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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과 

채권면역전략의 성과 

〈요 약〉 

정재만 

본 연구에서는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이 채권면역전략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 

석하고 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채헨펀드는 상대척으로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알려져 았지만， 채권떤드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폭의 이자융 변화에도 손익규 

모가 민감하게 변한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거의 확정된 수익융 채권펀드로부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치률 이자율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채권면역전략은 채권펀드를 운 

영하는데 있어 펼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채권연역전략인 듀레이션 일치전략온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올 보유기간과 일치 

시키는 전략으로 이표 수입의 재투자위험과 만기 이전에 채권올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위험을 서로 상쇄시키고자 한다 이 전략에서는 수익률곡선이 평행이동할 때에는 두 위혐의 

완전한 상쇄가 이루어지지만， 수익률곡선이 비평행이동할 때에는 두 위험의 상쇄가 완전히 이 

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의 현금흐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 

함으로써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이 채권연역전략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옳 고려하더라도 듀레이션율 보휴기간과 일치시키는 연 

역포트폴리오가 비면역포트폴리오에 비해 면역위험이 낮고， 둘째， 각 현금흐륨의 듀레이션과 

보유기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면역위험이 낮다는 사실율 도출하였다‘ 
증권업협회의 국고채 및 회사채 A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채권면역천략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이론적 사실이 실증적으로도 성립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면역위협 구성요소 중에 하나 

인 포트폴리오의 만기구성 못지 않게 수익률곡선 기올기의 변화구조가 면역위험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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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김경훈， 김장훈， 하상민， 한영욱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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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국내 채권시장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시가평가형 채권펀드의 성공으로 채권시장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 

한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채권 

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채권펀드는 그 규모가 크 

기 때문에 소폭의 이자율 변화에도 손익규모가 민감하게 움직인다. 반면에 투자자 

들은 거의 확정된 수익을 채권펀드로부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이자율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채권면역전략은 채권펀드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채권면역전략은 듀레이션 일치전략으로 보유기간과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듀레이션 일치전략은 보유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재투자위험과 보유기간 이후 발행하는 현금흐름 

에 대한 가격위험을 서로 상쇄시킴으로써 이자융 변동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수익률곡선이 평행이동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면역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곡선이 비평행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면역위험에 노출된 

다. 

본 연구에서는 듀레이션 일치전략의 수익률곡선 비평행이동위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수익률곡선 비평행이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 

내 채권수익률 자료률 이용해서 수익률곡선 비평행이동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을 고려하기 위해 채권의 현급흐륨을 장기와 단기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째， 듀레이션과 보유기 

간을 일치시킨 면역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곡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완전 면역이 이 

루어지지만，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면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아 면역위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통올 고려하더라도 면역 

포트폴리오가 비면역포트폴리오에 비해 면역위험이 낮다. 셋째， 면역포트폴리오 

를 구성하는 장단기 포트폴리오의 만기와 듀레이션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면역위험 

이 낮다. 

한편 위험은 민감도와 변동성의 곱으로 표현훨 수 있다. 채권면역전략에서는 포 

트폴리오의 만기구성이 민감도 요소에 해당하고，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변 

동성 요소에 해당한다. 이론척 분석에서 도출된 사실은 위험의 원천 중 민감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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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자료롤 통해 변동성 요소까지 고려된 채권면역전 

략의 성과를 측정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9월 1일 - 2001년 10 

월 13일 기간의 한국증권업협회 국고채 및 회사채 A-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자료를 

이용해 1년 및 2년의 보유기간 동안 채권면역전략을 수행하는 경우의 면역성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 사실이 실증적으로도 성립함윷 발견하였다. 또한 면 

역위험의 요소 중 민감도요소인 포트폴리오 만기구성 뿐만 아니라 변동성요소인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n장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수익률곡 

선의 비평행이동을 고려한 채권면역전략을 도출한다. 제 III장에서는 국내 채권수 

익률 자료를 이용해서 이론적 사실이 실증적으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한다. 제IV장 

은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n. 수익률곡선의 버평행이동과 채권면역전략 

1. 기초 분석틀 

본 절에서는 우선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과 채권면역전략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분석틀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채권면역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듀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자， 듀레이션은 이자율 1% 변화에 대한 채권가치의 

%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 dPo/Po 
=-

mc- di/ (l + z) 
CFt 

=흙뿔파 t (1) 

Po 채권의 현재가치 1 채권의 만기수익률. CFt : t시점의 현금흐름 

듀레이션은 정의상 식 (1)의 첫 번째 표현과 같기 때문에 채권가격 Po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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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t로 미분한 후. - (1 + t)/Po롤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 그 결과 식 (1) 

CF 
의 두 번째 표현올 구할 수 있다. 식 (1)에서 ---L- /Pn는 t시점의 현금흐륨 (1 +i) tl ..r.

o 

이 채권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포트폴리오 비중올 의미한다. 따라서 듀레이 

션은 각 현금흐름에 대한 만기의 가치가중명균임올 알 수 있다. 

식 (1)의 첫 번째 표현을 이산화CDiscretization)시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격 근사식을 구할 수 있다1) 

Po ’ -Po ‘ .,.... L1i …Po ~ ικ (1+끼 

Po ’ : 만기수익률이 i’인 경우의 채권의 현재가치 

(2) 

다음으로는 수익률곡선의 비명행이동이 채권가격에 미치는 효과률 분석하기 위 

해서 채권의 현금흐름을 듀레이션올 기준으로 단기 현금흐륨과 장기 현금흐름으로 

나누어보자.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은 단기어자율과 장기이자율의 변화가 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의 현금흐름도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 

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I~= ε CFt 
0η- 솥~ (1 + in)t 

n 단기이면 1. 장기이면 2. Poη : η번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Zn η번째 현금흐름에 대한 만기수익률 

(3) 

식(1)을 단기와 장기의 현금흐름에 대해 적용하면， 부분듀레이션인 단기듀레이 

션 Dl과 장기듀레이션 D2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부분듀레이션 Dl. Dz를 이 

용해 채권 전체의 듀레이션을 분해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1) 채권가격은 이자율의 비선행함수이기 때문에 채권가격의 변화는 이자율 변화의 1차식으로 정 
확히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식 (2) 는 근사식이며， 폭히 이자옳 변화가 큰 경우 근사오차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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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 WíDl + ~D2 (4) 

여기에서 Wí. ~는 각각 단기 및 장기 포트폴리오 버증을 나타내며， 식 (1)에서 

-EEL7 /Pn에 해당된다. 
(1十 i)"-U 

한편 가격근사식은 부분듀레이션으로 다옵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Pn' -Pn ~ U D ~ U :::::: - [ wí D1 {걱갚-+ l%D -if옥:-\] 

Po -... - l "1 u1 (1 + i 1) 니 2 (1 + “) 
식 (4) 와 식 (5)는 식 (1)과 식 (2)롤 장단기로 나누어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 

다. 그러나， 이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장단기 현금흐름에 대한 만기수익률 Zn과 만 

기수익률 변화 L1in이 다른 상황올 고려할 수 있다. 만약 i 1 = i2 = i이고， 

L1i1 = L1i2 = L1i이라고 한다면. 식 (4)는 식 (1) . 식 (5)는 식 (2)로 변형되기 때 

문에 식 (4) 와 식 (5)는 각각 식 (1)과 식 (2)의 일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면역전략의 분석에서는 듀레이션 시점올 0시점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듀레이션 일치전략에서는 듀레이션 시점에서 

손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듀레이션 시점을 0시점으로 둔 경우， 부분듀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D~=Dn-Dmc (6) 

D; Dmc를 0시점으로 둔 경우의 η번째 현금흐름의 부분듀레이션 

식 (6)은 후Wt(t+ L1 t) = 후wtt+ L1t= Dmc +쐐 의혜 성립한다 여기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Wt는 기준시점이 0시점에서 L1t시점으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은 분자가 해당시점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분모 

가 채권가치의 현재가치인데. 이를 미래가치화하게 되면 미래가치요소가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곱해지기 때문이다. 식 (6)올 이용하면， 식 (4) 와 식 (5)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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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WtDi+ ~D;=O (7) 

Pn ’ ._p，새 
U * \L ~ _ [Wí D~{걷fL-+ I%D;-즈오，] Põ ‘ 1 (1 + i1) , rr2

LJ
2 (1 + i2 ) 

(8) 

여기에서 P~는 Dmc시점의 채권가격 

식 (7)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Di은 (-)인 반면， D;는 (+ )이며， 각각의 듀레이 

션에 포트폴리오 비중 Wn을 곱하여 더하면 그 합은 0이 된다는 사실이다. 즉 듀 

레이션은 장단기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Di. D;는 무게 

중심과 추 사이의 거리. Wí. ~는 추의 질량에 해당할 것이다. 

2. 수익률곡선의 평행이동과 듀레이션 일치전략 

미래 특정시점에 확정된 금액올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해당 만기의 할인 

채에 투자함으로써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만기의 할인채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표채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가장 단순한 방법윤 보유기 

간과 통일한 만기의 이표채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만기일치전략(Maturity 

Matching Strategy) 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기일치전략에서는 이표로부터 만기 

이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표수입의 재투자시 이자율이 채권 투자 

시 이자율과 일치하지 않으면 채권의 기간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이 

목표수익률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듀레이션 일치전략은 만기일치전략의 문제점을 보완한 채권면역전략이다. 듀레 

이션 일치전략은 보유기간과 동일한 듀레이션의 채권올 보유기간동안 보유하는 전 

략이다. 듀레이션은 가치가중 평균만기이므로 보유기간과 통일한 듀레이션의 채 

권의 만기는 보유기간보다 크다. 이는 이표채를 만기 이전에 매도함으로써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가격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듀레이션 일치전략의 원리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재투자손실을 가격상승이익으로 상쇄시키는데 있다 특히 

이자율 하락시 이자수입의 재투자손실이 잔존만기가 남은 현금흐름의 가격상승이 

익과 일치되게 되면， 이자율 변동 위험올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Fis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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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1(1 97 1)은 면역정리 Ommunization Theorem)훌 째시함으로써 채권의 듀 

레이션과 보유기간을 일치시키면 재투자위험과 가격위험올 서로 상쇄시킬 수 있음 

을 보였다. 단 면역정리에서는 첫째， 채권의 매입시점 직후에 이자윷이 변화하고 

이후 보유기간 중 이자율은 변화하지 않으며， 둘째， 수익률곡선의 평행이똥만 존 

재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면역정리의 성립은 식 (7)과 식 (8)올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 

(8)을 살펴보면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는 장단기 이자올 변화에 따른 포트 

폴리오의 가치변화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D~이 (-)이기 때문에 이자울이 상숭하면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D~는 (+ )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면역정 

t1il t1i? 
리에서의 가정처럼 수익활고서이 평행이동하여 ---上- = -~--'-，，~，-~이라면 2) 

-,t:l -I -CnITO~11 (l +i
1
) - (1 +i

2
) 

식 (7) 에 의해 식 (8) 의 좌변은 0이 된다. 결국 면역정리가 성립하는 이유는 듀레 

이션이 채권 현금흐름의 무게중심이어서 동일한 장단기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는 

재투자위험과 가격위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면역정리에서는 만기수익률이 채권 매입시점 직후에 한번 변화하고， 이후 

에는 변화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자율이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채권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도 변한다. 따라서 채권포 

트폴리오의 구성시점에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듀레이션을 일치시킴으로써 듀레이 

션 일치전략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변화할 때마다 새로이 듀레이션을 

잔존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듀레이션일치 재조정과정을 연속적으 

로 실행한다면 채권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완전히 면역할 수 있다. 이는 면역정리 

의 논리를 확장함으로써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듀레이션 

일치 재조정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실 

적으로는 주기적으로 듀레이션을 일치시켜주는 작업올 활 것이다. 그러나 이 주기 

가 너무 크면 듀레이션 일치전략의 추적오차(Tracking Error)는 커질 것이다. 

결국 듀레이션 일치작업의 주기는 거래비용과 추적오차의 상반관계 (Trade-Off) 

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실무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엄밀히 이야기하자연 수익률곡선의 평행이통이 아니고， 장단기 이자율의 변화율이 동일하게 변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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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곡선 비평행이돔과 채권면역전략 

듀레이션 일치전략에서는 듀레이션이 중심척인 역할올 하고 있는데 듀레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채권가격은 이자율의 비선형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으로 계산한 채권가격식은 선형근사식이다. 따라 

서 이자율 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근사오차가 커지게 된다. 둘째， 수익률곡선은 수 

평이기보다 수평이 아닌 경우가 일반척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듀레이션은 수 

평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고 있다. 셋째. 듀레이션은 수익률곡선이 평행이동한다 

는 가정 하에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치의 %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단기이자율에 비해 장기이자율이 높은 변동성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 

져 있다- 이는 수익률곡선의 평행이동 보다 비병행이동이 일반적 현상임올 시사하 

고 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올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듀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3) 

듀레이션 일치전략의 성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올 발견할 수 

있다. 최초의 실증분석인 Fisher & Weil (197 1)에서는 듀레이션 일치전략이 만 

기일치전략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인 반면， Ingersoll (1 983)에서는 듀레이션 

일치전략이 만기일치전략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후의 일련의 연구에서는 듀레이션 일치전략이 효과적인 채권면역전략이지만，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이 듀레이션 일치전략의 면역성과를 낮추는 주요 저해요 

인임을 발견하였다[Bierwag ， Kaufman. Schweitzer & Toevs (l 98 1) , 

Leibowitz & Weinberger(983) J. 

L1il 
이를 이해하71 위해 식 (8)에서 WzDz간감J 룰 더하고 빼서 다음과 같이 정리 

하도록 하자. 

Po ’ ‘ -p,; • dil 
Up; :-[WD1파판+Wz떤합] 

3) 첫 번째 문제점은 불록성 (Convexity)을 도입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절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점은 듀레이션 개념을 확장하여 각 만기별 현금호용을 각 만기별 이자율로 할인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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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쏘\- ~D;，으iL------- ] 
μ 2 (1 +션) ι 2 (1 + i 1) 

(9) 

우변의 첫 번째 항에서는 이자율의 변화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역정리의 논리 

가 그대로 적용되어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면역위험은 우변의 두 번째 항에서 발 

생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수익활곡선 기울기의 변화인 

L1갚--과 포E폴리오의 마기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D~으로 (l +i2) (1 +i
1
)"' -"-=-"'...,_,_., c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채권가격의 변화율은 장단기 이자율 변화의 절대적인 크 

기보다는 장단기 이자율 변화의 차이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단기 

이자율이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서 수익률곡선의 기울 

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채권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장단기 

이자율이 작은 폭으로 변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서 수익률곡션의 기 

울기가 크게 변한다면 채권가격은 크게 변할 것이다. 특히 ~D~는 (+ )이기 때 

문에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고，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채권의 가치는 상숭한다. 또한 ~D~는 장단기 이자율 변화 

의 차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D~=O이라면 식 (9) 에서 

면역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D~=O이라는 것은 식 (7) 에 의해 D;=O이 

기 때문에 결국 보유기간과 통일한 만기의 할인채를 매입하면 장단기 이자융의 변 

화구조에 상관없이 완전 면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보유기 

간과 동일한 만기의 할인채를 매입할 수 있었더라면 이표채를 매입하고 듀레이션 

일치전략을 구사할 필요도 없었올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가능한 장기포 

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보유기간과 근접시키는 면역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다. 

Fong & VasÎcek(984)은 이와 유사한 대안올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면역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되 만기분산 Va r( t)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장단기 이자율의 변화 

구조 하에서도 면역위험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여기에 

서 만기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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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 

Var( t) = 휠4밝L(t-Dκ)2= 휠 Wt(t-Dκ)2 (1 0) 

식 (1 0)올 살펴보면 만기분산온 각 현금흐륨에 대한 만기의 듀레이션으로부터 

의 면차의 제곱을 가치가중 평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듀레이션은 각 현금흐 

름에 대한 만기의 가치가중평균이므로 식 (1이은 분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다. Fong & Vasicek(984)의 결과는 위의 논의와도 일치하고 있다. 위의 논의 

에서는 WzD;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면역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 

고 하였는데， 면역포트폴리오의 조건인 식 (7)을 만족시키면서 WzD~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만기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듀레이션과 보유기간을 일치 

시킨 면역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곡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완전 면역이 이루어지지 

만，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에 대해서는 면역이 완전허 이루어지지 않아 면역위 

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익률독선의 비평행이동을 고려하더라도 면역포트폴리 

오가 비면역포트폴리오에 비해 면역휘험이 낮다. 셋째， 면역포트폴리오롤 구성하 

는 장단기 포트폴리오의 만기와 듀레이션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면역위험이 낮다. 

m. 설증분석 

1 .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1998년 9월 1일 -2001년 10월 13일 (925거래일) 

기간 동안의 한국증권업협회( www.ksdabond.or.kr )의 국고채 및 회사채 A- 일 
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자료를 이용해서 채권면역전략의 성과률 평가하였다. 

우리는 이미 제 II장에서 채권면역전략에 관한 이론적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제 II장의 이론척 사실은 이론적 가정 위에서 도출된 것이어서 현실에서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할필요가 있다. 첫째. 제 II장의 이론적 사실은식 (8)의 가격근 

사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율-가격관계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식 (8)은 

근사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근사오차를 고려하고도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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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면역정리는 연속적으로 

채권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올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래비 

용의 폰재로 연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농할 뿔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 

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시간간격마다 재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추적오차 

(Tracking Error)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충분석율 흥해서 추척오차롤 고려하고 

도 면역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권면역전략의 성과는 

채권포트폴리오의 만기구성 뿐만 아니라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 구조에 의해서 

도 좌우된다. 그러나 제II장에서는 이자율 과정 CInterest Rate Process) 에 대한 
특별한 가정 없이 면역위험올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4) 따라서 실 

증분석은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 구조도 같이 고려하여 채권면역전략 성과를 

검토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선 본 절에서는 국고채 및 회사채 A-의 이자율 변화가 어떠한 톡성올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1)과 〈표 2>에서는 국고채와 회사채의 월간 이자율 변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A를 살펴보면， 이자율 변화의 평균이 (-)이고 최대값， 상위 5%에 비 

해 최소값， 하위 5%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분석기간 중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 

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기간이 1997년 한국위기 이후 치솟았던 이자율 

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기 

가 길어질수록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기이차율에 비해 장기 

이자율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수익률콕선의 평행이통보다는 비평행이동이 오히 

려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패널 B에서는 상관계수와 공분산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는 오른쪽으로 갈 

수록，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이는 만거가 멸수록 두 이자율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약화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기가 먼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할수록 수익률 비평행이동으로 인한 면역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표에서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 3개월-5년의 상관계수 조차도 

O.766(국고채). O.895(회사채 A-)롤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이 일반적인 현상일지라도， 비평행이동의 정도는 작아서 

4) 톡정 이자율 과정 하에서의 채권면역전략에 대한 연구로는 Bierwag(1977. 1978). Bierwag 
& Kaufman (l977). Khang(l979). Cox. Ingersoll & Ross (l979). Brennan & 
Schwartz (1981 ) 퉁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정하고 있는 이자용 과정의 현실성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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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국고채의 이자옳 변화 

국고채 시가평가기춘수익톨(www.ksdabond.or.kr) 자료로 월간 이자율 변화(%)톨 1998년 
9월 1 잃 ~ 2001 년 10월 13월 기간(925거래월)에 대해 충복(overlapping. 관촉수 900 
개)하여 구힘 

만기 3개월 6개월 9개월 l년 1.5년 2년 2.5년 3년 5년 

패널 A: 이자율 변화의 기초톰계 
명균 -0.171 -0.177 -0.182 -0.187 -0.187 -0.190 -0.194 -0.199 -0.186 

표춘현차 0.524 0.574 0.616 0.715 0.680 0.695 0.723 0.737 0.754 

최대값 1.200 1.180 1.290 2.650 1.650 1.640 1.730 1.660 1.740 

상위 5% 0.350 0.440 0.600 0.830 0.720 0.790 0.880 0.900 1.040 

하위 5% -0.700 -0.820 -0.900 -1.140 -1.050 -1.100 -1.210 -1.370 -1.330 

최소값 -3.460 -3.650 -3.740 -3.700 -3.690 -3.680 -3.650 -3.630 -3.280 

패널 B: 상관계수(음영부분)와 공분산 
3개월 0.275 

6개월 0.296 

9개월 0.311 

l년 0.340 0.383 

1.5년 0.331 0.377 0‘ 410 

2년 0.327 0.373 0.408 0.452 

2.5년 0.327 0.373 0.408 0.453 0.477 

3년 0.336 0.382 0.416 0.472 0.481 0.497 

5년 0.303 0.349 0.388 0.432 0.460 0.486 0.516 0.511 0.569 

패넓 C ’ 수익톨곡선 기울기 변화의 상우15%(음영부분)와 하위 5% 

3개월 0.000 ;.A' ，j앙î' ，';'. ':"':"1>엉~’ fl'Jl<i1fl{ :/'i'A':it!m 

6개월 -0.180 

9개월 -0.300 

1년 0.420 -0.320 

1.5년 -0.430 -0.340 -0.220 

2년 -0.530 -0.430 -0.300 -0.340 

2.5년 -0.580 -0.500 -0.430 -0.500 -0.270 

3년 -0.670 -0.560 -0.500 -0.480 -0.310 -0.280 

5년 -0.750 -0.7때 -0.680 -0.720 -0.470 -0.410 -0.360 -0.46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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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사채 A-의 이자율 변화 

회사채 A- 시가평가기훈수익톨(www.ksdabond.or.kr) 자료로 월간 이자률 변화(%)톨 
1998년 9월 1 일 ~ 2001 년 10월 13일 기간(925거래일)에 대해 충북(overlapping ， 관 

측수 : 900개)하여 구함. 

만기 3개월 6개월 9개훨 l년 1.5년 2년 2.5년 3년 5년 

패널 A: 이자율 변화의 기초통계 

형균 -0.181 -0.182 0.178 -0.179 -0.176 -0.173 -0.171 -0.165 -0.152 

표준현차 0.580 0.607 0.619 0.650 0,670 0.695 0.715 0.740 0.690 

최대값 1.130 1.240 1.270 1.480 1.580 1.700 1.780 1.940 2.070 

상위 5% 0.550 0.660 0.700 0.770 0.830 0.880 0.920 0.960 0.960 

하위 5% -0.940 -0.990 -1.040 -1.110 -1.190 -1.280 -1.310 -1.400 -1.370 

최소값 -3.660 -3.730 -3.710 -3.680 -3.740 -3.770 -3.970 -4.070 -3.760 

6개월 

9개월 0.353 

1 년 0.365 0.390 

1. 5년 0.370 0.397 0.408 

2년 0.377 0.406 0.418 0.444 

2.5년 0.380 0.410 0.423 0.451 0.473 

3년 0.389 0.420 0.434 0.464 0.487 0.510 

5년 0.358 0.388 0.404 0.432 0.454 0.475 0.489 0.504 0.477 

패널 C 수익률곡선 기울기 변화의 상위 5%(옵영부흠)와 하위 5% 

3개 

6개월 

9개월 -0.200 

l년 -0.250 -0 .1 40 

1. 5년 -0.300 -0.200 -0.210 

2년 -0.370 -0.280 -0.300 -0.240 

2.5년 -0.410 -0.330 -0.390 -0.320 -0.190 

3년 -0.440 -0.360 -0.430 -0.350 -0.230 -0.160 

5년 -0.420 -0.350 -0.320 -0.250 -0.140 -0.130 -0.150 -0.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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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위험이 극심하지 않을 수 있옴을 시사한다5) 또한 국고채에 비해 회사채 A

의 상관계수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고채에 비해 회사채 A-의 면역위 

험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 C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면역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위 5%와 하위 5%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기가 멀 

수록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격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채 A-에 비해 

국고채의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격심해 국고채가 회사채 A-보다 높은 면역 

위험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실증가설 및 연구설계 

본 절에서는 우선 제 II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가설올 도출하고， 이를 검 

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제 II장에서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수익률곡선 

의 비평행이동을 고려하더라도 듀레이션과 보유기간을 일치시킨 면역포트폴리오 

가 비면역포트폴리오보다 낮은 연역위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같은 크기 

의 장단기 이자율의 변화는 식 (9) 의 우변의 첫 번째 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서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설 1 (면역포트폴리오와 비면역포트폴리오의 면역위험) 
면역포트폴리오의 면역위험이 비면역포트폴리오보다 낮다. 

여기에서 면역포트폴리오란 듀레이션과 보유기간이 일치되는 채권포트폴리오를 

말한다. 가설 1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포트폴리오를 구 

성하였다. 우선 보유기간은 1년과 2년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 

에서의 채권펀드의 만기가 사실상 1년인 점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보유기간 

이 1년인 경우에는 0.5년과 1. 5년 만기의 할인채로， 보유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1. 5년과 2.5년 만기의 할인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표채가 아닌 할인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가정하 

였다. 첫째， 이표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표채의 이표를 알아야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채권 딜러가 증권업협회가 보고한 수익률의 평균으로 구해진다 또한 해 
당 만기의 채권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선형근사한 수익롤을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 

서 표의 높은 상관관계는 선형근사에 의해 일어날 현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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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이러한 정보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이표채 포트폴리오의 면역성과를 측정하는 계산과정이 복잡해서이다. 그러 

나 이표채 포트폴리오를 듀레이션 이전의 현금흐름과 이후의 현금흐륨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듀레이션과 포트폴리오 비중을 구하면， 본 연구에서의 할인채의 포트 

폴리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현실을 단순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증권업협회의 시가 

평가기준수익률의 해당 만기 할인채의 수익률로 가정하였다. 실제로는 시가평가 

수익률이 만기수익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우상향 수익률곡선 하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이자율은 실제 할인율보다 하향편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듀레이션 일치 재조정주기로 1개월율 적용하였다. 이는 거래비 

용과 이자율 변화를 고려할 때 1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기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후 

에는 잔존기간과 동일한 할인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채권면역전략의 

개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기채권은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실제적인 

채권면역전략에서는 단기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다른 만기의 채권으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채권의 만 

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가정하였다. 

면역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익률이 필요한데， 채권면역전략의 개시시점 

의 보유기간과 동일한 만기률 가진 할인채의 수익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면역오 

차는 면역전략의 기간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의 차이로 정의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중복된 면역기간의 성과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의 기간은 총 925거래일로 3.85년 남짓이다. 따라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면역전략의 개시일을 하루씩 이동시키면서 면역전략의 성과를 측정할 수 

밖에 없다. 자료기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관측치롤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율 

레이션에 의해 가상의 자료를 만들어 면역전략의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6)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척인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기간의 문제 

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시률레이션 (Hostorical Simulation)을 하였다 마지막 

으로 채권면역전략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제시하지 않는 

만기의 이자윷을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할인함수의 선 

6) 몬테카홀로 시율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l이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l 이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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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내삽(Linear Interpolation)으로 구하였다. 

Fong & Vasicek (1984)온 수익률곡선의 비명행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면역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기분산을 최소화할 것올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 

를 가설 2로 설정하였다. 

가설 2 (만기분산과 면역위험) 
면역포트폴리오의 만기분산이 작올수록 면역위험은 낮다. 

가설 2의 검증올 위해 1년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단기채권의 만기를 0.5년 .2년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단기채권의 만기롤 1. 5년으로 고정하고， 단기채권의 포트폴 

리오 비중이 0.5. 0.25. 0.75인 경우의 면역성과를 비교하였다. 각 면역전략의 

만기분산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0.5. 0.25. 0.75에 대해 각각 0.25. 0.08. 0.75 
이다. 따라서 가셜 2가 맞다면，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변역위험이 가장 낮고. 첫 

번째， 세 번째 순으로 면역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만기분산이 작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수익률곡선 기올기의 변화 구조에 의해 발생 

한 현상일 수도 있다. <표 1). <표 2)에서는 만기의 차이가 클수록 이자율 변화의 

상관계수는 낮아지고，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극심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위험=민감도×변동성의 관계에서 만기분산이 작은면역포트폴리오는민감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작아서 가설올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었다. 

또한 가설 2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비대칭적으로 둘 때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시사점도 줄 수 있는데 .0.5는 통일가중.0.25는 장기채권에 높 

은 비중.0.75는 단기채권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단 

일 이표채로 듀레이션 일치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채권투자 실무에서는 장단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동일하되 만기분산의 차 

이가 있는 불렛포트폴리오와 바벨포트폴리오의 면역위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다7) 여기에서 불렛포트폴리오란 만기분산이 작은 포트폴리오를. 바밸포 

트폴리오는 만기분산이 큰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불렛포트폴리오와 바벨포트롤리 

오의 면역위험에 관해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즉 만기 

7) 채권투자 실무에서 수익훌곡선의 변화에 대한 예측옳 근거로 훌햇포트폴리오와 바멜포트폴리오 
를 구축함으로써 수익활을 제고하는 것에 관심용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훌렛포 

트폴리오와 바벨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채권면역성과에 영향율 미칩융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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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 작은 불렛포트폴리오의 면역위험이 낮올 것이다. 이률 검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불렛포트폴리오와 바벨포트훌리오의 면역위험) 

장단기 현금흐름에 동일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는 면역포트폴리오 중에서 불 

렛포트폴리오의 면역위험이 바벨포트폴리오보다 낮다. 

이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단기와 장기를 각각 

(0 .5년. l. 5년). (0 .75년. 1.25년). (0 .9년. 1. 1년)으로 둔 동일가중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였다. 2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1년. 3년). (1 .5년. 2.5년) . 

(1 .75년 .2.25년)으로 둔 통일가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앞의 두 가지 성과 

측정에서는 단기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잔존기간 동안 잔존기간과 동일한 만기 

를 가진 할인채로 운용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 같이 운용하 

여 성과를 측정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0.5년. l. 5년)의 경우에는 6개월 

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여 나머지 6개월 동안 할인채로 투자하고. (0 .9년. l. 1 

년)의 경우에는 0.9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여 나머지 0.1년 동안 할인채로 투 

자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 전략은 할인채로 투자하는 기간이 6개월인 반면. 나 

머지 전략은 할인채로 투자하는 기간이 0.1년이 되게 되어 채권면역전략의 성과 

가 할인채 투자기간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 

기 위해 가장 짧은 단기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잔존기간 동안에는 할인채로 투자 

하는 것올 가정하였다. 

3 채권면역전략의 면역성과 

〈표 3>에서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면역포트폴리오와 비면역포트폴리오의 

면역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포트폴리오는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0 .5 

년. 1. 5년). 2년인 경우에는 (1 .5년. 2.5년)로 구성하되， 단기채의 보유비중을 

각각 0.5. 0.25. 0.75로 두었다 그리고 단기채의 보유비중에 따라 0.5전략， 

0.25전략. 0.75전략으로 부르겠다. 

패널 A에서는 국고채， 패널 B에서는 회사채 A-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채권에 대해 보유기간 1년 및 2년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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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유사하므로.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채 1년 보유기간의 경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우선 면역오차의 평균을 살펴보면.0.5전략은 -0.08%. 0.25전략은 +0.20%. 

0.75전략은 -0.35%이어서 .0.5전략은 목표수익률보다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비 

면역전략은 목표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톡히 0.5전략과 0.75천략은 목 

표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반면 .0.25전략온 목표수익률보다 높은 수 

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우상향하는 수익률곡선이 일반적이어서 장기채권에 

높은 비중올 가진 경우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향유해서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장기채권의 비중을 높힘으로써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활 수 있다고 

할 수 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성과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0.5전략은 72%. 

0.25전략온 31%.0.75전략은 83%가 나와 0.5전략과 0.75전략은 750회의 면 

역회수 중 1/2 이상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은 기간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면역오차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0.5전략은 0.24%. 0.25전략은 0 .47%. 

0.75전략은 0.43%이어서 면역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비교포트폴리오의 1/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면역오차의 표준편차는 실현된 면역오차들이 평균 

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된다. 즉， 면역전략의 기간수익 

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더라도 기간수익률의 평균으로부터 가깝기만 하면 낮은 

면역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변역위험을 면역오차의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면역전략의 목표인 완전 면역 즉 0의 

면역오차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측정한 면역위험이 개념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제곱편차와 평균절대편차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면역위험의 측정치이다8) 표에서 평균제곱면차의 경우에는 0.5전략이 타 

전략의 1/4배 수준， 평균절대편차의 경우에는 1/2배 수준이다. 따라서 완전 면역 

의 달성 여부 면에서도 0.5전략의 면역위험이 낮다고 활 수 었다. 마지막으로 변 

역위험은 위험가치 (Value At Risk)로 측정할 수 있다.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 
소값과 하위 5%가 면역전략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와 5%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가치 개념의 면역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 

아도 각 전략의 하위 5% 값이 -0 ‘ 37%. -0.56%. -0.84%. 최소값은 -0.53%. 

-0.78%. -1 .40%이어서 0.5전략의 면역위험이 가장 낮음올 알 수 있다. 따라서 

8) 평균제곱편차는 면역오차가 완전면역으로부터 벗어난 거리의 제곱율 명균한 것이고， 명균절대편차 

는 거리의 절대값올 평균한 것이다. 따라서 평균제곱편차는 완전면역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경우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주는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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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면역포트훌리오와 비면역포트훌리오의 연역성과비교 

증권업협회 시가평가기훈수익률(www.ksdabond.or.kr) 자료로 할인채로 구성된 면역포트풀 
리오와 비면역포트폴리오톨 월벌로 재조정하는 전략의 기간수익톨(연흩. %)율 1998년 9월 1 
일 - 2001 년 10월 13일 기간(925거래잃)에 대해 종복(overlapping)하여 구한 후， 목표수 

익훌과의 차이인 면역오차에 대한 통계톨 구함- 혹표수익훌온 보유기간의 만기톨 가진 활인채의 
수익율울 사용하였으며. 단기활인채가 만기에 도래하는 경우， 잔존기간의 만기률 가진 할인채훌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함. 또한 시가평가기훈수익톨이 현왈이자률인 것으로 가정힘. 전략의 이롭 
중 “ ” 앞의 숫자는 보유기간， 뒤의 솟자는 단기채권의 보유비중올 의미합 

1-0.5천략 1-0.25전략 1-0.75전략 2-0.5천략 2-0.25천략 2-0.75천략 

패널 A 국고채 

단기만기(년) 0.50 0.50 0.50 1.50 1.50 1.50 
보유기간(년) 1.00 1.00 1.00 2.00 2.00 2.00 
장기만기(년) 1.50 1.50 1.50 2.50 2.50 2.50 

단기비중 0.50 0.25 0.75 0.50 0.25 0.75 

관측수 750 750 750 450 450 450 

평균 -0.08 0.20 -0.35 -0.19 0.43 -0.83 

저성과비중(%) 72 31 83 93 25 93 
표준편차 0.24 0.47 0.43 0.1 2 0.58 0.51 

평균제곱편차 0.06 0.26 0.31 0.05 0.52 0.96 

평균절대편차 0.18 0.42 0.47 0.20 0.62 0.85 
최대값 1.34 1.36 1.7 0.21 1.33 0.41 

상위 5% 0.33 1.05 0.45 0.02 1.24 0‘08 
하위 5% -0.37 -0.56 -0.84 -0.38 -0.61 -1.49 

최소값 -0.53 -0.78 -1.4 -0.49 -0.93 -1.59 

패널 B 회사채 A-
단기만기(년) 0.50 0.50 0.50 1.50 1.50 1.50 
보유기간(년) 1.00 lα) 1.00 2.00 2.00 2.00 
장기만기(년) 1.50 1.50 1.50 2.50 2.50 2.50 

단기비중 0.50 0.25 0.75 0.50 0.25 0.75 
관측수 750 750 750 450 450 450 

평균 -0.26 0.06 -0.57 -0.29 0.40 -0.98 

저성과비중(%) 100 36 91 100 28 100 
표준편차 0.09 0.35 0.34 0.11 0.58 0.44 
펑균제곱현차 0.07 0.12 0.44 0.09 0.49 1.15 
평균절대연차 0.26 0.27 0.59 0.29 0.56 0.98 
최대값 0.02 1.25 0.13 -0.07 1.28 -0.07 

상위 5% -0.12 0.64 0.06 -0.1 2 1.20 -0.32 

하위 5% -0.41 -0.48 -0.94 -0.46 -0.56 -1.68 
최소값 -0.46 -0.66 -1.37 -0.51 -0.8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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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포트폴리오의 변역위험 측정방법에 관계없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회사채 A-의 0.5전략의 표준편차는 1년과 2년 보유기간에 대해 각각 0.09% , 

0.11%로 국고채에 비해서 더 낮다. 회사채 A-의 면역성과가 국고채보다 우월한 

것은 〈표 1). <표 2)에서 회사채 A-가 국고채에 비해 높은 상관계수를 기록하고，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작았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포트폴 

리오의 만기구성이 동일하여 민감도의 크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요소인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가 면역위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시사한다. 

〈표 4)에서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비중이 비대청인 면역포트폴 

리오의 면역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1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단기채권의 만기를 

0.5년으로.2년 보유기간에는 1. 5년으로 고정시키고， 단기채의 포트폴리오 비중 

이 각각 0.5. 0.25 , 0.75인 면역포트폴리오률 구성하였다. 앞으로 각 전략의 단 

기채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 각각 0.5전략.0.25전략， 0.75전략이라고 부르 

겠다. 또한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채 1년 보유기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우선 0.5전략， 0.25전략， 0.75전략의 면역오차의 평균은 각각 -0.08% , 

-0.06%. -0.22%이어서 만기분산이 가장 낮은 0.25전략이 목표수익률에 근접 

하는 기간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만기분산이 큰 전략일수록 목표수익률과의 면 

역오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표 3)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면역전략의 기간수익 

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면역오차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0.5전략은 0.24% , 0.25전략은 0.11% , 

0.75전략은 0.33%이어서 만기분산이 작올수록 면역위험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은 평균제곱편차， 평균절대면차. 하위 5%. 최소값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채권포트폴리오의 만기분산이 작아짐에 따라 면역위험 

의 요소 중 민감도요소의 위험요인도 낮아지지만， 변동성요소의 위험요인도 낮아 

져 나타났을 것이다. 

특히 0.25전략의 경우， 단기채의 비중은 낮고， 장기채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단 

일 이표채로 면역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활 수 있는데. 이 경우 

면역위험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포트폴리오 비중의 불렛포트폴리오 

와 바벨포트폴리오의 면역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1년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단기 

채와 장기채의 만기가 각각 (0.5년， 1. 5년)， (0.75년， 1.25년)， (0 .9년. 1.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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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포트폴리오 비중이 비대청인 연역포트훌리오의 채권연역전략 성과비교 

증권업협회 시가평가기훈수익톨(www.ksdabond.or.kr) 자료로 할인채로 구성된 연역포트폴리오를 구 
성하되 단기채의 포트폴리오 비충이 다혼 연역포트풀리오톨 월법로 채조정하논 전확의 기{!.:수익톨(연율， 

%)을 1998년 9월 1 일-2001년 10월 13월 기간(925거래얼)에 대해 충북(overlapping)하여 구한 
후， 북표수익률과의 차이인 면역오차에 대한 룡계톨 구함. 묶표수익톨온 보유기간의 만기톨 가진 힐인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였옴. 단기할인채가 만기에 도래하는 경우， 잔폰기갑의 만기훌 가진 힐인채톨 보유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옵 또한 시가평가기준수익톨이 현롤이자율인 것으로 가정합 n전략의 이륨 충 “. 앞의 슷자 
는 보유기간， 뒤의 슷자는 단기채권의 보유비중옳 의미함， 

1-0.5천략 1-0.25천학 1-0.75천략 2-0.5전략 2-0.25천략 2-0.75천략 

패널 A: 국고채 

단기만기(년) 0.50 0.50 0.50 1.50 1.50 1.50 
보유기간(년) 1.00 1.00 1.00 2.00 2.00 2.00 
장기만기(년) 1.50 1.17 2.50 2.50 2.17 3.50 
단기비중 0.50 0.25 0.75 0.50 0.25 0.75 
만기분산 0.25 0.08 0.75 0.25 0.08 0.75 
관측수 750 750 750 450 450 450 

평균 -0.08 -0.06 -0.22 -0.19 -0.11 -0.48 

저성파비중(%) 72 81 81 93 94 98 
표준편차 0.24 0.11 0.33 0.1 2 0.06 0.32 
명균제곱편차 0.06 0.01 0.16 0.05 0.02 0.33 
명균절대변차 0.18 0.09 0.34 0.20 0.11 0.48 
최대값 1.34 0.68 1.52 0.21 0.09 0.11 
상위 5% 0.33 0.08 0.29 0.02 0.00 -0.07 
하위 5% -0.37 -0.20 -0.65 -0잃 -0.22 -1.06 
최소값 -0.53 -0.29 -0.90 -0.49 -0.26 -1.37 
패널 B 회사채 A-
단기만기(년) 0.50 0.50 0.50 1.50 1.50 1.50 
보유기간(년) 1.00 1.00 1.00 2.00 2.00 2.00 
장기만기(년) 1.50 1.17 2.50 2.50 2.17 3.50 
단기비중 0.50 0.25 0.75 0.50 0.25 0.75 
만기훈산 0.25 0.08 0.75 0.25 0.08 0.75 
관측수 750 750 750 450 450 450 
평균 -0.26 -0.14 -0.38 -0.29 -0.17 0.62 
저성과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표준편차 0.09 0.05 0.14 0.1 1 0.05 0.17 
평균제곱편차 0.07 0.02 0.17 0.09 0.03 0.41 
평균절대변차 0.26 0.14 0.38 0‘ 29 0.17 0.62 
최대값 0.02 0.02 0.03 -0.07 -0.06 -0.31 
상위 5% -0.12 -0‘ 06 -0.15 -0.12 -0.09 -0.35 
하위 5% -0.41 -0.23 -0.60 -0.46 -0.24 -0.88 
최소값 -0.46 -0.25 -0.67 -0.51 -0.2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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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일 포트폴리오 비중 률렛포트풀리오와 바뺑포트폴리오의 채권연역전략 성과비교 

증권업협회 시가평가기훈수익톨(www.ksdabond.or.kr) 자료로 힐인채로 구성된 연역포트폴리오 
훌 구성하되 만기분산이 다른 면역포트폴리오훌 월벌로 재조정하는 전략의 기간수익톨(연율， %)올 
1998년 9월 1 일 ~2001 년 10월 13잃 기간(925거래월)에 대해 충쭉(overlapping)하여 구한 

후， 목표수익률과의 차이인 면역오차에 대한 홍계률 구합. 혹표수익톨온 보유기간의 만기톨 가진 힐 
인채의 수익훌륭올 사용하였음. 비교전략 중 가장 단기의 할인채가 만기에 도래하는 경우， 잔존기간의 
만기률 가진 할인채률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융. 또한 시가평가기혼수외톨이 현물이자옳인 것으 
로 가정함. 전략의 이륨 중 “" 앞의 슷자는 보유기간 뒤의 솟자는 당기채권의 만기를 의미함 

1-0.5전략 1-0.75전략 1-0.90전략 1- 1. 0전략 1- 1. 5천략 1- 1. 75전략 

패널 A 국고채 

단기반기(년) 0.50 0.75 0.90 1.00 1.50 1.75 

보유기간(년) 1.00 1.00 1.00 2.00 2.00 2.00 

장기만기(년) 1.50 1.25 1.10 3.00 2.50 2.25 

단기비중 0.50 0.50 0.50 0.50 0.50 0.50 

관측수 750 750 750 600 600 600 

평균 -0.08 0.00 0.00 -0.69 0.05 -0.04 

저성과비중(%) 72 68 71 93 65 72 

표준편차 0.24 0.15 0.06 0.70 0.15 0.08 

평균제곱연차 0.06 0.02 0.00 0.98 0.02 0.01 

평균절대편차 0.18 0.08 0.03 0.70 0.13 0.07 

최대값 1.34 1.17 0.47 0.20 0.42 0.24 

상위 5% 0.33 0.23 0.09 0.02 0.22 0.15 

하위 5% -0.37 -0.14 -0.06 -2.20 -0.26 -0.14 

최소값 -0.53 -0.23 -0.09 -3.57 -0.32 -0.18 

패널 B 회사채 A-
단기만기(년) 0.50 0.75 0.90 1.00 1.50 1.75 

보유기간(년) 1.00 1.00 1.00 2.00 2.00 2.00 

장기만기(년) 1.50 1.25 1.10 3.00 2.50 2.25 

단기비중 0.50 0.50 0.50 0.50 0.50 O.딩O 

관측수 750 750 750 600 600 600 

평균 -0.26 -0.10 -0.04 -0.37 0.06 0.01 
저성과비중(%) 100 98 98 94 19 46 

표준편차 0.09 0.05 0.02 0.29 0.09 0.05 
평균제곱편차 0.07 0.01 0.00 0.22 0.01 0.00 

평균절대편차 0.26 0.10 0.04 0.38 0.09 0.04 
최대값 0.02 0.02 0.01 0.12 0.33 0.17 

상위 5% -0.12 -0.02 -0.01 0.01 0.22 0.10 

하위 5% -0.41 -0.19 -0.08 -0.89 -0.09 -0.07 

최소값 -0.46 -0.22 -0.09 -1.37 -0.22 -0.13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옳 고려한 채권면역전략 59 

으로.2년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1년 .3년). (1 .5년， 2.5년)， 0.75년， 2.25년) 

으로 두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불렛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단기채의 만기에 따라 각각 0.5전략， 0.75전략， 0.9전략， 1. 0전략， 1.5 

전략， l. 75전략으로 부르겠다. 또한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채 1년 

보유기간에 대한 결파를 살펴보겠다. 

우선 면역오차의 평균을 살펴보면， 0.5전략은 -0.08% , 0.75전략은 0% , 0.9 

전략은 0%이어서， 불렛포트폴리오일수록 목표수익률에 근접한 기간수익률을 달 

성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목표수익률보다는 다소 낮온 수익률올 기록하고. 있지 

만， 회사채 A- , 2년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목표수익률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 

록하는 경우도 있다. 저성과비중율 살펴보면， 목표수익훌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 

하는 경우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면역전략의 표준편차롤 살펴보면， 0.5전략은 0.24% , 0.75전략은 0.15% , 

0.9전략은 0.06%이어서 불렛포트폴리오일수록 면역성과가 우월함을 알 수 었 

다. 이러한 사실은 평균제곱편차， 평균절대편차， 하위 5% , 최소값에서도 마찬가 

지로 확인할 수 있다. 

N.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듀레이션 일치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곡 

선의 비평행이동에 대해 이론적. 실증척 분석올 통하여 채권면역전략에의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역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곡 

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면역이 이루어지지만，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에 대해 

서는 위험에 노출된다. 둘째，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을 고려하더라도 보유기간 

과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면역포트폴리오가 비면역포트폴리오에 비해 면역위험 

이 낮다 셋째， 장단기 현금흐름의 듀레이션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변역위 

험은 낮다. 또한 세 번째 사실로부터 단기채와 장기채의 통일가중 불렛포트폴리오 

가 바벨포트폴리에 비해 낮은 면역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론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998년 9월 1일 - 2001년 10월 13 
일 기간의 한국증권업협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자료를 이용해 국고채와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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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해 1년 및 2년의 보유기간 동안 채권면역전략올 수행하는 경우의 면역성 

과를 측정하였다. 실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역포트폴리오의 면 

역성과가 비면역포트폴리오보다 우월하였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의 장단기 이자 

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역포트폴리오의 기간수익률은 목표수익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채권면 

역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대척으로 저평가된 채권올 선택함으로써 수익률을 제 

고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채의 비중이 높은 면역포트폴리오가 

통일가중 포트폴리오에 비해 면역위험은 큰 반면 저성과 경향은 약화되었다 따라 

서 면역위험과 성과의 상반관계 (Trade-Off)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결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권포트폴리오의 만기분산이 작을수록 면역위험이 낮다. 

이는 수익률곡선의 비평행이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불렛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만기스프레드 변화가 상대적 

으로 작은 회사채 A-의 면역성과가 국고채보다 우월한 경향이 있다. 이는 면역위 

험의 요소 중 민감도요소인 포트폴리오 만기구성 만큼이나 변동성요소인 수익률독 

선 기울기의 변화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면역위혐의 요소 중 민감도요소인 포트폴리 

오의 만기구성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즉 어떤 이자윷 변화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민감도가 낮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 

나 실증분석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면역위험의 요소 중 변동성요소인 수익률곡 

선 기울기의 변화도 면역위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채권시장 

의 수익률곡선 기울기의 변화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면역위험을 

최소화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는 채권면역전략의 성과측정을 단순화하여 분석 

하였다.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현물이자윷로 가정하였는데， 실제로 

는 만기수익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실제 채권거래자료를 이용해 현물이자율로 구성된 수익률곡선올 추정하고， 이 

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채권면역전략의 성과를 측정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채권거래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 경우에는 투자기회집합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의 채권면역전략의 성파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시율레이션 방법올 사용하여 채권면역전략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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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으며. 자료기간의 제약으로 중복기간에 대해 성파롤 측정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자료기간의 톡수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 

이 자료기간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구조롤 파악하고， 이로부터 가상의 

자료를추출하여 채권면역전략의 성과측정함으로써 자료로부터 정보를최대한추 

출하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의 척용도 추후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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