.010)

(0.083)

(0.124)

  

 

 

Obs

0.176***

-0.054

(0.035)

(0.054)

-0.060

-0.019

(0.064)

(0.095)

-2.298***

0.132**

-0.571

-0.992*

(0.742)

(0.053)

(0.375)

(0.523)

261

261

261

261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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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강건성 검정)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비거주자 국내투자 포함

종속변수:
 

(1)

(2)

(3)

(4)

(5)

(6)

 

 

 

 

 


 


0.551
(3.514)

 

 

 


 


 

 

-0.343*

-0.036***

(0.199)

(0.012)

0.224

-0.063***

(0.215)

(0.020)

-0.831***

0.036***

(0.178)

(0.007)

-0.015

0.027*

(0.448)

(0.016)

2.025***

-0.005

0.359***

-0.031

0.467***

0.104*

(0.145)

(0.008)

(0.136)

(0.093)

(0.153)

(0.060)

-1.772***

0.021***

0.081

0.357***

-0.115

-0.054

(0.120)

(0.008)

(0.138)

(0.094)

(0.153)

(0.060)

  

 

 

Obs

-0.013

-0.045

0.047

0.115***

(0.073)

(0.042)

(0.076)

(0.031)

0.116

-0.201**

-0.109

-0.184***

(0.138)

(0.089)

(0.150)

(0.061)

-3.878***

0.013

-0.369

-1.706***

-2.650***

-1.038***

(0.572)

(0.032)

(0.623)

(0.422)

(0.701)

(0.273)

703

703

703

703

703

70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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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강건성 검정)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비거주자 국내투자 포함, 선진국

종속변수:
 

(1)

(2)

(3)

(4)

(5)

(6)

 

 

 

 

 


 


-2.418
(17.204)

 

-0.176

-0.029***

(0.278)

(0.009)

1.510***

-0.078***

(0.313)

(0.017)

-1.154***

0.028***

(0.278)

(0.008)

 


-1.810*

0.061***

(1.018)

(0.021)

 

2.193***

0.011

0.679**

0.128

0.731**

0.110

(0.310)

(0.012)

(0.264)

(0.162)

(0.291)

(0.107)

-2.247***

0.020*

-0.105

0.340**

0.016

-0.115

(0.342)

(0.010)

(0.238)

(0.147)

(0.263)

(0.097)

 

 


 

  

 

 

Obs

-0.147

0.103

-0.104

0.093*

(0.131)

(0.067)

(0.138)

(0.051)

0.298

-0.407***

-0.089

-0.192**

(0.221)

(0.127)

(0.235)

(0.089)

-4.768***

-0.049

-0.498

-2.423***

-3.543***

-1.143***

(1.782)

(0.046)

(0.981)

(0.605)

(1.073)

(0.398)

442

442

442

442

442

44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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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강건성 검정) 연립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비거주자 국내투자 포함, 신흥국

종속변수:
 

(1)

(2)

(3)

(4)

(5)

(6)

 

 

 

 

 


 


27.471***
(6.724)

 

-3.270***

0.044

(0.656)

(0.045)

-0.944

-0.044*

(1.085)

(0.023)

-5.673***

0.147***

(1.425)

(0.020)

 


4.222***

-0.117***

(1.507)

(0.020)

 

2.721***

-0.039***

0.128*

-0.166*

0.300***

0.121**

(0.479)

(0.014)

(0.069)

(0.094)

(0.092)

(0.057)

-4.098***

0.066***

0.006

0.150

-0.470***

0.039

(0.627)

(0.017)

(0.084)

(0.126)

(0.104)

(0.066)

0.107***

-0.088

0.118**

0.093***

(0.036)

(0.055)

(0.046)

(0.034)

-0.153**

-0.082

-0.061

-0.070

 

 


 

  

 

 

Obs

(0.076)

(0.117)

(0.093)

(0.072)

-15.898***

0.276***

-0.731*

-1.246**

-2.125***

-0.735**

(3.580)

(0.074)

(0.383)

(0.536)

(0.507)

(0.320)

261

261

261

261

261

261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위기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2008Q4~2010Q4) 및 국가 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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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시계열 분석
5절에서는 한국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거주자의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가 각각 스왑레이트와 환율(원/달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 우선 계량분석 모형을 설명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11)

가. 실증분석 모형
한국 거주자의 해외채권 및 주식투자 충격이 외화자금시장 및 외환시장의
가격변수라고 할 수 있는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기 위해 VAR(vector auto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2개 이상의 시
계열 변수를 내생변수의 과거값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VAR 모형은 상호 연관
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제 시계열 분석에 적합하다.12)
해외투자, 스왑레이트, 환율과 상호 연관성이 높은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
로 구성된 축약형(reduced) VAR 모형은 다음과 같다.13)

  


 









    

 

 
   
   
  
  
  
 
  
  




  

  
 

  
  
        

 
  

단 t = 1, 2, … , T,  ∼   

11)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2019), pp. 31~34, 재인용.
12)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13)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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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

t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며,   및    는 시차 연산자(lag operator)로서 L에 대한 행렬 다항식(matrix polynomial)이다.14) [식 2-2] 좌변
의 내생변수벡터는 미국 채권수익률(  , 3개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한국 산업생산지수(IP: Industrial Production),
S&P 500 변동성 지수(VIX), 한국 CDS프리미엄(CDS), 한국 채권수익률(R, 3
개월),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 환율(ER: 원/달러 Exchange Rate),
한국 스왑레이트(SR: Swap Rate)로 구성되었다.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서 내생변수의 과거값 및 3개의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
벡터를 포함하였다.15)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   ), 비거주자의
국내채권투자(    ), 비거주자의 국내주식투자(    )로 구성
되었다. c는 상수항,  는 오차항 벡터를 의미한다.16)
외생적인 거주자 해외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순차적인 0의 단기제약(recursive short-run zero restriction)을 부
가하였다.17)18) 축약형 VAR 모형으로부터 내생변수의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  를 식별하기 위해 다음의 제약을 부여한다.19)

[식 2-3]

    
단  ∼    

[식 2-3]으로부터 [식 2-4]를 도출할 수 있다.

   ′     ′ ′

14)
15)
16)
17)
18)
19)

[식 2-4]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2019), pp. 31~34, 재인용.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단기제약이 부과된 구조 VAR(Structural VAR 혹은 SVAR) 모형이다.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2019), pp. 31~34, 재인용.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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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식별제약 A는  의 분산-공분산행렬을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A를 [식 2-3]에 대입하여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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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5]



   






A의 식별조건에 따르면 미국 채권수익률(    )은 당기에 순차적으로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한국 산업생산지수(IP), S&P 500 변동성 지수(VIX), 한
국 CDS프리미엄(CDS),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 환율(ER), 한국 스왑
레이트(SR)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한국 산업생
산지수(IP), S&P 500 변동성 지수(VIX), 한국 CDS프리미엄(CDS), 거주자 해
외채권투자(  ), 환율(ER), 한국 스왑레이트(SR)는 미국 채권수익률
(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열된 변수의 순서대로 외생
성이 강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즉 미국 채권수익률(    )이 상대적으로 외생성
이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생산, 물가와 같은 실물변수는 상대적으로 외생성이
큰 반면, 환율과 같은 금융변수는 상대적으로 내생성이 크기 때문에 내생변수
순서상 끝에 위치한다.21)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기간은 내생변수들의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20)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2019), pp. 31~34, 재인용.
21)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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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다. 효율적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로 추정한 후, 구조 VAR 모형으로 변환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2) VAR 모형의 시차를 정하기 위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C(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등을 참고하였다. 본고에서는 AIC 기준에 근
거하여 4로 선택하였다.23)
소비자물가지수(CPI), 외화예금(FCD)은 X-12 ARIMA를 사용하여 계절조
정하였고, 그 외 산업생산지수(IP), 경상수지(CA), 미국 산업생산지수(IPUS)
및 소비자물가지수(CPIUS)는 계절조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24) 경상수지(CA)
는 GDP (연간) 대비 퍼센트 비율로 변환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R), 연방기
금금리(RUS), 경상수지(CA)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하였다.25) VAR
모형에 포함된 변수와 출처는 [표 3-1]에 정리하였다.
미국 채권수익률(    , 3개월), 한국 채권수익률(R, 3개월), 거주자 해외채
권투자(  ), 한국 스왑레이트(SR: Swap Rate)는 %p로 표시하였으며,
그 외는 모두 로그차분(소수점 표시 증가율)으로 전환하였다.

나.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그림 2-4]는 전체 샘플기간으로 추정한 VAR 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충격
반응함수 분석 결과이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0.3%p 증가 충격(1 s. d)에 대
해서 스왑레이트는 두 달에 걸쳐서 약 0.2%p 감소하는 반면 환율은 처음에는
약 0.6% 절상되나, 이후 비슷한 크기로 절하되면서 거주자 해외채권투자가 환
율에 미치는 축적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23)
24)
25)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2019), pp. 31~34, 재인용.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위의 자료, pp. 3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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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충격반응함수: 한국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상승 충격
(a) 스왑레이트 반응

(b) 환율(원/달러) 반응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는 거주자 해외주식투자가 0.3%p 증가하는 충격(1 s.d)에 대한
스왑레이트 및 환율의 반응함수를 보여준다. 스왑레이트의 변동은 앞서 해외채
권투자의 반응과 비슷하지만 통계적 신뢰성이 0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환율은 처
음에 절상되고 이후 절하되는 양상 자체는 거주자 해외채권투자 충격과 비슷하
지만, 이후 절하되는 크기가 0.5%로서 처음 절상되는 0.3%를 초과하는 수준이

그림 2-5. 충격반응함수: 한국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상승 충격
(a) 스왑레이트 반응

(b) 환율(원/달러) 반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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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해외주식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축적된 효과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소결
본 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swap rate)
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
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SEM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
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
율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
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결과는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
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 헤지 관행이 설명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
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
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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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가. 2000~09년 시기: 자산운용사 주도 해외주식투자 확대
1)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의 특징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1999년 외화증권투자 제한 완화 조치를 계기로 점
차 증가하다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다. 2007년 말 거주자
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1,586억 달러(전년대비 62.2% 증가)로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였다.
이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2006년 말 기준 해외채권투자 잔액은 610억 달러
로 해외주식투자 잔액 368억 달러보다 크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해외채권투자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림 3-1.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 추이(2000년 이후)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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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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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추이(2010년 이후)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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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수지(BOP) 금융계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타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예금 취급 기관, 일반 정부, 비금융 기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
특히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급등했던 2007년 말 기타 금융기관의 해외증권
투자 잔액은 1,048억 달러로 전체 해외증권투자 잔액의 66%를 차지하였다.
기타 금융기관을 투자자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자산운용사(760억 달러), 보
험사(260억 달러), 외국환은행(115억 달러), 증권사(30억 달러) 순이다. 2007
년 말 기준 기관투자가의 자산별 투자 잔액을 보면, 해외주식투자는 자산운용
사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채권투자는 보험사(61%), 외국환
은행(19%), 자산운용사(10%), 증권사(10%) 순으로 보험사의 비중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Korean Paper는 보험사(56%), 외국환은행(43%) 순으로 나타
났다. 이를 종합하면 자산운용사는 해외주식투자 위주로, 보험사와 외국환은
행은 해외채권이나 Korean Paper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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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 추이1): 주체별2)
(단위: 억 달러)

주: 1) 국제투자대조표(IIP) 기준.
2) 일반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 등), 예금 취급 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 저축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공기업, 민간기업 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그림 3-4. 기관투자가1)의 해외외화증권투자 잔액2) 및 증감률: 투자자별
(단위: 억 달러, %)

주: 1) 외국환거래규정상 기관투자가 중 외국환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2) 역외계정에서의 투자금액 제외.
자료: 한국은행(2005, 2006, 2008a, 2009a, 2010),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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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관투자가1)의 해외외화증권투자 잔액2) 및 증감률: 종목별
(단위: %)

주: 1) 외국환거래규정상 기관투자가 중 외국환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2) 시가 기준 기말잔액.
3)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
자료: 한국은행(2005, 2006, 2008a, 2009b, 2010),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도자료.

그림 3-6. 투자자별 해외외화증권투자 비중(2007년 말 기준)
(단위: %)

주: *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
자료: 한국은행(2005, 2006, 2008a, 2009b, 2010),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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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대내외적인 요인과 더
불어 정부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기인한다. 당시 우리 경제는 경상
수지가 흑자를 보인 가운데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국내 외화 유동성이 확대
되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풍부한 국내 유동성은 마땅한 투
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해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가면서 주요 선진국과 BRICs 등 해외 증시가 호황을 보였다. 게다가 2006~07
년부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투
자자들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26)

그림 3-7.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26) 임형준(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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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지속한 데다
자본수지도 흑자를 지속했다. 이는 외환 초과공급 현상을 심화시켜 원화 강세
를 초래하였고, 원화 강세(환율 하락)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향후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투자 활
성화를 통해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외투자 활성
화로 투자 과실(이자, 배당)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과도한 환율 하락이 억제되
고 본원소득수지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위기 발생 시에는 원화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자연
스럽게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환류되는 유인이 강화된다. 이는 외화 유
동성을 개선시켜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27)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
고자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2005)」을 마련한 바 있다.28) 기업의 해외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한도(3억 달러)를 폐지하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상향 조정(100만 달러 → 300만 달러)하는 등 해외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200
7)」29)에서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투자로 발생한 양
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펀드 판매가 가
능한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요건을 완화(5조 원 → 1조 원)하였다. 또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기반 노력에 힘입어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가 확대될 수 있었다.

27) 위의 책.
28) 재정경제부(2005), p. 1.
29) 재정경제부(2007), pp.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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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3)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와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정책당국은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통해 환율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하지
만 투자자들의 과도한 외환 리스크 헤지 행태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히려 환율 급등이 초래되었다. 2000년대 중반 내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환헤지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해외투자에 대해 100% 환
위험을 헤지 하는 등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였다. 더욱이 당시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및 외국인 증권투자 유입 등으로 원화 절상(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
되어 환헤지 유인이 증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과도한 환헤지 행태로 이어지면서 스
왑레이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은 국내 조선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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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환 매도거래가 급증한 시
기였다(표 3-1 참고).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액 규모는 2005년 312억 달러에서
2007년 97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조선업체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도 동 기간
중 168억 달러에서 53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2006~07년 중 내국
인의 해외증권투자도 대폭 증가하면서 선물환 거래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
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2005년 111억 달
러에서 2007년 501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선물환 순
매도 규모도 15억 달러에서 272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해외증권투
자자의 선물환 매도는 주로 1~3개월의 단기물인바, 단기 선물환 거래의 수급
불균형 초래요인으로 작용하였다.30) 해외증권투자자로부터 선물환을 매입한
국내은행은 당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스퀘어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Buy&Sell 스왑(선물환 매수+현물환 매도)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선물환 매수로 초래된 long position 커버를 위해 현물환 매각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외화자금시
장에서 내국인 투자자의 Buy&Sell 스왑 수요가 우위를 보임에 따라 스왑레이
트가 하락하게 된다(그림 3-9 참고).

표 3-1.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액 및 선물환 순매도
(단위: 억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선박 수주액

312.7

617.0

975.0

717.9

183.3

(선물환 순매도)

168.2

352.5

532.6

416.7

160.7

자료: 박용민, 권경호(2010), 표 4, p. 73.

30) 양양현, 이혜림(2008),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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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해외증권투자1) 및 해외증권투자자의 선물환 매도
(단위: 억 달러)

해외증권투자
2)

(선물환 순매도)

2005년

2006년

2007년

111

241

(15)

(131)

2008년
1~6월

1/4

2/4

501

-11

1

-12

(272)

(37)

(-9)

(47)

주: 1) 외환수급 기준.
2)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
자료: 양양현, 이혜림(2008), 표 4, p. 69.

그림 3-9.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외화자금 흐름도

(환리스크를 헤지하는 경우)

자료: 양양현, 이혜림(2008), 그림 9, p. 70.

외환당국은 해외투자 확대로 달러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절상 압
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국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
시 원화절상에 대한 기대로 환헤지를 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달러를 차입하여
해외증권에 투자한 격이 되었다. 정책당국의 의도와 달리 해외투자 확대가 환
율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스왑레이트 하락 및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
래하게 되었다. 또한 환헤지 과정에서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나 우리나
라 대외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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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기업의 선물환 순매도와 외화차입
(단위: 억 달러)
400

300

200

100

0
'06

'07
선물환 순매도

'08
외화차입

자료: 한국은행(2007, 2008b, 2009b), 「외화시장 동향」,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24).

그림 3-11. 환율과 스왑레이트 추이
(단위: 원/달러,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8. 12).

환리스크 헤지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막고 자산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는 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통상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
산투자에 수반되는 환위험을 헤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도한 환헤지는 위기
시 환율 상승을 증폭시키고 외환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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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해외증권투자 시 과도한 환헤지(100% full hedge)가 오히려
위기 증폭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12 참고).

그림 3-12. 위기발생 시 100% 환헤지 효과
가. 해외채권

금융위기 발생
환율상승

채권가격 하락

해외
채권
10억 원
($100만)

해외
채권
13.5억 원
($90만)

선물환
매도
10억 원
($100만)

선물환 만기 도래

환율
상승

해외
선물환
채권
매도
13.5억 원
13.5억 원
($90만)

계약청산 또는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유동성
8.5억 원

선물환
매도
5억 원
($100만)
(위기 시나리오)
원/달러 환율 50% 상승
채권가격 10% 하락

나. 해외주식

금융위기 발생

선물환 만기 도래

주가
하락

해외
주식
10억 원
($100만)

선물환
매도
10억 원
($100만)

환율
상승

해외
주식
7.5억 원
($50만)

환율
상승

선물환
매도
5억 원
($100만)

해외
주식
7.5억 원
($50만)

선물환
매도
7.5억 원

계약청산 또는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유동성
2.5억 원

(위기 시나리오)
원/달러 환율 50% 상승
주가 50% 하락

자료: 문홍철(2016), 도표 2, p.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예컨대 내국인이 해외채권(100% 환헤지)에 투자한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
기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100만 달러 해외채권(10억 원)을 매입 시 환
위험을 100% 헤지하려면 ‘100만 달러 선물환’을 매도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이 1,000원/달러에서 1,500원/달러로 상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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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치 하락)하게 되고 해외채권 가치가 10% 하락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결과
적으로 해외채권의 원화표시 가치는 13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선물환 가치가 5억 원(50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
채도 위기 시 매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을 청산하거나 유지(롤오버)하려
면 8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 유동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해외주식투자 시에도 마찬가지다. 해외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롤
오버를 위해 2억 5,000만 원만큼의 추가 유동성이 요구된다. 이처럼 환헤지를
100% 하는 행태가 대내외 충격 발생 시 환율 및 외환건전성 불안을 더욱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했던 보험사들의 경우 과도한 환헤지와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외화환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2008년 말 국내 생명보험회사
외화유가증권 금액은 19조 5,243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삼성생명이 12조
3,516억 원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생보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3조 4,643억 원(2008년 말)에 달하였다. 이 중 삼성생명
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2조 9,290억 원으로 생보사 전체 손익의 84.6%였다.

그림 3-13.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익
(단위: 조 원)

주: 국내 생명보험회사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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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최근: 보험사, 자산운용사 해외증권투자 확대
1)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해외증권투자가 2009년 이후 다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2012년부터 위기 이전 최고
치(’07년 말 기준 1,568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2018년 말에는 4,557억 달러
까지 꾸준히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2017년 중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금
액이 75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해외증권투자 규
모(650억 달러)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이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8년 말 해외주식투자 잔액은 2,615억
달러로 해외채권투자 잔액 1,942억 달러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해외증
권투자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해외주식투자는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채권투자가 크
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5).

그림 3-14.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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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투자대조표(IIP)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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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우)

그림 3-15.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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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수지(BOP) 금융계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를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이나 공적 연기금
이 포함된 일반정부31)의 비중이 높다. 2016년부터는 기타 금융기관32)의 투자
가 일반정부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를 세분하여 살펴보
면 자산운용사(760억 달러), 보험사(260억 달러), 외국환은행(115억 달러), 증
권사(30억 달러) 순이다. 2018년 말 해외주식투자에서 자산운용사의 비중이
기관투자자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채권투자는 자산운용사(43%),
보험사(42%), 외국환은행(10%), 증권사(5%) 순이다. 한편 Korean Paper에
서는 보험사(44%), 자산운용사(21%), 외국환은행(20%), 증권사(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해외증권투자는 일반정부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는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를 위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 공적연기금, 공적기금) 포함.
32)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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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 추이1): 주체별2)
(단위: 억 달러)

주: 1) 국제투자대조표(IIP) 기준.
2)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 등), 예금 취급 기관(은행, 종합금융회사, 저축기관 등), 기타 금융기
관(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 기업(공기업, 민간기업 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2).

그림 3-17. 기관투자가의 해외외화증권투자 잔액* 및 증감률: 투자자별
(단위: 억 달러, %)

주: * 역외계정에서의 투자금액 제외.
자료: 한국은행(2013, 2015, 2017, 2019a),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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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기관투자가의 해외외화증권투자 잔액1) 및 증감률: 종목별
(단위: %)

주: 1) 시가 기준 기말잔액.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
자료: 한국은행(2013, 2015, 2017, 2019a),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도자료.

그림 3-19. 투자자별 해외외화증권투자 비중(2018년 말 기준)
(단위: %)

주: *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
자료: 한국은행(2013, 2015, 2017, 2019a),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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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2014년 이후 외국인
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3-21 참고). 이처럼 내국인
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내국인 투자자들이 수익률 확보를 위한 고수익 해외투자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그림 3-20.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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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투자대조표(IIP) 기준.
주: 국제수지(BOP) 금융계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2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24).

예컨대 내국인 투자자 중 보험사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운용자산 이익률
이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보다 낮아지는 ‘이자 역마진’ 현상이 심화되었다.
2018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은 4.14%인 데 반해 운
용자산 이익률은 3.6%로 하락하면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여건하에서 보험사는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searching for duration) 장기 채권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33) 하지만 [그림 3-22]에서 보면 생보사의 자산 규모에 비해 국내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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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한계를 느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3-21. 생명보험회사 이자 역마진 구조
(단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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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용자산 이익률
2017년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
2018년 상반기

자료: 서울경제(2018. 10. 31), 온라인 자료(2019. 9. 30).

그림 3-22. 협소한 국내채권시장
(단위: %)

자료: IMF(2019b), Figure 3.4, Panel 2, p. 45.

33) 김해식(2017),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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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확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외환 유입은 증가한
반면 내외금리차, 외화자산 운용 제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외환수요가 제한되는
등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었다.34)
이에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35) 구축을 위
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2015)을 발표하였다(부록 글상자 3-1 참고).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환변동분을 비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
관련 규제를 개선36)하고 해외투자 가능범위의 확대37)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한 중장기적으로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한도(30%)38)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
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증권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보험사에 대한 환헤지 투자자산의 듀레이션 인정요건 완화로 외화자
산의 듀레이션 반영이 용이해지면서 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가 확대되었다.39)
과거에는 100% 완전 헤지인 경우에만 해외채권의 듀레이션을 인정하였으나,
2013년 10월부터 1년 이상 환헤지를 하면 헤지 대상 전체의 듀레이션을 인정
하였다(표 3-3 참고). 하지만 1년 이상 헤지한 경우만 채권 듀레이션이 인정되
면서 보험사 헤지거래가 1년 물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환헤지 투자자산의 듀레이션 인정 요건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 통화종류나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100% 환헤지 전략을 고수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해외채권투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

3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2015), p. 1.
35) 경상흑자로 유입된 외환이 민간의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성 있는 대외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여기서 발
생하는 수익(배당 등 본원소득)은 다시 경상흑자로 연결된다.
36) (현행)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미헤지된 외화자산은 잔존만기를 0으로 간주 → (개선) 미헤지된 외화자
산도 잔존만기 일부 인정 검토.
37)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하였다.
38)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특별계정 20%) 이내로
제한 한다.
39) 금융위원회(201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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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는 헤지 목적인 경우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외
화자산의 듀레이션을 인정하였다. 이 조치로 보험사의 해외채권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생명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의 비중은 2012
년 5.4%에서 2017년 12.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3-3. 환헤지 시 투자자산 듀레이션 인정 기준
시기

내용
완전헤지 시 채권 듀레이션 인정

2013년 10월 이전
2013년 10월 이후

(외화채권 10년물, 파생상품 10년물)
1년 이상 환헤지 시 투자자산 잔존만기 전체 듀레이션 인정

2017년 6월 이후

(외화채권 10년물, 파생상품 1년물)
헤지기간 상관없이 투자자산 잔존만기 전체 듀레이션 인정
(외화채권 10년물, 파생상품 6개월)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2019), p. 11.

2017년 내국인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환헤
지 비용 증가, 해외투자한도 제한 등에 기인한다. 2015~16년 시기는 스왑레이
트가 (+)를 보임에 따라 해외투자 시 환헤지 비중을 높일수록 수익성이 개선되
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스왑레이트가 (-)로 반전되면서 FX스
왑 계약 시 헤지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채권의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비용 증가로 국내채권보다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그림
3-24 참고).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해외채권의 수익률과 스왑레이트
의 합으로 구성된다. 스왑레이트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해외채권에 대한 투
자매력도가 낮아졌다. 2016년도 기관투자자의 해외외화증권투자 잔액의 증가
율이 전년대비 45.4%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2018년에는 증가율이
7.0%로 둔화된 이유다.

40) 이승호, 남재우(2019),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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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환율과 스왑레이트 추이
(단위: 원/달러,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8. 12).

그림 3-24. 국내채권투자와 해외채권투자의 수익률 비교

국내 채권 투자

해외 채권 투자

① 한국 국채금리

① 외국 국채금리
+
② 스왑레이트(환헤지)

실제수익률(①)

실제수익률(①+②)

2016년 1월 기준

국고채 10년물 2.025%

미 국채 10년물 1.921%
+ 스왑레이트 0.851%
= 2.772%

2019년 7월 기준

국고채 10년물 1.506%
국고채
1.506%

미 국채 10년물 2.014%
+ 스왑레이트 -1.229%
= 0.78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8. 14); Bloomberg(검색일: 2019. 8. 1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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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보험사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변화가 보험사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사는 뒤늦게 해외투자를 확대하
는 데 반해, 미래에셋, DB, IBK 생명보험 등과 같은 중소형사는 해외투자를 줄
이는 등 회사별 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25 참고). 이는
IFRS17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사는 스왑레이트가 하락하자(환헤지
비용 증가) 해외투자를 줄이는 데 반해,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으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듀레이션 갭을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그
림 3-26 참고).41) 특히 삼성생명은 워낙 운용자산 규모42)가 커서 국내자산으
로는 한계가 있어 해외증권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보험사들은
환헤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해외증권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졌음에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글상자 3-1.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2022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될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가 적용될 예정이
다.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이 기존 원가(historical cost)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된
다. 시가평가 시 시장금리가 이전 평가시점보다 낮아지게 되면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길어지면서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 갭이 확대된다.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채를 매입해야 하지
만 국내 장기채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해외채권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
도(K-ICS)를 마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등 IFRS17 시행이 연착륙될 수 있
도록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2017), p. 3; 한국은행(2016a), pp. 59~60.

41) 2022년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부채평가방식이 장부가에서 시가로 변경될 예
정임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기 해외자산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2019c).
42) 2018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운용자산 규모는 210조 원으로 국내 생보사(14개사)의 운용자산(589조
원)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검색일: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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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1) 및 외화유가증권 비중2) 변화
(단위: 조 원, %)

주: 1) 국내생보사 14개사 대상(교보라이프 제외).
2)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검색일: 2019. 8. 2).

그림 3-26.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증권투자 전략의 변화
저금리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대형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
보험사·자산운용사
해외투자 확대

스왑레이트 하락
중소형 보험사
해외투자 축소

자료: 저자 작성.

더욱이 보험사에 대한 ‘해외유가증권투자 한도 제한’ 규제도 내국인 해외증
권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6조에서는 해외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특별계정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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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당국은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을 통해 해외투자
한도(일반계정의 30%)를 폐지하기로 하였다.43) 보험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자
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외화자산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
다.44) 업계 평균만 보면 투자 한도인 30%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제외한 중소형사는 20% 전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
만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27 참고).45) 특히 적극적으로 해
외투자를 확대해 온 한화생명의 경우 한도(30%)에 임박하면서 해외투자가 주
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현재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외투자 한도 제한이 폐지된다면
보험사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7.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중(2018년 말 기준)
(단위: %)

주: * 국내 생명보험사 15개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검색일: 2019. 8. 2).

4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6),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2017)」, 별첨 ①, p. 15.
44) 국내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중은 2014년 말 6.4%에서 2018년 말 15.0%까지
상승하였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검색일: 2019. 11. 7).
45) KIEP 전문가 간담회 「보험사의 해외투자 및 위험관리 현황」(2019. 1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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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와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스왑레이트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호전되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46)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 스왑레이트가 점차 떨어지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 영역까지 하락하였다.
스왑레이트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 배경은 내외 금리 차가 역전된 데다 내국
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로 환헤지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2018년부터 미 연
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내외 금리 차의 역전 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아울
러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현물
환 매수+선물환 매도’(Buy&Sell) 스왑 거래가 증가하면서 스왑레이트 하락 압
력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당국은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높은 환헤지 비율로 인해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왑레이트 하락 압력으로만 작용한 것이다.
업권별 환헤지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 금융
위원회(2015)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자산운용사의 환헤지 비율은
76.9%, 증권사는 50.1%인 데 반해 보험사는 100.3%인 것으로 나타났다.47)
국내투자자들의 경우 해외투자 초창기에는 대부분 100% 헤지를 해왔지만, 최
근에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헤지 비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46) 한국은행(2016b), pp. 162~163.
47)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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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환율과 스왑레이트 추이
(단위: 원/달러, %)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8. 12).

그림 3-29. USD-KRW FX스왑레이트 추이(1년물 기준)
(단위: %)

자료: 문홍철(2019), 도표 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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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환헤지 행태 변화가 좋은 사례다. 국민
연금은 해외투자 초창기 모든 해외자산을 100% 환헤지 하였다. 그러나 2007
년 12월부터는 개별 자산군의 변동성 최소화 목표하에서 전략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설정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48) 주식투자의 경우 주가와 환율의 상쇄
효과를 고려하여 未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축소
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채권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환헤지 비율 100%를 당
분간 유지하였다.

표 3-4.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시 환헤지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말 기준)

’09

’10

’11

’12

’13

’14

’15. 10

해외주식

환헤지 비율

70%

50%

30%

20%

10%

0%

0%

및 대체

환헤지 금액

93

106

82

81

65

0

0

환헤지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환헤지 금액

100

125

132

169

170

189

189

193

231

214

250

235

189

189

해외채권

환헤지 금액 합계
자료: 보건복지부(2015), p. 5.

협소한 국내 외환 파생상품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외환 스왑거래는
환헤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49) 국민연금은 2015년 10월부터 해외투자에 대해 환헤
지 비율을 점차 하향조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0%로 환위험을 오픈하였
다.50)
다만 보험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금여력제도(RBC: Risk Based
Capital) 관련 환헤지 규정에 따라 환위험을 완전 헤지(100%)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의 경우 해외채권투자 시 미헤지할 경우
48) 주상철, 최영민(2013), p. 52.
49) 보건복지부(2015), p. 7.
50) 2015년 말 100% → 2017년 말 50% → 2018년 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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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포지션에 대해 8%의 위험계수가 부과된다. 따라서 환헤지를 하지 않을 경
우 보험사의 RBC 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글상자 3-2 참고). 최근 FX 스왑
레이트 하락으로 환헤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RBC 비율 관
련 규제로 인해 계속 100% 헤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상자 3-2.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51) 산출기준
(제5~7조의3 관련)

5-5. 시장위험액52) 중 외환 포지션
가. 외환 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
(2) 외국통화로 결제·산정되는 선물·선도·스왑 거래의 포지션
(3) 기타 통화 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외환 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익스포저에 위험계수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통화 관련
파생금융거래 중 외환 옵션 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국내 3대 연금자산 규모가 2017년 1,000조 원에서 2030년에 4,000조 원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앞으로 국내 금융저축의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성장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보

51)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 



 위험액 × 위험액  × 상관계수  운영위험액










(단   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52) 시장위험액은 일반시장위험액과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시장위험액은
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외환포지션 및 상품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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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부 자
산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데 국내 장기자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53)

그림 3-30. 국내 3대 연금자산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자료: 강태수 외(2018), 그림 4-2, p. 50.

더욱이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IFRS1754) 및 보험업 건전성 제도의
변경(K-ICS)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장기자산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FRS17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2022년부터 ‘시가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보험부채의
특성상 듀레이션이 매우 긴데 이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부채
가치의 변동이 커지게 된다.55) 보험사처럼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갭이 큰 경
우 자본 변동 폭이 확대되므로 금리위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다.56)

53)
54)
55)
56)

조영현, 이혜은(2016), p.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17 Insurance Contracts.
조영현, 이혜은(2018), p. 1.
김해식(201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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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보험업 건전성 제도의 변화
제도

자산 듀레이션

부채 듀레이션

부채 듀레이션 산정기준

RBC

7.7년

7.9년

부채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산정

K-ICS

7.7년

16.6년

부채의 실질만기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2019), p. 24.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외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
이 높다. 만약 국내에 보험사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장기물이 있다면 해외투자
유인이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사의 경우 국내자산만으
로 한계가 있어서 해외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할 실정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 환헤지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갭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
게 해외 장기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이 이를 시사한다. 하지만 국내 장기物 발
행물량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57) 더욱이 장기물의 경
우 자산부채관리(ALM)를 위해 듀레이션 매칭에는 적합하지만, 新지급여력제
도(K-ICS)에서는 요구자본 산출 시 장기물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는
금리기간 구조에서 30년, 5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년 물보다 낮게 형성되는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해외증권투자 확대와 더불어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환헤지는 오히려 수익률을 저하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환헤지로 인해 외화차입이 증가하여 대외건
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57) 최근 국고채 50년 물 발행(2018년 3월 3,250억 원, 2018년 6월 5,400억 원, 2018년 9월 6,600억
원, 2018년 12월 6,000억 원). 기획재정부(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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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만기별 국채금리 기간구조
(단위: %)

1.7

1.641

1.649

1.642

1.642

30년

50년

1.6
1.5

1.497

1.4

1.396
1.311

1.3
1.2
1년

3년

5년

10년

20년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검색일: 2019. 10. 24).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해외채권투자 시 환헤지를 하는
것이 이득(헤지 ‘프리미엄’ 시기)이었지만, 최근에는 스왑레이트가 역전되면서
헤지하지 않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는 보유 중인 자산
및 통화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헤지 비율을 산출하여 환위험을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규제로 인해 외화증권투자에 대해 여
전히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림 3-32. 헤지·미헤지 시 미 회사채 투자수익률 비교
(단위: bp)

자료: IMF(2019b), Ch3 Figure 3.4 Panel 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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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대만 생보사의 환헤지 비율은 75~80%이고, 일본 생보사는 해외
채권투자의 60~70%를 환위험 헤지하고 있다. 헤지 비율을 탄력 조절하여 수
익률 제고 및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3]은 대만의 대표적
인 생명보험회사인 푸본생명의 환헤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헤지 비
율이 75.6%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 상반기에는 헤지 비율 83.5%로 높아지
는 등 환율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림 3-33. 대만 푸본생명 해외자산 FX포지션
(단위: %)

자료: Fubon Financial(2014, 2015, 2016, 2017, 2018, 2019a, 2019b),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9. 30).

대만 보험사의 평균 환위험 헤지 비율이 75~80%로 국내 보험사(100%)에
비해 낮은 것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만 보험사의 경우 달러화 등 외화 납입보험료(부채)가 약 10% 정도
존재한다. 달러화 부채가 있을 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달러화 자산(달러화 표
시 포모사 본드 투자)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환위험 관리가 되어 별도의 환위험
헤지가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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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록시 헤지(proxy hedge)를 하는 부분이 평균 환위험 헤지 비율에
계상되지 않는다. 프록시 헤지란 유동성이 좋지 않은 통화의 거래 위험을 줄이
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통화를 이용하여 대신 헤
지하는 투자 기법이다. 대만 보험사들이 대만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환율시장에서 원화를 프록시(proxy) 통화로
활용하여 거래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글상자 3-3. 프록시 헤지(proxy hedge)

ㅇ 프록시 헤지(proxy hedge)란 유동성이 좋지 않은 통화의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통화를 대신 헤지하는 투자기법이다.58)
ㅇ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proxy) 통화로
활용되고 있다.59)
-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성 때문이다.
- 또한 한국 원화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 유출입이 편리한 데 반해, 중국 외환시장은
규제가 많아 거래가 불편하다.
-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조성이 높으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로 헤지하는 프록시 헤지가 활용된다.
ㅇ 대만 보험사들도 대만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환율시장에서 원화를 프록시 통화로 활용하여 거래하고 있다.60)

셋째, ‘외환변동성준비금(FX volatility reserves)’ 규정이 환위험 오픈에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외환변동성준비금은 환변동에 따른 회계수익(accounting
earnings)의 50%를 부채 처리하여 헤지비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이다. 대만의 보
험사들은 외환변동성준비금을 활용하여 환변동 위험을 완충시킬 수 있다.
58) 연합인포맥스(2015. 8. 18), 「<시사금융용여> 프록시 헤지(Proxy hedge)」, http://news.einfomax.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66(검색일: 2019. 9. 30).
59) 한국일보(2016. 1. 11), 「[친절한 경제씨] 위안화 급락에 중국산과 수출경쟁 더 치열…원화 동반 하락
은 다행」, http://www.hankookilbo.com/v/21440e5f139d40e08adc6c023be25f95(검색일:
2019. 9. 30).
60) 연합인포맥스(2017. 3. 21), 「달러-원, 점심시간에 왜 널뛰나…프록시 헤지 추정」, http://news.einf
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32(검색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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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외환변동성준비금 개념도

(1)

Swap point -30
FX gains +10
Total
-20

X 1/2

(1)

Swap point -30
FX gains
+5
Total
-25

(2)

Swap point -30
FX losses -10
Total
-40

X 1/2

(2)

Swap point -30
FX losses
-5
Total
-35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대만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낮은데다가 대만 보험사의 환위험
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환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
만의 난샨(Nan Shan)생명보험 외환부서(Foreign Exchange Dept.)는 역내
시장 모니터링팀, 역외시장 모니터링팀, (통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최적헤지전
략팀으로 구성되어 환변동에 대응하고 있다.61)
일본 생보사들도 환위험 헤지 비율을 고정시키지 않고, 엔화 강세(달러화 약
세) 시기에는 헤지 비율을 높이고 반대의 경우 헤지 비율을 낮추는 등 환율 변
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 3-35]와 같이 일본 보험사의 환헤지 비
율은 60~70% 수준이며62) 향후 미헤지 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2019a)에 따르면, 일본 보험사의 해외채권투자 중 미헤지 부분이 2016
61) 난샨생명보험은 헤지비율이 75~80%로 역내(onshore)시장 및 역외(offshore) NDF 시장을 이용하
고 있으며, open position은 proxy hedge 또는 basket hedge와 외환충당금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
하고 있다. 강태수 외(2018), p. 56.
62) Kazuaki Washimi, Hiroki Inaba, and Kei Imakubo(201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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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3%에서 올해 초 55%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헤지비용 증가로 미 달러화 표
시 채권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향후에도 일본 보험사들은
‘미헤지’ 해외채권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Nippon Life, Japan Post 등을
포함한 일본 대형 보험사들이 향후 6개월간 헤지 비율을 추가로 줄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63)

그림 3-35. 일본 생명보험사 해외채권 환헤지 비율
(단위: 조 엔, %)

자료: 김고은(2019), p. 12.

그림 3-36. 환헤지 비용
(단위: %)
4
2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4
USDKRW 헤지 비용

주: 3개월물 통화선도를 활용한 헤지 비용.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11. 4).
63) IMF(2019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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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JPY 헤지 비용

'19

대만과 일본 보험사의 사례를 교훈 삼아 국내 보험사도 자율적인 환리스
크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내 외화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외
화표시 보험 상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만 생보사의 경우 전체 자산의
20~30%에 대해 환위험 헤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중 많은 부분이 외화보험
납입료 때문이다. 일본 생보사의 경우에도 2017년도 외화보험 신계약이 약 60
만 건으로 2012년의 약 5배 증가64)하는 등 외화보험이 급증하고 있어 환헤지
비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환포지션 한도나 RBC 비율 규제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보험사는 환위험을 100% 헤지하는 실
정이다. 보험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최적의 헤지 비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보험
사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 능력의 제고가 병행된다면 환위험에 대응할 수 있
을 것이다.

64)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201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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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글상자 3-1.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의 개선을 유도
※ 현재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매매·평가차익, 환차익 등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
⇒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매매·평가차익이 비과세이므로 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주식투자보다 불리한 측면
ㅇ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한시 도입**하여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
*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 운용기간 10년 이내(운용기간 내 비과세 유지)
** 개인당 납입한도 3,000만 원 /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다만 자금납입은 가입 후
펀드 운용기간 내 언제든 가능)
-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환변동분 비과세를 통해 세후
환차손익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환위험 선호에 따른 투자 행태 차별화를 유도
ㅇ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을 강화
※ 현재 해외펀드 투자설명서는 환헤지 여부, 환헤지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여 투자자가 환헤지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한계
- 투자설명서에서 목표 환헤지 비율, 대상통화 등*을 사전 고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에서
환헤지 거래현황**을 사후 보고
* 최대 환헤지 비율이 포함된 목표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헤지 방식 등
**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 보유 현황과 평가액, 환헤지에 따른 손실·수익 등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투자 가능 범위도 확대
ㅇ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
* (현행)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미헤지된 외화자산은 잔존만기를 0으로 간주
→ (개선) 미헤지된 외화자산도 잔존만기 일부 인정 검토
ㅇ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
※ 현재는 글로벌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내
위안화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
ㅇ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한도(30%) 조정도 추진
※ 대만의 경우 총자산의 45%, 미국･일본은 해외투자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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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글상자 3-1. 계속

국내에서 외화를 활용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외화자산 운용기반을 확충
ㅇ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하여 해외 발행자
등의 공시부담을 완화
* 현행 적격투자자 시장의 대상을 확대하고, 유가증권신고서 등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공시서류의 영문 작성도 허용
ㅇ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장내 외화 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거래소 상품(주식선물 등)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
※ 현재는 거래소 통화선물에 대해서만 외화 결제가 허용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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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제투자대조표(IIP)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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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국가패널 데이
터를 기초로 연립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국인의 해외채권투
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내국인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내국인 해외주식투자는 스
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내국인 해외채권
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
의 강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채권
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 헤지 관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상 채권투자는 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
게 된다. 주식투자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환
헤지 없이)한 후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국통화 가치가 절하된
다. 동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
강건성(robustness)이 확인되었다.
2015년 이후 경상거래상 외환 순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자본거래상
순유출이 증가하는 모양새이다(그림 4-1 참고). 자본거래상 순유출 증가는 국
민연금과 대형 생보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해외증권 투자수요가 갈수록 증가

그림 4-1. 한국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단위: 억 달러)

주: 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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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국내에 장기투자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 규모의 증가세
빠르게 진행 중인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투자 대상이 태부족이다. 더욱이
IFRS17 시행(2022년)에 따른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확대에 대응하여
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외화 장기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경상수지 흑자와 무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2장의 실증분석 결과와 제3장의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
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필요

제2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미헤지 외화자금 조달’을 기초로 하는
해외증권투자는 원화 강세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국민연금은 해외채권투자의 경우도 100% 미헤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투자자들에 모범사례(lead by example) 역할을 하고 있
다. 내국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예를 참고하여 미헤지 해외투자를 늘려나가
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2)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에 수반되는 환리스크 헤지 규제의 경우 정책당국별로
처한 입장이 상이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예컨대 거시경제 안정성 관리당
국은 ‘경상수지 흑자 ⇆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사
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의 개선을 기대한다. 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추구
하는 규제당국은 기관투자자의 리스크 방화벽을 더욱 견고하게 강화시켜야 한
다는 입장이다. 거시경제 당국과 금융규제 당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거버
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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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기준 및 자본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필요

2017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시가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서 회계기준(IFRS17)」을 발표하였
다. 우리나라는 IFRS17 전면 채택국가로 2022년 상장사 및 금융사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IFRS17 전면 도입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보험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 중이기 때
문에, 할인율이 낮게 적용되면 보험부채 평가금액 증가로 자본금이 감소할 위
험이 커진다. 둘째, 2018년 IFRS9(자산공정가치평가) 시행 이후 평가손익이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증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당기손익 변동성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IFRS를 적용한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 2021년 시행 예정) 도입으로 보험부
채 듀레이션이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확장된다. 듀레이션 갭 확대 위험이 커
지게 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자본 감소’, ‘당기손익 변동성 확대’, ‘듀레이
션 갭 확대’ 등 세 가지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4) 외화표시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외국계 보험사 위주로 판매되던 외화표시보험을 국내 보험사들도 취급토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최근(2019년 10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물 금리는
1.765%인 반면 미국 회사채 10년 물 평균 금리는 2.5% 내외인 상황이라 내국인의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외화보험이 확대되면 보험사의 과도한 환헤지가 둔화되
는 실익이 있다. 아울러 내국인의 외화보험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 압
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환율 안정 측면에서 거주자 외화예금 증대와 유
사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20~30%가 외화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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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외화보험 판매 현황
구분

건수

누적 판매액(원화 환산액)

미국 달러보험

13만 4,953건

29억 달러(3조 5,047억 원)

중국 위안화보험

3,254건

8억 9,000만 위안화(1,526억 원)

호주 달러보험

2,088건

1억 5,000만 달러(1,239억 원)

유럽 유로화보험
합계

305건
14만 600건

1,000만 유로(161억 원)
3조 7,973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2019), p. 6.

(5) RBC 비율 규제 개선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Risk-Based Capital)상 RBC 비율을 높이려면
‘가용자본’(분자)을 늘리거나 ‘요구자본’(분모)을 줄여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
서는 가용자본을 늘리기보다 요구자본 하락이 더욱 용이한 선택이 된다. 환헤
지를 할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제의 틀’을 손볼 필요가 있다.

RBC 비율 =

가용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기타 포괄손익누계약+신종자본+후순위채 등)
요구자본(보험위험액+금리위험액+신용위험액+시장위험액+운영위험액)

(6) 회계기준 및 자본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2022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보험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7)은 자산/부채
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듀레이션 갭이 커질수록 금리변동에 따르는
exposure(위험에 노출된 금액)가 확대된다. 만기별 금리부 자산 및 부채 비
중65)을 보면 장기성(20년 이상) 금리부 부채 비중(69%)이 자산(15%)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실정이다.
65) 뉴스핌(2019. 11. 7), 「[단독] 금융감독, 보험사에 금리파생상품 통한 자산부채관리 허용」, http://
www.newspim.com/news/view/20191107000550(검색일: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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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만기별 금리부 자산 및 부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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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핌(2019. 11. 7), 「[단독] 금융감독, 보험사에 금리파생상품 통한 자산부채관리 허용」, http://www.newspim.com
/news/view/20191107000550(검색일: 2019. 12. 10).

IFRS17 규제 도입에 따른 리스크에 맞서 규제당국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
황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2019년 11월 7일 보험사들이 금리
파생상품으로도 ALM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종래까지 보험사들
은 장기채를 실제 매입해야만 자산 잔존만기(듀레이션)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금리파생상품이 ALM 관리에 적용되면 현물 장기채를 매입하지 않고 소액의
비용으로(Bond Forward 매입 계약 체결) 30년 물 국고채 매입과 동일한 효과
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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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the Residents’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 on Foreign Exchange Market
Tae Soo Kang, Young Sik Jeong, Kyunghun Kim, and Eunjung Kang

Since 2011, the overseas financial investment of resident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mainly in stocks and bonds.
Residents‘ portfolio investment, which was about 100 billion USD
in 2010, has surged to 498 billion USD as of end-March 2019.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due to macroeconomic
conditions (low interest rates, expansion of savings over retirement),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ctivation of foreign investment, deregulation related to overseas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changes (introduction of IFR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is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rough
various channels. In particular, it is likely to affect the FX market,
FX money market and the external macro-prudential elements
such as short term external debt, meaning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se effects and prepare for risks in advanc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for stabilizing
the FX market and FX money market through empirical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st and recent expansion period of
overseas portfolio investment,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inancial experts.
In Chapter 2, we examine the impact of the residents'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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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investments(bonds/equity) on swap rates and exchange
rates. We use the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SEM), which can
effectively mitigate the endogeneity problem under the control of
other factors that might affect swap rates and exchange rat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EM using the panel data show that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and foreign equity investment on swap rates and exchange rates are different.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lowers the swap rates, while
the residents' foreign equity investment has no impact on the swap
rat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n the exchange rates is
opposite.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s on exchange rat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residents’ foreign
equity investm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The notable result is that the effect of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on swap rates is more pronounced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se empirical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hedge practices of foreign bond and equity investment to deal with the exchange risk. In general, residents’ foreign
bond investment lowers the swap rate by utilizing the swap market
to hedge exchange risk. However, investors in foreign equity investment normally exchange their local currency to foreign currency in the spot exchange market. In this process, the value of the
local currency is depreciated. Thes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our VAR model using Korean monthly
data.
In Chapter 3,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ast and recent periods when residents’ overseas securities investment expanded.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investor, investment method, and impact of overseas portfolio investment expansion in the mid-2000s and from 2010 to the latest. The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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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ion of overseas portfolio investment in both periods was
mainly caused by current account surplus, continued inflow of foreign funds, low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policy to revitalize
overseas investment. In other words, as foreign currency liquidity
and won-denominated liquidity are abundant due to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e inflow of foreign funds, and the prolonged low
interest rate, the seeking for high-yield overseas investments has
expanded greatly in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overseas investment in order to reduce the
abundance of foreign currency liquidity and to ease the pressure
on the strong won.
The two periods show differences in terms of investor and FX
risk hedge pattern. In the case of the investor, overseas equity investment was expanded mainly by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the mid-2000s, while foreign bond investment was largely expanded by insurance companies in recent years. In the case of FX
risk hedge pattern, in the mid-2000s, FX risk was fully hedged
when investing overseas securities, regardless of stocks and bonds.
However in recent years, FX risk is not fully hedged when investing
in overseas stocks, while 100% hedged when investing in overseas
bonds.
In terms of the impact of overseas securities investments, there
ar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eriods. In the
mid-2000s, foreign securities investment failed to alleviate the
won's appreciation pressure due to a 100% hedge of FX risks, while
causing a drop in swap rates and an increase in short-term external debts. Banks’ short-term external debts, including at
branches of foreign banks, have increased thanks to increased opportunities for arbitrage transaction gains due to a drop in swap
rates. The increase in short-term foreign debt has contribu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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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line in Korea's national credibility. In recent years, the rate
of exchange risk hedging has been lower than in the mid-2000s.
However, major overseas investors, especially insurers, still maintain high FX risk hedging rates. As a result, the impact of foreign
investment on the exchange rate is limited, but instead, it acts as a
factor to lower the swap rat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a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e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tabilizing the FX markets and FX money markets.
These include: increased incentives for unhedged foreign currency
investments, the need for a governance framework to reconcile differences between macroeconomic and financial regulators, stronger
risk responses to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capital adequacy regulations, more active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insurance sales, and improvements made in risk-based capital (RBC)
ratio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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