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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sset Alloc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 

Life Insurance Industry

-FocusingonContraryAssetAllocationStrategic-

Kim,Jin-Kyu.

Advisor:Prof.Lee,Kye-Won,ph.D.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is study is currently operating in the domestic life insurance

companiestocharacterizethedistributionoftheassetsofthestationyou

wanttoverifyeffectivenessofassetallocationstrategywasperformed.

Factorsaffectingtherateofreturnoftheassetsofthescale,operational

capability,thereisanumberoffactors,suchasassetallocation,state

assetallocation,butthereisadifferenceintherateofreturnisassumed

toeightlifeinsurancecompanieswithhighyieldsandlow yieldof8life

insurancecompanieswithhighreturnonassetallocationbyanalyzing

the distribution ofthe company's assets were carried over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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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보험은 미래 특정 는 불특정 시 에 보험 을 지 할 것을 약정한 융상품

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보험료를 효율 으로 운 하여 보험 등의 제

지 을 안정 으로 비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보험업법 제104조에서는 다

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다.첫째,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수익성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둘째,보험회사는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즉,생명보험의 자산은 미래에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이므로 안정 으로 투자하고,고객의 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지 해야 하므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나아가 이율을 부

리 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 자산배분과 투자로 수익을 내어야 하고,이

러한 투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실 을 보면 그 수익률이

지속 으로 하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을 보여 주고 있다.

융감독원에 의하면,2013년 6월 말 보험회사의 지 여력(RBC:RiskBased

Capital)비율1)은 273.7%로 분기(307.8%)에 비하여 34.1%P나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이는 미국의 출구 략 가시화에 따른 채권 리 상승 주가하락

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폭 감소한 데 주로 기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융감독원 발표,2013년 8월 18일).

이러한 보험회사의 수익감소는 비단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은 정책 리와 내부수익률이 반

되어 변동 리 상품에 부리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수익감소는 결국 보험계약

자의 수익 감소로 가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보험계약자인 고객들도 보험회사

의 수익증감에 깊은 심을 가지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모든 보험회사에 용되는 RBC비율은 신용등 자산 항목별 신용 험계수를 용하여 비하여

야 하는데, 의 신용 험계수는 0%,채권은 신용등 별로 0.8%-6%,주식은 8%-12% 등으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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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기 으로 24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약 446.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이들 자산의 안정 인 수익 증 를 하여 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포

트폴리오 선택이론을 기 로 하는 ·장기 인 략 자산배분과 단기 인

술 자산배분을 통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배분 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자산의 구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시간 비용과 험의 측정

오차에 따른 수익의 불확실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량한 수익을 거둔 타 회사의 자산배분을 모방하여 용하는 경우

에서 언 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을 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이라

할 수 있다.이를 모방 자산배분 략( 는,역 자산배분 략;이하 본 연구에

서는 역 자산배분 략이라 칭한다.)2)이라 하는데,이 방법은 각 회사마다 자산운

용 능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실무에 즉

각 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안정 인 수익을 추

구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략이라고 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배분을 분석하여 수익률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 간에 어떠한 자산배분 상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 자산배분 략

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이를 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의 과거 자산배분 상

태를 분석하여 수익률이 우량한 회사들로부터 효율 자산배분을 도출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수익을 측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검증해 볼 것이며 실무 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략 자산배분의 실행과정은 ① 투자목 투자제약조건 악 ② 자산집단의 선택 ③ 자산종류별

기 수익, 험,상 계의 추정 ④ 최 자산구성의 선택 순으로 이루어진다(자료:자산운용 회,운용

략,2008,P38).그러나 역 자산배분 략은 이미 우량한 수익을 얻은 자산배분결과를 탐색하여 자

사(는 펀드)에 용함으로써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역 자산배분 략(CSAA:Contrarystrategic

assetallo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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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포트폴리오 선택이론과 자산배분전략

(1) 포트폴리  택

투자자들이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될 때,이들 자산의 집합을 포

트폴리오(Portfolio)라고 부른다.투자자들은 각자의 험에 한 태도와 투자목

에 따라 투자 상자산을 선정하는데,포트폴리오에는 부동산, ,골동품 등의

실물자산과 주식,회사채,국공채,CB등의 다양한 융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

다.

투자이론에서 기본 으로 가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두 가지 투자 안이 있고 기 되는 수익률이 같다면 그 에서 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요한 목 은

분산투자에 의해 투자 험을 감소시키는데 있다.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원하는 수 의 기 수익률에 하여 험을 최소화 시키거나 혹은 투자자

들이 감수하고자 하는 험수 에서 가장 높은 기 수익률을 실 해주는 효율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포트폴리오 이론은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 시 구성자산들의 평균 험보다 포트폴리오의 험이 낮아진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정해진 험수 하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포트폴리

오를 효율 포트폴리오(efficientportfolio)라고 부르며,여러 개의 효율 포트

폴리오를 수익률과 험의 공간에서 연속선으로 연결한 것을 효율 투자선

(efficientfrontier)이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이란 여러 종류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효율 투자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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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투자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험수 에 합한 자신의 효용 무차별곡선

(indifferentcurve)이 만나는 에서 최 의 포트폴리오(optimalportfolio)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나아가 포트

폴리오 선택이론은 단지 투자자들이 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

법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자

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AssetPricingModel),나아가 옵션과 선

물 등 다양한 융 생상품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처해 있는 융환경은 모두 동일한 험수 에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그런데 동일한 험수 에서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효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을 것이고,반 의 경우는

그 게 하지 못하 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따라서 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포트폴

리오를 모방하여 자산배분을 수행하는 역 자산배분 략도 효율 인 략이 될

수 있다.

(2) 산배 전략

1) 전략적 산배

략 자산배분(SAA:StrategicAssetAllocation)은 투자목 을 달성하기

해 장기 인 기 의 자산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이다.좀 더 구체 으로 략

자산배분이란 장기 인 기 내 자산집단별 투자비 과 기 으로 각 자산집단

이 변화할 수 있는 투자비율의 한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를 들어

주식의 경우 50%를 투자하되 연간 단 로 ±10%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결

정하는 것이다.

략 자산배분은 략수립에 사용된 각종 변수들에 한 가정이 근본 으로

크게 변화 되지 않는 이상 처음 구성하 던 자산배분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매우 장기 인 의사결정이다.만약 애 세웠던 자본시장에 한

가정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 이에 따라 자산배분을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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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 자산구성의 결정은 투자자의 투자목 과 제약조건을 충분하게 반 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투자자의 투자목표는 최소달성수익률,기 수익률, 험에

한 허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정해질 수 있다.투자 제약조건은 투자기

간,유동성,세 ,기타 법 규제 등의 여러 사항이 있다. 를 들면 연 기 의

경우 매월 지 해야하는 일정액의 이 필요하며 기 운용 시 이러한 유동성

제약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운용 략을 수립해야 한다.

략 자산배분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토 를 두고 있다.그러나 자산배분에서

는 개별 증권보다는 자산집단을 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인 투자론에서 말하는 효율 투자기회선과 달리 각 자산집단의 기 수익률과

험을 의미한다.

략 자산배분에서 최 포트폴리오는 이론 으로는 험-수익(risk-return)

최 화방법을 사용하지만,일반 으로 여러 가지 주 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구체 으로 략 자산배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

을 용할 수 있다.

가. 시 가치 접근방법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의 포트폴리오 내 구성 비 을 각 자산이 시장에서 차지

하는 시가총액의 비율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CAPM이론에 의해 지지되는 시장포트폴리오(marketportfolio)를 구성하는 방법

이지만,소형기 의 경우 시장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 험수  최적  방법

기 수익과 험간의 계를 고려하여,동일한 험수 하에서 최 한으로 보

상받을 수 있는 지배원리(dominanceprinciple)에 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기 수익과 험을 축으로 하여 효율 투자곡선을 도출하고,효율

투자곡선과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하는 을 최 포트폴리오(optimal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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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며,이를 략 자산배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매우 엄 한

도출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지만,단일기간 모형이라는 과 입력

변수의 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이 약 으로 존재한다.

다. 별 특수상  고 하는 방법

운용기 의 험,최소요구수익률,다른 자산들과의 잠재 인 결합 등을 고려하

여 수립하는 투자 략이다.특정 법칙으로 정형화되기보다는 투자자의 요구사항

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라. 다른 사한 가  산배  방

연기 ,생명보험,자산운용회사 등의 기 투자가들의 시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산배분을 모방하여 략 자산구성을 하는 방법이다.상당히 많은 경우 략

자산배분의 출발 으로 타 기 투자가의 자산배분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다.

2) 전술적 산배

술 자산배분(TAA :TacticalAssetAllocation)이란 시장의 변화방향을

상하여 사 으로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것으로 략 자산배분보다 단

기 이고 구체 인 실행 략을 말한다.이는 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

된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펀드의 투자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략이다.즉, 략

자산배분의 수립시 에 세웠던 자본시장에 한 각종 가정들이 변화함으로써 자

산집단들의 상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이러한 가치변화로부터 투자이익을

획득하기 하여 연간이나 분기와 같은 일정주기마다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극

인 투자 략이다.

그러나 펀드운용자가 투자자산이 과 는 과소 평가여부를 단할 수 없다

면,최 수립된 투자 략에 의한 투자자산 구성 즉, 략 자산배분을 유지해

야 한다.단지 펀드운용자가 각 투자자산의 가치가 균형가격에서 벗어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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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자산운용자의 책임

하에 구성자산에 한 투자 비 을 극 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술 자산배분은 본질 으로 역 투자 략이다.즉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서 내재가치 비 고평가되면 매도하며,시장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여 내재가

치 비 평가되면 매수하고자 하는 운용방법이다.결과 으로 보면,시장가격

이 상승하면 매도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하는 모습을 가지므로 시장가격

의 움직임과 반 로 활동하는 역 투자 략(negativefeedbackstrategy)을 나타

내게 된다.

술 자산배분은 평가된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비교를 통해 실행을 단

하게 된다.일반 으로 내재가치는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변동성을 보이므로

역 투자 략의 수행을 용이하게 만든다.내재가치를 추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주

식의 경우,주로 내재가치는 기업의 수익 망을 바탕으로 이익(배당 는

흐름)의 할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된다.하지만 할인에 필요한 기업정보

가 수시로 산출되기 보다는 어도 분기단 이상으로 산출되기 마련이다.그러

므로 기업의 내재가치란 수시로 추정할 수 없는 장기 인 변화과정을 보이므

로 단기 인 시장가격과 비교해 보면 항상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술 자산배분의 실행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 번째로는 자산집단

의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며,두 번째로는 가치 단 결과를 실제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험허용 여부이다.우선 술 자산배분이 성립하기 해서는 반드시

가치평가가 제 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보험 산배

보험 자산배분(IAA :InsuredAssetAllocation)이란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한

투자성과를 만들어내기 해 기 이나 펀드의 자산구성비율을 동 으로 변동시

켜 나가는 략을 의미한다.이는 자산배분을 단기 으로 변경하는 략으로

써,가능한 한 미래 측치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가격의 변화추세만을 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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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는 수동 인 략이다.

보험 자산배분 략은 일반 인 투자목표나 투자 험을 수용하는 자 보다는 일

정기간 동안 목표수익률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특수한 목 을 가진 자 에

용할 수 있는 략이다.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일정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펀

드나 최소보장수익률이 존재하는 보장형펀드 등에 용 가능하다. 한,일반

인 펀드에도 일정투자기간 에 획득한 투자수익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면서 주식

시장의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략의 일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보험 략을 원하는 투자자란 정상 인 투자가가 아닌 비정상 인

투자가이다. 험자산에 투자하면서 극단 으로 험을 회피하는 략으로서,이

미 증권시장 내에서는 손 매(Stop-Loss)3)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어

왔다.이론상 효율 인 시장에서는 평균 인 험선호도를 가진 투자자들은 포

트폴리오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즉

포트폴리오 보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일반 인 투자자들보다 하락 험을 더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따라서 매년 보험지 액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내부규정에 의한 최 투자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 기 ,연 생활자와 같

이 정기 으로 이자소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기 수익률이 높은 유형 등의

투자자들이 보험자산배분을 활용한다.

일반 으로 보험 자산배분 략은 자산배분을 통해 미리 설정한 최소한의 수익

률을 보장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을 일정부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구한다.

이론 으로는 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가격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비하여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결합하면 포트폴리오 보험의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

험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보험 포트폴리오는 주가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

하는 경우에도 목표수익률 는 최 보장수익률을 달성하며,주가가 상승하는

3) 주가가 어질  해  보 라도 팔아 추가 하락에  실  피하는 법. 출처: NAVER 시사

상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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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도 향유하게 된다.가장 요한 사항인 최 보장수익률

는 목표수익률은 반드시 무 험자산수익률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

보험 자산배분 략은 옵션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 포트폴리오의 수익구조를 창

출하기 한 것으로, 험자산(주식)과 무 험자산 간의 투자비율을 지속 으로

조정함으로써 그러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구체 으로는 옵션의 가격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으로 나 수 있다.

가.  가격  용하는 방법

옵션모형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략이란 근본 으로 옵션의 ‘델타 헤징

(deltahedging)'에서 발 된 개념이다.델타 헤징이란 옵션의 가격변동과 기

자산의 가격변동의 비율인 델타를 험자산 투자비 과 일치시키는 기법이다.

를 들어,콜옵션 델타란 콜옵션 가격을 기 자산의 가격에 한 미분한 값을

의미한다.델타 헤징은 옵션과 기 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라 연속 으로 변동하

는 옵션 델타를 계산해 내고,이에 의하여 자산의 투자 비 을 동 으로 조정하

는 자산 리 방법이다.

나. 고정비  포트폴리  보험전략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략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떠한 거래가 필요한지

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모형을 사용한다는 과 투자 개시시

는 투자실행과정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로 다양한 략을 수립할 수 있는

등 단순성과 유연성에서 타 략보다 유연하다는 장 이 있다.4)

4) 자산운용 회,운용 략1(2008),P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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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재 사용되고 있는 자산배분 략의 기본 인 개념은 Markowitz(1952)의 ‘포트

폴리오 선택이론’이다.

략 자산배분은 자산운용에 가장 요한 요소이다.왜냐하면 략 자산배

분이 포트폴리오 성과의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Brinson,Hood,and

Beebower(1986)는 미국 91개 연기 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는

바, 략 자산배분이 기 의 총 수익률 변동의 93.6%를 설명한다고 보고하

다.반면,시장 타이 과 종목선택은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미치는 향은 극히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맥락에서 Lehmann과 Timmermann(1999)은 국의 연

기 자료를 이용하여 략 자산배분이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는데,표본에 따라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략 자산배분이 평균 으

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95%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비율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 석과 고 진,2007).

김종국과 도춘만(2000)은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회사채 수익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한 · 비 을 축소하고 채권 출시장으로

규모를 지속 으로 확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주식운용수익률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운용 비 을 축소하고 외부 문 자산운용회사에 탁

하는 방법도 고려 상이라고 하 으며,자산운용 인력의 문화 합리 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박 석과 고 진(2007)은 기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의 투자비 확 가 필요

성을 제기하 으며,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한 기 수익률별 시뮬 이션을 통해

최 자산배분 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원돈(2001)은 리 기조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망하며 생명보험업계의

략 인 상품운용으로 부담 리를 정한 수 으로 낮추고 내실 주의 효율

경 의 결과인 험률 차익과 사업비 차익으로 이자율 차손을 보 하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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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승미(2009)는 우리나라의 3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소개하며,생명보험

회사들이 자산부채종합 리시스템을 통한 자산운용의 틀에서 략 자산배분과

술 자산배분을 결합하여 시장상황에 히 응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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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 태 분 석

제1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자산배분 략 다른 유사한 기 투자가의 과거 자산배분을 모방하

는 방법인 역(모방)자산배분 략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재 각 생명보험회사

별로 자산운용에 있어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우리나라에 존하는

24개 생명보험회사 수익률 측면에서 2개의 집단(즉,수익률이 높은 8개사와

낮은 8개사)간의 자산배분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방 략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하여 체 24개 생보사의 과거 5개년 평균

수익률을 기 으로 순서 로 나열하고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상 8개사를 벤치

마킹의 상(수익률 상 회사들의 평균자산배분을 ‘효율 자산배분’으로 가정)

으로 삼고 이를 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하 8개사에 용하는 방식을 택하 다.

만약,감수하고자 하는 험수 에서 가장 높은 기 수익률을 실 해주는 효율

자산배분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배분 목 이라면,시장의

동일한 험수 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보험회사 에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

성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을 ‘효율 자산배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여 수익률 상·하 생명보험사들의 자산배분을 분석할 것이며,1개년

의 자산배분만으로 도출된 평균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의 자산배분을 분석하여 평균을 도출할 것이다.분석의

상이 되는 자산은 매년도 3월 말을 기 으로 하 는데,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 결산일이 매년 3월 말이었기 때문이다.

추가 수익의 규모를 측정하기 한 수익률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

안의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별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 는바,그 이유는

2009년 이 의 수익률은 재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시기 으므로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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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 으로 타당할 것이라 단하 고,2011년 이후의 자산별 수익률 자료

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가 수익의 규모는 2013년 3월 재 수익률이 낮은 생명보험사들이 운용 인

자산을 기 로 하여 측정할 것이다. 재 운용 인 자산에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수익률을 반 하여 상 수익을 산출하고,도출된 효율 자산배분으로 자산을

조정한 후 같은 수익률을 반 하여 산출할 것이다.

각 회사마다 자산별 수익률이 다를 것이나 3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이용하여 산

출한다면 비교 유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단된다.그러나 각 회사마다 자

산규모와 운용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발생한 수익의 측정결과가 모

든 회사에 동일한 성과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체 자산 운용 인 자산만을 비교 연구할

것이며 비 운용 인 자산의 비율은 배제하 다. 한 비교 자산으로써 · ,

주식,채권(국공채+회사채),수익증권(수익증권+해외유가증권), 출채권,부동산

자산만을 비교하 으며 기타 자산은 배제하 다.

제2절  주요 경제지표 분석

생명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자산들의 과거 추이를 미리 살펴 은 효과 인 자산

배분을 해 선행되어야 할 요한 과정일 것이다.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생명보험회사의 운용수익률과 비교하면 어떠한 경

제지표에 의해 운용수익률이 크게 향을 받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과거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살펴보면,주로 · ,주식,채권(국공채,

회사채,기타),부동산,수익증권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해 왔다.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크게 향을 수 있는 요인인 이자율,KOSPI지수,그리고 부동산을

표 인 경제지표로 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연간 수익률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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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1>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CD유통수익률(91일)로 1998년 융

기로 인하여 15%선까지 상승했다가 IMF로부터 구제 융을 받은 후 지속 으

로 하향하여 재 3% 안 에서 유지되고 있다.생명보험회사의 연간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매우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으로 보아 이자율은 생명보험회

사 수익률과 한 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운용 인 주요 자산을 살펴보면,자산의 상당부분을 이자율

에 향을 받는 · , 출채권,국공채,회사채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보험회사가 정하는 정이율도 이자율에 향을 받기 때문

에 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은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 크게 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 이자율은 1998년을 기 으로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이러한 이자율의 하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첫째,이자율에 연동한 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수익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며 둘째,그 동안 생명보험회사

들은 시장 유율 확 를 해 축성보험의 매를 진해 왔는데,자산이 증가

한 만큼 이자율 역마진 등의 이자율 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자산운용의 부담으로

돌아와 결국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2) KOSPI 지수

일부의 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주식자산의 보유 비

이 은 편이다.비록 리만큼은 아니나 주식 한 수익성을 하여 생명보

험회사의 자산배분에 있어서 요한 치를 차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보

유비 이나 운용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향후 주식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증

가하게 되면 자연히 그 비 은 높아질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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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D 통수 률

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91일 CD유통 수익률,각 년도)

<그림 2>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말일의 KOSPI지수 추이를 보여

다.KOSPI지수는 1998년 융 기로 큰 폭 하락하 다가 IMF로부터 구제

융을 받으면서 회복하다가 2000년 발생한 카드사태 IT버블 붕괴로 추

가 하락하 다.이 후 2007년까지 안정 으로 성장하다가 2007년 발생한 세계

융 기로 크게 하락하 다가,2008년 이후 원화평가 하에 힘입은 수출증가의

향으로 상승하던 2011년 그리스 등 유럽경제 기로 다시 하락하 고, 재

에도 큰 폭의 상승과 하락 없이 1,950∼2,000선 사이의 박스 권에서 답답한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간수익률과 KOSPI지수를 비교해 보면 서로 반 되는 양상

으로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연 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KOSPI지수의 지속

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자산 운용수익률이 낮은 상태에 머물

러 있는 것은 앞으로 풀어 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



- 16 -

<그림 2> KOSPI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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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

<그림 3>은 년 말 비 주택 매매가격의 증감을 보여 다.부동산 시장 역

시 1998년 융 기로 인해 큰 폭 하락하 다가 2001년을 기 으로 큰 성장세를

보인다.2004년에 소폭 하락하 다가 2005년부터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도 동반 상승을 보이던 안정기 다.이후 2007년 발생한

미국 발 융 기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간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연 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아직까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자산 비

도 주식자산 비 과 비슷하게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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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택매매가격 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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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은행 (KB부동산 ‘주택매매가격 종합 년 동월 비 증감률’,각 년도)

제3절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수익률 추이

(1) 생 보험 사  연도별 운용수 률 추

<그림 4>는 1996년부터 2013년(6월)까지의 생명보험회사의 연간수익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2,3>에서 이자율,KOSPI지수,부동산 흐름과 같

이 비교한 바 있다.생명보험회사의 수익률은 1999년 12.7%로 고 을 고 2013

년(6월) 재 4.8%까지 낮아진 상태로 그래 를 보면 자산운용 수익률이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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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 보험사  산운용 수 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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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 통계,각 년도)

 (2) 생 보험 사  운용 산별 수 률 추

<표 1>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별 수익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국공채,회사채, 출채권 등의 자산은 이자율의 하락과

동반하여 수익률이 지속 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

주식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던 일부 년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회계연

도에서 총자산수익률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국공채와 회사채 수

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을 알 수 있다.

국공채·회사채의 경우 2003년 까지는 총자산수익률보다 높았으나,이후로는 일

부 년도를 제외하면 총자산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국공채·회

사채는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으로써 채권자산에서

의 수익률이 체 수익률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향후 보험회사의 수

익률 향상을 해 문 운용인력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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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출채권자산의 경우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어떠한 자산보다도 높은 수

익률을 기록하고 있고,거의 모든 회계연도에서 총자산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

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출채권의 수익률 한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이자율이 하락하는 한 출채권의 수익률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망된다.

 <  1> 운용 산별 수 률 추  (단  : %)

도

운 산

총 산

수현
가

출
채

동
산

운
수

주식 공
채

회사
채

수
해

가 타 계

1996 8.2 5.1 13.4 11.5 - 7.1 - 8.8 13.9 2.7 11.1 10.4

1997 10.0 2.4 12.9 12.2 - 33.2 - 8.4 15.0 6.2 11.7 11.0

1998 9.4 4.2 14.5 14.8 13.3 11.4 39.8 11.4 15.0 9.8 12.6 11.9

1999 5.7 54.4 10.4 13.6 9.6 22.0 17.3 18.0 11.0 2.2 12.7 12.1

2000 6.8 7.8 11.5 12.2 3.8 6.5 8.2 8.3 11.3 3.6 8.9 8.5

2001 5.3 8.5 9.2 11.2 5.5 7.7 8.2 8.6 10.7 2.8 8.7 8.5

2002 5.3 5.6 8.6 8.6 5.7 5.4 18.5 8.1 10.8 3.6 8.6 8.5

2003 3.2 7.4 7.4 5.2 5.0 4.4 11.2 7.0 10.6 4.1 7.8 8.3

2004 3.4 3.5 6.8 6.8 5.1 6.0 5.8 6.2 10.1 4.7 7.1 8.0

2005 4.0 5.9 5.8 6.3 4.0 6.6 10.0 6.1 9.6 4.3 6.8 7.0

2006 4.3 4.1 5.1 5.1 5.6 5.2 6.5 5.1 8.3 3.3 5.8 5.6

2007 3.8 7.1 5.0 5.0 8.9 4.1 6.2 5.3 8.6 2.7 5.9 5.7

2008 3.8 2.3 5.4 5.0 5.8 -0.5 4.2 4.3 8.6 4.9 4.8 4.7

2009 2.9 3.9 5.2 5.5 3.9 4.0 4.8 4.9 7.9 4.2 5.4 5.3

2010 3.3 3.2 5.2 5.1 10.2 4.2 19.9 5.4 8.2 3.0 5.9 5.7

2011 3.5 1.4 4.9 4.3 4.5 5.1 4.9 4.9 7.4 3.5 5.2 5.1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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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표 편차

A사 4.9 5.8 5.9 5.6 5.2 5.5 0.3638

B사 4.1 5.6 5.8 5.8 4.9 5.3 0.6638

C사 4.6 5.5 6.4 4.7 4.2 5.1 0.7653

D사 4.4 4.9 4.7 5.0 5.3 4.9 0.3331

E사 5.2 5.6 5.8 5.5 5.1 5.4 0.2623

F사 6.2 6.7 5.5 5.7 5.3 5.9 0.5107

G사 5.8 4.8 4.6 7.0 4.9 5.4 0.9051

H사 2.3 -0.6 1.9 5.5 4.9 2.8 2.2271

I사 6.4 5.7 6.0 5.8 5.4 5.9 0.3375

J사 5.3 5.7 6.0 5.1 5.0 5.4 0.3723

K사 5.6 5.2 5.3 5.0 5.6 5.4 0.2248

L사 3.9 6.4 6.0 5.5 5.1 5.4 0.8534

M사 6.1 6.5 6.4 6.1 5.6 6.2 0.2989

N사 2.3 4.0 4.9 4.7 5.3 4.2 1.0429

O사 5.5 5.5 5.2 5.4 5.1 5.3 0.1432

P사 4.3 5.2 5.4 5.6 4.8 5.1 0.4500

Q사 6.1 4.7 5.2 5.0 4.7 5.1 0.5354

R사 5.3 5.0 5.8 5.0 4.9 5.2 0.3453

S사 3.7 4.7 6.6 4.4 4.2 4.7 0.9748

T사 5.8 6.7 5.2 5.2 4.6 5.5 0.6811

U사 4.0 5.5 5.0 4.9 4.2 4.7 0.5449

V사 6.9 5.6 6.0 4.9 5.0 5.7 0.7252

X사 　 　 　 5.6 5.6 　 　

Y사 　 　 　 　 4.5 　 　

제4절 비교회사의 선정

<표 2>는 24개 생명보험회사의 과거 5개년 간의 수익률이다.이 회사 설립

기간이 5년 이내로 인해 자료가 불충분한 2개사(X사,Y사)와 수익률의 표 편차

가 1%를 넘는 2개사(H사,N사)는 체 표본의 평균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나머지 20개사 에서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회색지 에 속한 4개사를 제외한 수익률 상 8개사와 하 8개사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  2> 생 보험 사별 산운용 수 률(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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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표 편차

상

8개사

J사 5.3 5.7 6.0 5.1 5.0 5.4 0.3723

E사 5.2 5.6 5.8 5.5 5.1 5.4 0.2623

A사 4.9 5.8 5.9 5.6 5.2 5.5 0.3703

T사 5.8 6.7 5.2 5.2 4.6 5.5 0.6811

V사 6.9 5.6 6.0 4.9 5.0 5.7 0.7252

F사 6.2 6.7 5.5 5.7 5.3 5.9 0.5107

I사 6.4 5.7 6.0 5.8 5.4 5.9 0.3375

M사 6.1 6.5 6.4 6.1 5.6 6.2 0.2989

평균 5.8 6.0 5.9 5.5 5.1 5.7 0.3146

하

8개사

U사 4.0 5.5 5.0 4.9 4.2 4.7 0.5449

S사 3.7 4.7 6.6 4.4 4.2 4.7 0.9748

D사 4.4 4.9 4.7 5.0 5.3 4.9 0.3331

P사 4.3 5.2 5.4 5.6 4.8 5.1 0.4500

C사 4.6 5.5 6.4 4.7 4.2 5.1 0.7653

Q사 6.1 4.7 5.2 5.0 4.7 5.1 0.5354

R사 5.3 5.0 5.8 5.0 4.9 5.2 0.3453

B사 4.1 5.6 5.8 5.8 4.9 5.3 0.6638

평균 4.6 5.1 5.6 5.1 4.7 5.0 0.3696

<표 3>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회사(H사와 N사는 표 편차 외 치로

분석 상에서 제외)들 수익률이 가장 높은 M사는 5개년동안 평균 6.2%의 수

익률을 올리고 있으며,수익률이 가장 낮은 S사와 U사는 평균 4.7%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M사와 S(U)사간에는 1.5%포인트의 수익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하 8개사는 5개년 동안 평균 5.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 8개사

는 평균 5.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상 집단과 하 집단 간 0.7%포인트의 수

익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표 편차도

더 작게 나타나고 있어 자산 운용에 있어 안정 이라고 할 수 있다.

0.7%라는 수익률은 작은 차이로 보일 수도 있으나,생명보험회사의 체 운용

자산이 446.5조원에 이르는 을 감안하면 약 3조원(446.5조원 *0.7%)이 넘는

막 한 액에 해당된다.

<  3> 집단 간 수 률 비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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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효율적 자산배분의 도출

(1) 산배   

여기에서는 앞서 선정한 수익률 상 8개사와 하 8개사의 각 자산별 차이를

세부 으로 분석하여 자산 운용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상·하 두 집단의 자

산운 수익률 평균을 구함에 있어서 표본의 수(8개사)가 어 상 집단과 하

집단별로 5개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의 개수를 40(8개사 ×5개년)개로 확

보하 다.이 게 확보된 40개의 자료에서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한 후 평균을

훼손할 수 있는 극단치의 표본은 분석결과의 왜곡을 완화하기 해 (평균 ±3

표 편차)범 에 해당하는 값으로 수정하여 각 자산별 평균을 구하 다.이후

거론되는 자산별 평균은 이와 같이 수정된 평균을 말한다.

 1) ·

<표 4>는 · 이 운용자산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낸 것이다. ·

은 보험 이나 환 등의 지 을 하여 보험회사가 비하여 두는 유동성 자

산이다.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지 하여 주기 해서는 유동성자산

이 반드시 필요하지만,과도한 유동성자산의 보유는 자산운용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한 선에서 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5.6%이고 표 편차는 6.2이다.표 편차범 를

벗어나는 표본은 2개로 이를 표 편차범 로 수정하여 다시 구한 평균은 5.0%

이다.상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7.1%이고 표 편차는 7.2이다.표 편차범

를 벗어나는 표본은 2개로 이를 표 편차범 로 수정하여 다시 구한 평균은

6.8%이다.수익률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1.8%포인트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의 정비 으로 6.8%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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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집단

J사 3.4 2.0 8.4 5.9 8.1

E사 2.5 3.1 1.9 2.0 1.2

A사 4.7 4.0 3.4 8.4 2.3

T사 7.4 6.1 7.9 34.9 35.2

V사 2.9 1.7 1.6 1.3 1.2

F사 7.0 7.1 12.7 8.2 6.3

I사 9.6 7.2 9.1 10.3 12.1

M사 6.2 3.4 8.2 7.1 8.9

하

집단

U사 4.3 6.3 7.1 5.1 31.1

S사 26.7 4.8 3.6 3.0 0.3

D사 4.0 2.5 2.3 4.0 5.8

P사 5.8 3.4 3.4 4.6 4.2

C사 5.4 3.3 3.8 2.2 3.0

Q사 17.4 5.7 4.1 5.1 14.0

R사 5.7 2.9 4.1 2.6 2.4

B사 1.7 1.5 1.0 1.7 3.8

<  4> ·  산배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2) 주식

<표 5>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에서 주식투자액이 차지하는 비 을 나타

낸 것이다.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익성,안정성,유동성,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주식의 경우 수익성을

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실제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해

주식에 많은 자산을 배분하지는 않고 있다.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하 집단

의 평균은 3.0%이고 표 편차는 4.2이다.상 집단의 평균은 2.2%이고 표 편

차는 1.3이다.수익률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0.8%포인트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로써 주식의 정비 으로 2.2%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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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집단

J사 4.1 3.0 2.9 1.1 0.8

E사 2.2 2.4 2.5 2.5 3.2

A사 1.5 1.2 2.9 1.2 1.9

T사 3.9 3.2 3.3 2.3 1.0

V사 1.3 1.6 3.2 4.2 2.8

F사 0.0 0.1 0.0 0.7 0.6

I사 5.2 4.8 4.6 3.3 2.8

M사 1.8 1.5 1.3 1.6 1.2

하

집단

U사 0.0 0.0 0.0 0.0 0.0

S사 0.0 0.0 0.0 0.0 0.0

D사 7.1 8.1 6.3 3.3 2.6

P사 0.2 0.0 0.0 0.0 0.1

C사 9.7 12.1 12.9 14.0 13.9

Q사 3.6 2.6 3.9 3.6 2.4

R사 0.0 0.0 0.0 0.1 0.1

B사 2.1 2.7 2.8 2.5 2.9

<  5> 주식  산배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3) 채

<표 6>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채권이 차지하는 비 으로 국공채와

회사채를 합친 비 이다.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

자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율에 향을 받는 자산이다. 의

주요경제지표에서 언 했듯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수익률은 이자율과 높은 련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71.0%이고 표 편차는 18.1이다.상 집단 40

개 표본의 평균은 54.3%이고 표 편차는 15.5이다.수익률 상 집단이 하 집

단에 비해 16.7%포인트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이 채권이므로 16.7%포인트의 차이는

약 74.6조원(446.5조원 *16.7%)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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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집단

J사 36.8 45.6 41.7 48.1 49.4

E사 43.5 45.0 48.2 50.7 51.9

A사 48.4 46.9 49.9 48.7 48.3

T사 41.8 50.9 52.6 34.3 27.8

V사 75.4 86.5 84.5 85.0 87.1

F사 69.8 74.0 74.4 75.8 77.0

I사 34.2 41.4 43.1 47.6 46.4

M사 44.8 51.7 56.5 56.6 49.8

하

집단

U사 92.4 91.6 91.0 93.1 67.0

S사 59.0 87.9 88.2 84.0 87.3

D사 24.8 38.4 50.4 45.6 43.6

P사 75.9 79.8 80.8 82.0 83.1

C사 37.5 41.2 45.4 48.1 51.1

Q사 69.5 88.4 87.6 85.7 73.6

R사 74.4 76.2 79.9 81.2 76.6

B사 74.3 75.9 77.2 75.9 73.0

운용자산에서 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이 70% 이상인 회사들의 수에 있어서

도 하 집단에 있어서는 8개사 6개사(U사,S사,P사,Q사,R사,B사)인 반

면에,상 집단에서는 8개사 2개사(V사,F사)가 70% 이상을 출채권에 배

분하고 있었다.특히,V사와 F사의 경우 5개년 평균비 이 각각 83.7%와 74.2%

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상 사로 구분되었는데,이 회사들이 채권에

서 운용을 잘하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채권의 정비 으로

54.3%가 도출되었다.

<  6> 채  산배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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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집단

J사 12.2 9.7 11.8 10.4 12.2

E사 14.6 13.5 12.3 9.7 10.5

A사 8.3 11.8 9.3 6.7 13.5

T사 9.4 8.3 6.4 2.5 1.9

V사 12.6 4.0 3.7 4.4 4.2

F사 3.3 3.0 2.5 5.7 7.2

I사 24.0 19.6 17.6 14.2 16.7

M사 5.4 5.6 4.9 4.9 10.2

하

집단

U사 0.2 0.2 0.2 0.0 0.0

S사 12.6 0.1 7.4 8.9 10.1

D사 17.9 13.6 8.0 11.1 12.6

P사 4.1 3.6 3.6 1.3 1.2

C사 17.3 15.1 12.6 11.9 10.5

Q사 4.9 1.8 3.3 4.0 7.8

R사 14.8 16.4 12.1 10.4 15.4

B사 2.8 2.8 2.8 2.8 3.5

4) 수

<표 7>은 생명보험사별 수익증권 비 으로 수익증권과 외화유가증권을 합한

것으로,하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7.2%이고 표 편차는 5.6이다.상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9.2%이고 표 편차는 5.0이다.수익률 상 집단이 하 집

단에 비해 2.0%포인트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수익증권의

정비 으로 9.2%가 도출되었다.

<  7> 수  산배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5) 출채

<표 8>은 출채권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낸 것이다. 출채권

항목은 보험약 출,유가증권담보 출,부동산담보 출,신용 출,어음할인,

지 보증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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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집단

J사 30.6 28.7 25.8 26.6 23.3

E사 30.3 29.7 29.3 29.7 28.4

A사 29.7 28.6 28.4 26.4 25.8

T사 32.3 25.3 24.5 20.8 24.9

V사 7.3 5.9 6.6 4.8 4.4

F사 16.2 12.4 8.7 8.1 7.7

I사 19.9 22.2 19.2 18.1 15.8

M사 37.5 33.9 26.7 26.9 26.0

하

집단

U사 3.0 1.8 1.7 1.8 1.9

S사 1.3 6.5 0.5 3.7 2.0

D사 31.9 25.1 23.7 23.5 21.9

P사 13.0 12.4 11.4 11.4 10.8

C사 24.8 22.9 20.4 18.7 16.7

Q사 4.6 1.5 1.1 1.6 2.2

R사 4.2 3.9 3.6 5.5 5.3

B사 13.8 13.0 12.6 13.9 13.8

하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10.3%이고 표 편차는 8.6이다.상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21.9%이고 표 편차는 9.0이다.수익률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11.7%포인트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채권자산의

경우 채권처럼 하 집단과 상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운용자산에서 출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이 20% 이상인 회사들의 수

에 있어서도 하 집단에 있어서는 8개사 2개사(D사,C사)인 반면에,상

집단에서는 8개사 5개사(J사,E사,A사,T사,M사)가 20% 이상을 출채권

에 배분하고 있으며 특히,E사와 M사의 경우 5개년 평균 각각 29.5%,30.2%의

높은 비 을 출채권에 배분하고 있었다. 출채권의 정비 으로 21.9%가 도출

되었다.

< 8> 출채  산배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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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집단

J사 9.9 8.3 6.8 5.7 4.5

E사 6.4 6.0 5.5 4.9 4.2

A사 5.7 5.1 4.8 6.6 5.8

T사 1.0 3.7 3.0 2.5 7.4

V사 0.0 0.0 0.0 0.0 0.0

F사 3.1 2.3 1.4 1.2 0.9

I사 0.0 0.0 3.2 2.8 2.4

M사 0.2 0.4 0.3 0.3 0.2

하

집단

U사 0.0 0.0 0.0 0.0 0.0

S사 0.0 0.0 0.0 0.0 0.0

D사 10.7 9.4 8.1 7.4 5.9

P사 0.0 0.0 0.0 0.0 0.0

C사 4.7 4.7 4.4 4.4 4.0

Q사 0.0 0.0 0.0 0.0 0.0

R사 0.0 0.0 0.0 0.0 0.0

B사 4.7 3.6 3.1 2.8 2.5

 6) 동산

<표 9>는 생명보험회사별 부동산 비 이다.주식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회사

의 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은 은 편이다.<표 9>에서 보

듯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16개사 6개사나 되는

데,이는 부분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로 부동산자산을 운용하기 한 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향후 자산의 처분 시 부동산자산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하 집단 40개 표본의 평균은 2.0%이고 표 편차는 2.9이다.상 집단 40

개 표본의 평균은 3.2%이고 표 편차는 2.7이다.수익률 상 집단이 하 집단

에 비해 0.7%포인트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부동산의

정비 으로 2.7%가 도출되었다.

<  9> 동산  산배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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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식 채 수 출채 동산 합계

하  집단 5.1 3.0 72.1 7.3 10.5 2.0 100

상  집단 7.0 2.3 56.6 9.4 22.4 3.3 100

격차 -1.9 0.7 15.5 -2.1 -11.9 -1.3 0

7) 배  산 종합 비  

이 게 도출된 하 집단과 상 집단의 자산 배분의 평균은 <표 10>과 같다.

<  10> 집단별 운용 산 평균(단  : %)

현 주식 채 수 출채 동산 합계

하  집단 5.0 3.0 71 7.2 10.3 2.0 98.5

상  집단 6.8 2.2 54.3 9.2 21.9 3.2 97.6

합계 비율을 100%로 조정한 ‘효율 자산배분’은 <표 11>과 같다.

<  11> 적 산배  비 (단  : %)

*격차는 (하 집단 -상 집단)

<그림 5>는 도출된 수익률 상 사와 하 사의 자산배분을 그래 로 나타낸 것

이다. · ,주식,수익증권,부동산에서는 소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채권

과 출채권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이로써 수익률 상 사

와 하 사간 자산배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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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 률 상 사  하 사  산비 (단  :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2) 도출  산배  검

앞에서 수익률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에는 자산배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자산배분의 차이가 수익에 향을 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산배분의 차이가 수익에도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도출된 상 집단 자산배분의 비 은 · 7.0%,주식 2.3%,채권 56.5%,

수익증권 9.4%, 출채권 22.4%,부동산 3.3%이다.

수익측정에 사용할 수익률은 <표 1>의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별 수익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인 3.2%,주식 2.8%,채

권 5.0%,수익증권 5.3%, 출채권 7.8%,부동산 3.6%를 용한다.

<표 12>는 2013년 3월 기 수익률 하 집단이 운용 인 자산으로 여기에

에서 가정한 수익률을 반 하면 2013년의 기 수익이 산출될 것이다.다음으로

<표 12>의 자산을 도출된 자산배분으로 조정하고 같은 수익률을 반 하여 수익

을 측정한 후 앞서 산출된 2013년의 기 수익과의 비교를 통해 수익의 증감분을

측정할 것이다.수익의 증감이 (-)인 회사는 2013년 재 운용 인 자산이 도출

된 자산배분보다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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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용자산

합계·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채권 부동산

U사 505 0 1,088 0 30 0 1,623

S사 6 0 1,990 229 44 0 2,270

D사 745 335 5,623 1,625 2,822 760 11,914

P사 662 18 13,178 194 1,720 0 15,774

C사 4,514 20,960 76,882 15,746 25,096 6,040 149,239

Q사 235 40 1,237 130 36 0 1,681

R사 123 7 4,004 807 278 0 5,221

B사 487 376 9,444 450 1,790 328 12,877

합계 7,281 21,739 113,449 19,184 31,819 7,129 200,603

회사
재 운용자산 도출된 자산배분 용

수익 증감운용액 수익률 수익 운용액 수익률 수익

U사 505,485

3.2

16,176 113,658

3.2

3,637 -12,538

S사 6,283 201 158,961 5,087 4,886

D사 745,760 23,864 833,991 26,688 2,823

P사 662,916 21,213 1,104,247 35,336 14,123

C사 4,514,076 144,450 10,446,737 334,296 189,845

Q사 235,943 7,550 117,679 3,766 -3,784

R사 123,373 3,948 365,487 11,696 7,748

B사 487,339 15,595 901,459 28,847 13,252

합계 7,281,175 232,998 14,042,220 449,351 216,353

<  12 > 수 률 하  집단 운용 산(단  : 십억 원)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2013년 3월,각 사별)

1) ·

앞에서 도출된 · 의 자산비 은 7.0%이며 수익률은 3.2%를 용했다.8개

사의 정한 · 은 14,042.2십억 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재 배분되어 있는

자산은 7,281.1십억 원이었다.수익의 증감은 216.3십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13> ·  상수 (단  : 백만 원,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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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 운용자산 도출된 자산배분 용

수익 증감운용액 수익률 수익 운용액 수익률 수익

U사 0

2.8

0 37,345

2.8

1,046 1,046

S사 0 0 52,230 1,462 1,462

D사 335,935 9,406 274,026 7,673 -1,733

P사 18,197 510 362,824 10,159 9,650

C사 20,960,299 586,888 3,432,499 96,110 -490,778

Q사 40,698 1,140 38,666 1,083 -57

R사 7,398 207 120,089 3,362 3,155

B사 376,550 10,543 296,194 8,293 -2,250

합계 21,739,077 608,694 4,613,872 129,188 -479,506

회사
재 운용자산 도출된 자산배분 용

수익 증감
운용액 수익률 수익 운용액 수익률 수익

U사 1,088,120

5.0

54,406 902,768

5.0

45,138 -9,268

S사 1,990,195 99,510 1,262,608 63,130 -36,379

D사 5,623,615 281,181 6,624,272 331,214 50,033

P사 13,178,626 658,931 8,770,873 438,544 -220,388

C사 76,882,072 3,844,104 82,976,942 4,148,847 304,743

Q사 1,237,649 61,882 934,710 46,735 -15,147

R사 4,004,569 200,228 2,903,013 145,151 -55,078

B사 9,444,575 472,229 7,160,159 358,008 -114,221

합계 113,449,421 5,672,471 111,535,344 5,576,767 -95,704

2) 주식

앞에서 도출된 주식의 자산비 은 2.3%이며 수익률은 2.8%를 용했다.8개사

의 정 주식자산은 4,613.8십억 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재 배분되어 있는 자산

은 21,739.0십억 원으로 C사의 주식 자산비 이 특히 높아 8개사 총수익은 479.5

십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주식  상수 (단  : 백만 원,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3) 채

앞에서 도출된 채권의 자산비 은 55.6%이며 수익률은 5.0%를 용했다.

<  15> 채  상수 (단  : 백만 원,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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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 운용자산 도출된 자산배분 용

수익 증감
운용액 수익률 수익 운용액 수익률 수익

U사 0

5.3

0 152,626

5.3

8,089 8,089

S사 229,484 12,163 213,462 11,314 -849

D사 1,625,101 86,130 1,119,931 59,356 -26,774

P사 194,792 10,324 1,482,845 78,591 68,267

C사 15,746,028 834,539 14,028,476 743,509 -91,030

Q사 130,578 6,921 158,027 8,375 1,455

R사 807,685 42,807 490,797 26,012 -16,795

B사 450,963 23,901 1,210,530 64,158 40,257

합계 19,184,631 1,016,785 18,856,695 999,405 -17,381

8개사의 정 채권자산은 111,535.3십억 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재 배분되어 있

는 자산은 113,449,4십억 원이었다.8개사 합하여 수익은 95.7십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

앞에서 분석된 수익증권의 효율 자산 비 은 9.5%이며 수익률은 5.3%를

용했다.8개사의 정 수익증권자산은 18,856.6십억 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재

배분되어 있는 자산은 19,184.6십억 원으로 나타났다.8개사 수익 합계액은 17.3

십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수  상수 (단  : 백만 원,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5) 출채

앞에서 도출된 출채권의 자산배분 비 은 22.4%이며 수익률은 7.8%를 용

했다.D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정 출채권 자산보다 낮은 비 으로 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개사의 정 출채권자산은 44,935.1십억 원으

로 측정되었는데, 재 배분되어 있는 자산은 31,819.2십억 원으로 나타났다.8개

사 합하여 수익은 1,023십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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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 운용자산 도출된 자산배분 용

수익 증감
운용액 수익률 수익 운용액 수익률 수익

U사 0

3.6

0 53,582

3.6

1,929 1,929

S사 0 0 74,939 2,698 2,698

D사 760,980 27,395 393,167 14,154 -13,241

P사 0 0 520,573 18,741 18,741

C사 6,040,379 217,454 4,924,890 177,296 -40,158

Q사 0 0 55,477 1,997 1,997

R사 0 0 172,301 6,203 6,203

B사 328,223 11,816 424,973 15,299 3,483

합계 7,129,582 256,665 6,619,904 238,317 -18,348

회사
재 운용자산 도출된 자산배분 용

수익 증감
운용액 수익률 수익 운용액 수익률 수익

U사 30,078

7.8

2,346 363,705

7.8

28,369 26,023

S사 44,915 3,503 508,676 39,677 36,173

D사 2,822,768 220,176 2,668,772 208,164 -12,012

P사 1,720,421 134,193 3,533,589 275,620 141,427

C사 25,096,250 1,957,508 33,429,559 2,607,506 649,998

Q사 36,265 2,829 376,574 29,373 26,544

R사 278,221 21,701 1,169,559 91,226 69,524

B사 1,790,333 139,646 2,884,668 225,004 85,358

합계 31,819,251 2,481,902 44,935,103 3,504,938 1,023,036

<  17> 출채  상수 (단  : 백만 원,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6) 동산

앞에서 도출된 부동산의 자산배분 비 은 3.3%이며 수익률은 3.6%를 용했

다.8개사의 정 부동산자산은 6,619.9십억 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재 배분되어

있는 자산은 7,129.5십억 원으로 나타났다.8개사 합하여 수익은 18.3십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 동산  상수 (단  : 백만 원, %)

자료 :생명보험 회(생명보험통계,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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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익 증감

합계 수익률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채권 부동산

U사 -12,538 1,046 -9,268 8,089 26,023 1,929 15,281 0.94

S사 4,886 1,462 -36,379 -849 36,173 2,698 7,991 0.35

D사 2,823 -1,733 50,033 -26,774 -12,012 -13,241 -904 -0.01

P사 14,123 9,650 -220,388 68,267 141,427 18,741 31,819 0.20

C사 189,845 -490,778 304,743 -91,030 649,998 -40,158 522,621 0.35

Q사 -3,784 -57 -15,147 1,455 26,544 1,997 11,008 0.65

R사 7,748 3,155 -55,078 -16,795 69,524 6,203 14,757 0.28

B사 13,252 -2,250 -114,221 40,257 85,358 3,483 25,879 0.20

합계 216,353 -479,506 -95,704 -17,381 1,023,036 -18,348 628,451 0.31

 7) 종합 비

<표 19>는 2013년 3월 재 운용 인 자산배분에서 기 되는 상수익과 도출

된 자산배분을 용하 을 때 측정된 상수익의 증감분이다.도출된 자산배분

을 모방하여 용하 을 때 주식,채권,수익증권과 부동산에서의 수익은 감소하

고 · 과 출채권의 수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즉,하 집

단의 자산배분이 도출된 자산배분에 비하여 · 과 출채권에는 게 배

분되어 있고 주식,채권,수익증권과 부동산에는 많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  19> 산별 수  감(단  : 백만 원, %)

각 자산별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회사별로 보면 D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서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8개사 합하여 기 할 수 있는 수익의 증

가는 628.4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 C사가 522.6십억 원으로 가

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추가수익이 가장 낮은 S사도

7.9십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로는 8개사 합계

0.31%의 추가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U사가 0.94%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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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D사의 경우 -0.01%로 재보

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하여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서 도출된 ‘효

율 자산배분’을 수익률이 낮은 회사에 용했을 때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 다.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별 수익률은 출채권이 가장 높았으며,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낮은 회사들에 비하여 채권의 비 은 낮고 출채권의 비

은 높은 특성이 있었다.

둘째,생명보험회사 자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에서도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며,수익률 향상을 하여 문 운용인력을 육성

확충하거나 문 자산운용사에 탁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V사와 F사의 ).

셋째,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은 생명보험회사가 략 자산배분 수립 시 수익

률이 높은 회사들의 자산배분을 모방하는 역 자산배분 략은 수익률 향

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제6절 역 자산배분전략의 활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모방)자산배분 략을 이용할 경우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에 생명보험회사에서 략

자산배분 시 역 자산배분 략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7단계를 아래와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기 수익률 목표 수익 액을 설정한다.

둘째,설정된 기 수익률에 합한 모방 상(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은 개별회

사 는 집단)을 탐색한다.

셋째,탐색된 자산배분의 용 가능성을 평가한다.모방된 자산배분 략을 활

용하기 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악해야 하는데,해당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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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력의 보유여부와 탁운용의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악하고 자회사의

자산별 수익률을 반 하여 추가수익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한,보험

업법이나 사내규정 등의 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RBC비율(통상 200%)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시 조정해야한다.

넷째,각 자산별로 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험,옵션

등의 생상품).

다섯째,수행에 필요할 것으로 상되는 비용( :보험료,수수료)등 지출이

상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수익에서 감한다.

여섯째,실행 시뮬 이션을 통해 최종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일곱째,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산 운용실무에 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용방법

에 있어서 회사별 특성 여건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자산

제외’등)을 고려하여 유동 으로 용할 수 있다.

한,이러한 역 자산배분 략은 자산별 기 수익률, 험의 측정,다른 자산과

의 상 계 등의 복잡한 측과정5)없이 쉽고 빠르게 반 하여 효율 으로 추

가수익을 기 할 수 있다는 장 과 효과가 검증된 자산배분을 따라 운용하 기

에 자산운용 수익률의 조로 인한 내외 비난의 험에서 비교 자유롭다

는 장 이 있으므로 향후 활용의 폭이 넓을 것으로 기 된다.

5) 현실  진 한 효  회  규 하는 것  가능하다.  료들   통계  

추 치들  과거 료  추 한 것  문에,  추 차가 내재 어  마 다. 출처-

산운 협회(2008),운 및 략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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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이 연구는 재 국내에서 업 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역 자산배분 략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먼 ,수익률에 향

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산의 규모,운용능력,자산배분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자산배분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익률이 높

은 8개 생명보험회사와 수익률이 낮은 8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을 분석하여

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자산배분을 모방하여 수익률이 낮은 집단에 용하는 방

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하여 자산운용수익률 상 8개 생명보험집단과 하 8개 생명보험집단

의 자산비 을 치 ,주식,채권,수익증권, 출채권,부동산의 6개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 자산별 비 을 분석하 고,수익률이 높은 집단이 수익률

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자산배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자산의

분석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집단의 자산배분의 평균을 도출하여 ‘효율 자산배

분’으로 가정하 고,이를 수익률이 낮은 집단에 용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검증하 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생명보험회사들의 자산별 수익률은 출채권이 가장 높았으며,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낮은 회사들에 비하여 채권의 비 은 낮고 출채권의 비 은 높

은 특성이 있었다.

둘째,생명보험회사 자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에서도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며,수익률 향상을 하여 문 운용인력을 육성 확

충하거나 문 자산운용사에 탁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은 생명보험회사가 략 자산배분 수립 시 수익

률이 높은 회사들의 자산배분을 모방하는 역 자산배분 략은 수익률 향상에 상

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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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산은 수익성도 요하지만 안정성에도 을 두어야 한다.높

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험이 따르므로 출채권자산을 늘려가고자 한다면,

출채권의 부실화와 같은 험을 효율 으로 감소시키거나 회피( 생 융상품 등

을 통하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 출채권자산의 비 을 어

느 정도까지 배분하는 것이 정할지가 고려의 상일 수 있는데,수익률 상

사의 경우 5개년 평균 21.9%를 출채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수익률이

제일 높은 M사의 경우 30.2%까지 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2009년에서 2011까지의 상 집단 각 자산별 평균

수익률을 활용하여 하 집단 2013년도 기 수익률로 가정하여 검증하 기 때

문에 각 회사의 실제 수익률을 반 하지 못하 다는 본질 인 한계를 가지고 있

다.하지만,향후 생명보험회사들이 략 자산배분 수행 시 역 자산배분 략을

병용하여 활용한다면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단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 다. 한,모방 방법인 역 자산배분 략을 통

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수익률 향상을 한 방안을 모색한 최 의 연구라는 에

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앞으로 이러한 역 자산배분 략과 련한 연구가 보

다 많이 이루어져 효율 인 자산운용기법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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