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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의 위험회피 기능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코로나19 확산 시점에서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율
적인 헤지 자산으로 작용하였던 금 및 주요 선진국 통화 등의 효용성이 코로나19 확산 시점에서

약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수급 불균형 확대, 실
물부문의 타격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의 특수성,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
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효용성 약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본흐름 변화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미 금 등 전통적 글로벌 안전자산의 위험회피 효용성 약화가 나타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시점을 포함해 2000년 초반 이후 주식시장 가격 변동성에 대한 헤지 자
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채 또한 헤지 기능이 일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
후 변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유럽 및 아시아 등

에서는 역내 중심의 새로운 안전자산 구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 관련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스테이

블 코인의 경우 향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만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은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 만큼 암호화 화폐의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 강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안전자산은 위기 발생 시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글로벌 변동성 확대 시점에 포트폴리오 가
치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요 글로벌 안

전자산의 효용성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
에서는 글로벌 안전자산 관련 변화는 환율 변동요인으로서의 영향 및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변동
성 헤지 기능이란 양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김한수 (hanskim@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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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안전자산이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군
을 의미한다. 글로벌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위험조정의 목적으로 상대적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

도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시점에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자산군의 위

험회피 측면의 효용성은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주요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해외증권투
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확대되는 부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차별성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안전자산 관련 수급

상황 변화 등 기존 위기시점과 차별화된 환경으로 인해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효용성에 대한 관
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안전자산의 기능이 붕괴되면서 글로

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급 불

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다양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안전자산의

위험회피 기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암호화 화폐시장
의 성장과 더불어 해당 부문의 안전자산 기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급 불균형 및 효용성 변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안전자산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
대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 및 암호화 화폐의 안정성, 위험자산에 대한 헤지 기능, 위기 발

발 시 위험회피 기능 등의 측면에서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점에서 주요 글
로벌 안전자산의 효용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일부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요 문헌에서의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를 참조하여 주요 글로벌 안전
자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글로벌 안전자산 관련 구조적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

는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추이 및 실증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시점에서

의 주요 안전자산의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글로벌 안전자산
의 효용성 변화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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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안전자산 현황 및 특징
글로벌 안전자산이란 용어의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

다. 본장에서는 주요 문헌에서 제시된 글로벌 안전자산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안전자산
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분류한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특징 및 최근 변화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1. 글로벌 안전자산 현황 및 주요 특성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란 경제상황의 변화에 무관하게 또는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고유동성 자산을 의미한다. 주요 연구에서는 글로벌 안전자산의 특성을 크게 가치저장 수단으로
의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효용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가치저장 수단으

로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보 둔감성(information insensitiveness)이 글로벌 안전자산의 중요
한 속성으로 제시되고 있다.01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의 낮은 변동

성 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해석된다.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특성은 위험자산군에 대응한 헤지 자산으로서의 가
용성과 더불어 위기발발 시점에서 위험회피처로서의 가용성 등이 주요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

다. 즉,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산가격과 상이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분산투자의 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자산군임과 동시에 극심한 위기 발발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회피처
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자산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후자의 기능
이 안전자산의 효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02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산군을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투자자 인식의 측면에서 오랜기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온 금을 포함하였다. Razza et al.(2016)
등에 따르면 금은 실물자산이면서도 가치 저장 수단, 교환 수단, 부의 원천으로서의 특수성으로

01 H
 olmstrom(2008) 및 Dang et al.(2015) 등은 어떠한 경제상황에서도 액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장 위험요인
에 대한 노출도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산을 안전자산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02 Bauer & Dimpfl(2021) 등은 위험회피 기능 여부에 따라 안전도피처자산(safe haven asset)과 일반적인 안전자산(safe asset)
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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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오랜 기간 글로벌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가치 변동이 수반되는 여타 금융자산과 달리 물가상승기의 헤지 자산으로

서의 기능이 부각된다. 금과 더불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선진국 국채 및 통화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점에 위험회피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Chan et al.(2011) 및 Hartmann et al.(2004) 등은 미국채의 위험회피 안전자산으로서
의 효용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Grisse & Nitschka(2015), Kaul
& Sapp(2006) 등의 연구에서는 스위스 프랑 및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 통화로서의 효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글로벌 안전자산과 더불어 암호화 화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암
호화 화폐는 높은 변동성, 고유가치의 부재,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한계로 인해 일부에서는 안전
자산의 고려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암호

화 화폐의 변동성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 자산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암호화 화폐의 역할
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던 주요 전문가들이 최근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발전 가
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안전자산 후보군으
로서 주요 암호화 화폐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03

본고의 분석에 포함된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 등의 기술통계량은 <표 Ⅱ-1>에 요약하고 있다. 먼
저 일평균 변동폭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자산군의 변동폭 평균값은 0.001~0.0345% 수

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단기재정증권인 T-bill(Treasury Bill) 및 미달러화가
가장 낮은 수준의 일평균 변동폭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금과 비트코인은 여타 자산군 대비 높은 변
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음의 왜도(skewness) 및 높은 첨도(kurtosis)를 보임에 따
라 안전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여타 자산군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03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인 Lawrence Summers는 최근 암호화 화폐의 디지털 형태의 금과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Bloomberg news,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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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 및 암호화 화폐 기술통계량

전통적
글로벌
안전자산
암호화
화폐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0.001

-0.004

0.486

0.009

-0.001

금

0.0345

엔화

0.003

미달러
스위스 프랑화
T-bill

T-bond

비트코인
테더

0.005

0.0128

0.264

0.0028

0.058

-0.036

1.105

-0.411

0.940

0.869

0.011

0.248

4.091

0.000

-0.011

0.447

0.002

0.017

왜도

1.910

4,343

6.426

8.326

316.340

0.082

5.166

-0.213

0.518

관측수

7.260
0.784

0.230

첨도

0.716

44.452
7.203

36.001

4,343

4,343
4,324

4,342

4,342

1,535

1,535

주  : 일간 로그수익률 기준; 주요 통화 및 미국채는 부문별 인덱스를 활용함; 대상기간은 전통적 글로벌 안전자산 2004년 1월~2021년
5월, 암호화 화폐 2015년 2월~2021년 5월

자료: 블룸버그, 스위스 중앙은행, Yahoo Finance, 저자 작성

2. 글로벌 안전자산 관련 최근 변화 및 특징
가. 안전자산의 조건에 대한 인식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높은 신용도에 따른 안정
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의 부도위험을 나타내고 신용등급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절대조건

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점에서는 선진국 국채와 더불어 최고 신용등

급의 회사채 등이 안전자산의 범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의 절대
적 기준만으로는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표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추세로 판단된다.

<표 Ⅱ-2> 주요국 장기국채 신용등급 별 부도위험 변화
S&P 신용등급
안전자산 기준 충족 등급
자료: IMF(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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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 AA-

2009

0.108
0.110

내재적 부도위험

2011

1.266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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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의 조건으로 신용등급 외에 다양한 상대적 기준

이 제시되고 있다. IMF(2012)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시되고 있는 글로벌 안전자산의

상대적 기준으로 해당국 경제의 상대적 견고성, 자산의 유동성, 위험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 외
환부문 리스크, 자산별 고유 위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절대적인 기준과는 달리 최
근에는 투자자의 기호에 따라 안전자산의 상대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범주의 차별화 및 만기별 자
산에 대한 조건 차별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글로벌 안전자산의 결정요인으로 투자자의 헤징자산에 대한 인식(perception)

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Habib et al.(2020)은 글로벌 안전
자산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해당자산에 대한 관성(inertial) 변수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04, 이는 신용위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오랜 관성에 따라 안전자산으

로 인식하고 있는 자산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국가채무 비중 및 신용
등급 강등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절대적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안전자산

으로 간주되어온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
러한 글로벌 안전자산의 기준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변화와 일치하는 추세로 생각된다.

나. 안전자산 수급 불균형
글로벌 안전자산 수급 불균형 확대의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심화되는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은 대형은행, 중

앙은행 및 연기금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 수요

<그림 Ⅱ-1>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 비중 추이

주체와 더불어 신흥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고 확대 등 안전자산 수요 확대를 견인한다. 반
면 안전자산의 공급은 일부 선진국에 치우진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저당증권(MBS) 등
구조화 증권의 안전자산 기능이 대폭 축소됨

에 따라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급 불균형이 확

대되고 있는 것이다. Financial Times(2020.
6. 28)에 따르면 중앙은행 보유분을 제외한 글

자료: Fulman Asset Manager(Financial Times(2020. 6. 28)
에서 재인용)

04 해당 연구에서는 과거 해당 자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 지속기간을 투자자 관성(inertial)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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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안전자산 잔액은 2019년말 기준 글로벌 GDP 대비 약 31%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점(46%)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 국채시장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안전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승
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행량 확

<그림 Ⅱ-2> 주요국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대에도 불구하고 수요 확대에 따른 하향화 추
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등 일부 국채의 경
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

벌 안전자산의 자산가치 보장 측면에서 본다

면 사실상 안전자산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 확
대로 인해 액면가치가 잠식되는 상황까지 이

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Caballero et al.(2017)
등은 국채 수익률의 하한선으로 인해 안전자
산의 수급불균형이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자료: 한국은행

안전자산 함정(safety trap)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 경제위기 차별성에 따른 현금쏠림수요 발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는 기존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실물경제의 타격에서 출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의 수요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봉쇄 상황이 발발하자 기업들의 급격한 유동성 수요가 촉발되었으나, 기업의 신용 악화를 우

려한 투자자들이 매입을 주저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급격한 유동성 악화가 나타

난 것이다.05 이에 기업들은 국채매도를 통한 현금 확보가 크게 늘어나는 현금쏠림수요(dash for

cash)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금쏠림수요 현상은 주요 안전자산 보유국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 간에도 차별화된 양상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Moench et al.(2020)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에도 주요국 국채시장의 유
동성 위기가 나타났으나, 이는 국채 담보를 위한 시장 수요 쏠림(dash for collateral) 현상으로 미
국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06

05 미국 회사채 시장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24영업일 중 12일간 발행이 중단되었다(국제금융센터, 2021. 4).

06 Billio(2020)에 따르면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국의 repo 금리는 2020년 3월 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repo 시장에서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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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유동성 관련 규제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당
시 환매수요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

른 펀드런 발생 이후 대규모 환매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6년 중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

에 따른 주간유동성최소비율(weekly liquidity requirement)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불확실성 확

대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환매하는 규제의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07 또한 초단기 리포자금 을 통
해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펀드의 시가평가에 따른 가치 하락이 환매전략으로 이

어지면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의 단기
자금시장 개입을 통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유동성 상황은 단기간 내 개선된 바 있으나, 일부
에서는 미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량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08

라. 새로운 안전자산 후보군에 대한 관심 확대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 압력 지속 및 주요국 국채 수익률 하향화 등 앞서 살펴본 최근 안전자산 수
급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안전자산 후보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7년 이전 시
점에서의 안전자산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당시 주택모기지담보증권(MBS) 등 민간부문의 안전자

산 수요가 몰렸던 현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의 관심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암호
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점과 차
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암호화 화폐시장 규모는 2조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초의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이 등
장한 2009년 이후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09 비트코인은 현재 거래량 기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물자산과의 연계를 통해 가치 안정성을 지향하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암호화 화폐시장 또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10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가치 변동성의 문제점을 보완한 암호화 자산의 등장에 따라 해당 자산군의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해당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07 미국 MMF 시장의 개혁조치 관련 내용은 김한수(2020)를 참조

08 Duffie(2020)는 코로나19 당시 유동성 위기 분석을 통해 미국채 유통시장의 기능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09 c oinmarket.com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시장가치는 2021년 4월 중 2조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10 현재

유동성이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의 경우 최근 일간 거래량이 70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ho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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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 화폐의 통화로서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일부 전문가들 또한 암호화 화폐가 디지털 형태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11

현재까지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 효용성에 대한 주요 연구는 혼합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Smales(2019) 및 Klein et al.(2018)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 화폐의 가
격 변동성, 거래비용, 위험자산과의 가격 동조화 등의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매

우 제한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Urquhart & Zhang(2019) 및 Shahzad et al.(2020) 등은 비트
코인이 일부 통화 및 자산에 대해 헤지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Baumohl & Vyrost(2020) 등은 안정적인 디지털 가치저장 수단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테
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여타 암호화 화폐와 달리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암호화 화폐는 제한된 공급구조, 인플레이션 등 외부변수에 대한 둔감성 등 안전자산의 일부 특성
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 화폐의 수익률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가격 움직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아직

까지는 위험자산의 성격이 지배적인 자산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자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기에 단기간 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안전자산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암호화 화폐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일부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을

실증적 증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 역할
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지역별 안전자산 구축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안전자산 공급의 비대칭적 구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점에서 국제자본의 역방향

흐름(flight to safety)을 유발하는 주요인이다. 글로벌 안전자산의 공급이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
어 있기에 위험회피 시점의 자본이동은 신흥국에서 선진국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역내 안전자산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이어져 왔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와 더불어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11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 비판론자인 Paul Krugman 교수는 최근 New York Times(2021. 5. 20) 컬럼을 통해 암호화 화폐의 안
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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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안전자산 구축의 필요성은 비단 신흥국뿐 아니라 유로지역에서도 동일한 이슈에 대한 관

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지역의 안전자산 등급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

트리아 등 4개국에 불과하며, 더욱이 유럽중앙은행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인

PEPP(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도입에 따라 실제 유통되고 있는 안전자
산 등급의 유로지역 국채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12 또한 일부에서는 유로지역 안전자산 공급

부족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13

현재까지 지역별 안전자산 구축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유로화의 국제화를 위한 실행전

략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별 공동 안전자산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14

Ⅲ. 주요 안전자산 현황 및 효용성 분석
본 장에서는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위험회피 및 헤지 기능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안전자산은 자산가치의 안정성과 더불어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헤지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및 위험회피 자산으로서의 유용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수익률 추이 및 실증분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자산 효용성을 진단해 보았다.

12 Capolongo et al.(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로지역의 안전자산 등급의 시장성 채권은 약 5조유로 수준으로 미국(약 20
조달러) 대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C
 ondogno & Noord(2020)는 유로지역의 중앙화된 새로운 안전자산이 출시된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4 B
 runnermeier et al.(2020)은 아시아 역내 국채를 유동화한 증권(Sovereign Bond Backed Securities)을 통한 안전자산 공
급채널 다각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Eichengreen & Gros(2020)은 유럽중앙은행 양도성 예금증서(ECB Cetificates of
Deposit) 발행을 통한 유로지역의 안전자산 공급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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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 추이 분석
투자자의 관점에서 안전자산 보유의 주목적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조정 수익률 제고

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안전자산의 주식시장 가격 변동성에 대한 헤지 역할 수행

여부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안전자산의 상대
적 기준으로서 위험자산에 대한 헤지 기능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헤지 자산으로서의 기능

이 안전자산 효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주요 안전자산 및 암호화 화폐의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헤지 자산
으로서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15

주요 안전자산군과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채 및 주요 선진국 통화의 경우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지속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
어 해당 자산군의 헤지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채의 경

우 단기채(T-bill) 및 중ㆍ장기채(T-bond)16 모두 2004년 이후 주식시장 수익률 대비 음의 상관관
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대표적인 자산배분 전략인 주식ㆍ채

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위험의 제어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국

통화의 경우에는 주요 캐리트레이드 통화인 엔화의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지속적
인 음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초저금리 통화인 엔화의 캐리트레이드 조달 통화로서의 역

할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가 높은(risk-on) 시점에서는 엔
화 수요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 추세가 나타나는 반면 위험선호도 감소(risk-off) 시점에서는

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절상 압력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캐리트레이드 조달통화로서의 움직
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5 본
 고에서는 Cheema et al.(2020) 등을 참조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의 대리변수로서 미국 주식시장지수(S&P 500)를
활용하였다.
16 T-bill 및 T-bonds는 S&P 사의 인덱스(S&P Teseury Bill Index 및 S&P Treasury Bond Index)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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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주식시장 수익률과의 상관계수 추이

주 : 상관계수는 미국 주식시장 지수(S&P 500) 수익률과 해당 자산간 3개월 이동(rolling) 측정치
자료: 블룸버그, 저자 작성

전통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 스위스 프랑화 등의 경우에는 상관관계 분석에
서는 뚜렷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헤지 자산으
로서 해당 부문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해당 자산군은 헤지 기능의 부재에도 불구
하고 정보 둔감성 및 위기 시 위험회피 기능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주요 암호화 화폐의 경우에도 헤지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나타나
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 중 주식시장과 높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높은 수익률 변동성과 더불어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은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헤지 수단으로서의 효용성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발발 시점에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서의 활용 가능성은 글로벌 안전자산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다. 특히 평상시 위험자산에 대한 헤

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안전자산의 경우에도 위기 시점에서는 시장위험의 전이(contagion) 사
례가 다수 관찰됨에 따라 최근 안전자산의 주요 속성으로서 위험회피 기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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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7 <그림 Ⅲ-2>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시점에서의 주요 글로벌 안전자
산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았다.18

먼저 전통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의 경우 양 위기시점에서 모두 양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에 따라 해당 위기 기간 중 위험회피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금 및 주요 안전통화의 누적 수익률 상하변동이 일부 확대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위험회피 측면에서의 안전자산 효율성은 코로나19 시점에서 일부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암호화 화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의 가격 폭락

시점에 누적수익률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자산의 통상적인 높은 변
동성과 해당 자산의 안전자산으로서 효용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인 테더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시점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실증분석을 통해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 여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III-2> 위기시점 별 주요 안전자산 누적수익률 추이

17 금융위기 시 주요 금융자산의 위험전이(contagion) 및 군집행태(herding) 등은 Calvo & Mendoza(2000), Forbes & Rigobon(2002) 등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18 각 위기시점은 2020년 2월20일~3월18일(코로나19 위기) 및 2008년 9월15일~10월9일(글로벌 금융위기)로 구분하였다. 이는
Low et al.(2016) 등의 위기 심화시점 구분 방식을 참조하여 주요 이벤트 발발 이후 20영업일을 위기 구간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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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위기시점 별 주요 안전자산 누적수익률 추이�계속�

자료: 블룸버그, 저자작성

2. 실증분석
본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헤지 및 위험회피 기능 측면에서의 효용성

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절에서는 안전자산의 정보둔감성 및 헤지 기능 여부 등의 측면에서 안전자
산의 효용성을 세부 분류하여 주요 자산군의 부문별 안전자산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본절의 회귀

분석 모형은 Bauer & McDermott(2010)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안전자산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각 계수 추정치의 유의성 및 방향성에 따라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헤지 기능 및 각 위험회피 기능별로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19

19 본절의 회귀분석은 Threshold GARCH 모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Threshold Garch 관련 내용은 Glosten et al.(1993) 등
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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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실증분석 추정식 및 안전자산 효용성 분류 기준
추정식

SA(i)

안전자산(i) 일간수익률

SP

변수명

미국 주식시장지수(S&P 500) 일간수익률

GFC

글로벌 금융위기 가변수(2008년 9월15일~10월9일)

Covid
유의성(×)

코로나19 위기 가변수(2020년 2월20일~3월18일

안전자산 효용성 관련 구분

유의성(○), 추정치(-)
유의성(×)

유의성(○), 추정치(-)

유의성(○), 추정치(+)

자료: Bauer & McDermott(2010)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약한(weak) 헤지 기능

강한(strong) 헤지 기능

위기시점별 약한(weak) 위험회피 기능

위기시점별 강한(strong) 위험회피 기능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 없음

본절의 실증분석 결과는 각 추정치의 유의성 및 방향성에 따라 안전자산의 헤지 및 위험회피 기능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표 Ⅲ-2>에 정리하였다. 먼저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목적의 헤지 자산으로
서의 기능은 금을 제외한 전통적 글로벌 안전자산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분석 대

상 기간 중 해당 자산군의 일간 수익률 변화와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성

이 추정되었다. 또한 암호화 화폐의 일종인 테더의 경우에도 약한(weak) 헤지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보 둔감성에 기인한 판단 기준으로, 해당 자산의 수익률 변화가 주식시
장의 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음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이 일부 존재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험회피 측면에서의 효용성은 각 위기시점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점에서는 모든 전통적 글로벌 안전자산군이 유효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로

나19 시점에서는 미국채, 금, 테더 등 일부 자산이 유효한 위험회피처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채의 경우에는 각 위기시점 및 전체 기간에 걸쳐 주식시장 위험에
대한 헤지 및 위험회피 자산으로서의 높은 효용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자산군으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금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기간 중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헤지 자산으로
서의 효용성은 추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점에서의 위험회피형 효용성 또한 글로벌 금융위
기 시점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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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자산 후보군으로 분석에 포함된 테더의 위험회피 기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효용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자산은 출시

된 지 수년에 불과한 신종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유

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 안정성 및 위험회피 기능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 실증분석 결과 요약
자산군
금
엔화
주요
안전자산

스위스프랑
T-bill
T-bond

암호화폐

비트코인
테더

헤지 기능

위험회피 기능

(전체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

○

△

0.0832***1)
2)

-0.933***

-0.0470

-0.365***

-0.291***

0.0998***

-0.0675***

0.0122

0.0964***

-0.0003***

-0.0003***

-0.0027***

-0.0753***

-0.0383***

-0.0713***

○

○

○

○

○

△

○

○

×

×

○

○

0.324***

N/A

0.984***

0.00108

N/A

-0.0329***

×

△

주 : 1)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N/A

N/A

×

○

2) ‘○’는 강한 헤지/위험회피 기능, ‘△’ 약한 헤지/위험회피 기능, ‘×’는 헤지/위험회피 기능 부재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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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향후 전망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전통적 글로벌 안전자산의 효용성이 자산군 및 위기시점 별 차별화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장에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의 특수성 및

안전자산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개별 자산군별 변화요인 또한 일정부분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주요 안전자산인 금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익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에서 안전자산 효용성 감소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의 가치는

2000년 이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20 특히 2011~2015년 기간 중 금의 가치는 약 45% 감소하였으며, 이후 시점에서는 급

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의 효용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및 달러화 약세 등
의 요인으로 금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시점에서의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 만큼 일부에서는 마지막 화폐(currency

<그림 Ⅲ-3> 금(현물) 시세 추이

of last resort)로서 금의 역할은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1

금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시점에서 안전
자산 효용성이 대폭 감소한 주요국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대표적인 캐

리트레이드 조달통화인 엔화는 캐리트레

자료: 한국은행

이드 청산과정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관계성이 약화

되고 있다.22 이는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도 축소(risk-off) 상황이 글로벌 금리하락으로 연결되었던
기존의 위기 시점과 달리 최근에는 미 금리상승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통화의 강세요인이 축

20 금은 산업활동 및 귀금속 등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의 속성과 더불어 금융상품으로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기타 원자재와
는 달리 중앙은행의 정책 및 국채 수익률 등에 영향을 받는 자산재로서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1 J. P. Morgan(2021)에 따르면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하였던 시점에서의 월평균 금 수익률은 약 0.6% 수준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국제금융센터(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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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가속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

고 있어 주요 캐리트레이드 통화의 안전자산 역할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
위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전략 변화가 안전통화로서의 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위

스 중앙은행은 2015년 중 유로화에 대한 페그제를 폐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시점에서 외환
시장 개입이 급증하는 등 글로벌 안전통화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주요 선진국 통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은 일부 감
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 시점의 유동성 여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안

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글로
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은 투자자의 신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달러화와 더불어 미국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사실상 신용도 여부와
도 무관하게 지속되는 일종의 안전자산의 펀더멘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 발발 시 미연준의 조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정부

의 안전자산 제공자로서의 역할 유지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미국채를 대체할 주요 선진국의 국채 공급이 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안전자
산으로서 미국채의 압도적인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안전자산 수급불균형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Gorton(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안전자산 발굴에 대한 노
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
한 기대감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로는 암호화 화폐시장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거래안정성과 법적 불확실성 등의 문

제점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측면이다. 암호화 화폐시장은 여전히 발전 초기 상태에 해당하

며 주요국은 이에 대한 규제의 범위 및 방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
후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암호화 화폐의 활용도는 크게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본고의 분석 결과 및 여타 주요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부 유형의 암호

화 화폐는 주요 주식시장 및 여타 암호화 자산 등에 대한 헤지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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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일부 시장참가자의 경우 헤지 목적의 암호화 자산 수요가 존재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암호화 화폐의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은 이미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 여부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시장 유동성 확대 추이 등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23

Ⅳ. 요약 및 시사점
본고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전통적 안전자산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실물부문 타격이 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수성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지속되어온 글로벌 안전자산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미국채를 제외한 주

요 전통적 안전자산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환율절상 방
어 압력 확대, 캐리트레이드 조달통화로서의 관계성 변화, 주요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 변동성 확

대 등의 요인 또한 주요 전통적 안전자산의 효용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시점에서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미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미국채의 안전자산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등 글로벌 안전자산 제공국으로서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다만 이미 미국채가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채 중심의 안전자산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경우 위기 발발 시 달러화 자금시장의 유동성 문제 등 다
양한 문제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변화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따른 향후 미국채의 안전자산 효용성 변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2021년 상반기 중 미국채 가격과 주
가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등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23 테
 더의 경우 2018년 비트코인 시세조작 스캔들 및 최근 금융손실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제한적인 현금확보 여력 등으로 인한 뱅크런과 유사한 유동성 위기 발발 가능성 등
을 경고하고 있다(Financial Times,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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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향후 전통적인 주식ㆍ채권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에 변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24

한편 최근 주요 전통적 안전자산군의 효용성 변화 및 수급 불균형은 최근 암호화 화폐의 안전자산
기능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인 테더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당시 위험회피 기
능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시장 변동성과의 연관성 또한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미 안전자
산으로서의 일부 기능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안전자산은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
뢰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속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 강화는 장기간
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안전자산은 위기 발생 시 유용한 투자 수단이다. 주요 위험자산 가격과의 무관성 또는 역

방향의 상관관계로 인해 글로벌 변동성 확대 시점에 포트폴리오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헤
지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요 글로벌 안전자산의 효용성 변화는 글
로벌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안전자산 관련 변화는 환율 변동요인으로서의 영향 및 국내 주
식시장에서의 변동성 헤지 기능이란 양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신흥국의 통화가치 약세와 더불어 급격한 자본이탈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등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안전자산은 중앙은행의 주요 외
환보유고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효용성과 더불어 글로벌 안전자산 선

호도 급변에 따른 자산손실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다

시금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역내 안전자산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자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최근 글로벌
안전자산의 효용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회피 기능 측면에서 글로
벌 안전자산 배분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4 국제금융센터(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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