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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 배경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금리 하락으로 기대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였음.

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기여금 등

수입보다, 퇴직급여의 지출이 초과 상태로 기금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익 제고가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연구 목적

공무원연금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유효한지와 적정한

투자 비중을 R 을 활용하여 검토코자함.



연구 방법

• 김경민, 김영곤, 서충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통한 대체투자로서 부동산투자 특성에 관한 연구-빅데이터 R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2016,pp.53-56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국내외 금융자산

지수 데이터를 R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산배분 방향을 검토함

공무원연금 운영상의 금융자산 자산배분 연구결과나 논문은 현재까지 확인

할 수 없고, “국민연금”과 “자산배분＂을 키워드로 한 *선행 연구결과는 아직

까지 제한적인 수준으로 조사됨

선행 연구

1.  서론



2.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운용현황



2.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운용현황

가. 공무원연금 운용성과 및 문제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창단이후

수 익(억원) 64,874 1,648 1,654 1,819 2,407 5,573 78,012

수익률(%) 8.0 3.5 3.4 3.4 3.5 6.7 6.6

• 기금설립 이후 금융자산 운용수익 7.8조원 창출로 기금 외형 확대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으로 수익률 하락으로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다변화 필요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계획

증감추이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보유금액 비중 비중

국내채권 19,623 51.8% 18,407 47.5% 21,328 47.5% 26,968 48.8% 30,397 45.1% 39.8% ↓

해외채권 679 1.8% 688 1.8% 1,255 2.8% 1,760 3.2% 3,460 5.1% 6.8% ↑

국내주식 10,613 28.0% 11,726 30.3% 12,672 28.2% 14,979 27.1% 20,422 30.3% 24.0% ↑↓

해외주식 832 2.2% 2,122 5.5% 3,422 7.6% 5,609 10.1% 6,968 10.3% 11.1% ↑

대체투자 6,171 16.3% 5,786 14.9% 6,257 13.9% 5,959 10.8% 6,191 9.2% 18.3% ↑

중장기자산 37,918 100.0% 38,729 100.0% 44,934 100.0% 55,275 100.0% 67,438 100.0% 100.0%



2.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운용현황

가. 주요 투자대상 자산군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분산투자로 투자자산 다변화

자산군 운용방식 세부자산군 벤치마크

국내채권
직접운용 국고채,특수채,회사채,금융채 등 Customized Index

위탁운용 일반채권형,크레딧형,특금 등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위탁운용 글로벌일반채권형,크레딧형 등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

x

국내주식
직접운용 Enhanced Index, ETF KOSPI200

위탁운용 순수주식형, 배당성장형 등 KOSPI

해외주식 위탁운용
글로벌형, 선진국형, 이머징형

등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대체투자
대체투자 부동산, 사모펀드, SOC Customized Index

특별자산 자산배분형, 절대수익형 등 Customized Index

전 체(중장기자산) 자산군별 비중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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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연금기금 자산배분

목적 및 근거

가. 자산배분 개요

목표

• 목 적

-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

- 경제, 금융환경 및 장기 운용방향을 고려 안정적 기금 증식에 기여

• 근 거(자산운용지침)

-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은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검토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금의 장기 전망을 고려한 요구수익률 및 경제, 금융시장의 전망을 반영하여 목표

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는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자산배분 프로세스

① ALM반영한 요구수익률 파악 ㅇ장기 재정추계(70년) 바탕으로 「적립배율 1」을 목표

② 중기 목표수익률 설정 ㅇ향후 5개년 경제전망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정

③ 허용위험한도 설정 ㅇShortfall Risk ≤ 15.0%, 최소 적립배율 ≤ 15.0%

④ 기대수익률 및 위험 산출 ㅇ자산군별 향후 5개년 기대수익률, 위험 및 상관계수 등 추정

⑤ 제약조건 반영 ㅇ특정 자산군 편중 현상 방지, 유동성 제약, 운용방향 등을 고려

⑥ 효율적 투자선상의 자산배분안 ㅇ평균-분산 모형을 통해 특정 위험에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배분안 도출

⑦ 투자대안 분석 ㅇ중기 운용전략 및 위험조정성과 등 대안 분석

⑧ 최적 자산배분안 도출
ㅇ기대수익률이 중기 목표수익률을 만족하고,
ㅇ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는 최적 자산배분안 도출

3. 공무원연금기금 자산배분



목표 설정

목표
수익률

∙ 기금의 장기(70년) 재정전망 최소 적립배율(1배) 달성 위한 요구수익률 반
영

∙ 중장기(5년) 기금 가치가 실질가치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70년 장기 재정추계

분석 및 요구수익률

도출

중기(5개년) 금융시

장 전망 분석(GDP, 

CPI)

장기 요구수익률 및

중기 목표수익률

비교

최종 목표수익률

확정

목표수익률 설정

3. 공무원연금기금 자산배분



2019~2023 공무원연금기금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채권

국 내 37.8 35.7 33.7 31.6 29.6

해 외 7.8 8.8 9.9 10.9 11.9

소 계 45.6 44.5 43.6 42.5 41.5

주식

국 내 22.7 21.4 20.0 18.7 17.4

해 외 11.5 11.9 12.3 12.7 13.1

소 계 34.2 33.3 32.3 31.4 30.5

대체투자 20.2 22.2 24.1 26.1 28.0

중장기자산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금리인상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 채권, 주식비중 축소

• 자산군 분산을 통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

- 자산배분계획은 자산운용위원회, 연금운영위원회 심의 후 국회 제출

3. 공무원연금기금 자산배분



자산군별 상관관계

구 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국내채권 1.00 0.58 △0.27 △0.45 △0.15 

해외채권 0.58 1.00 △0.14 △0.06 0.19 

국내주식 △0.27 △0.14 1.00 0.67 0.87 

해외주식 △0.45 △0.06 0.67 1.00 0.84

대체투자 △0.15 0.19 0.87 0.84 1.00 

3. 공무원연금기금 자산배분

• 채권과 주식은 음의 상관관계

• 국내외 동일자산은 양의 상관관계

• 대체투자는 상대적으로 전통자산과 낮은 상관관계 나타남



2018~2019년 국내 주요 연기금 자산배분

구 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채권

국 내 39.8 37.8 47.1 45.3 35.9 -

해 외 6.8 7.8 4.0 4.0 6.3 -

소 계 46.6 45.6 51.1 49.3 42.2 -

주식

국 내 24.0 22.7 18.7 18.0 26.4 -

해 외 11.1 11.5 17.7 20.0 13.4 -

소 계 35.1 34.2 36.4 38.0 39.8 -

대체투자 18.3 20.2 12.5 12.7 18.0 -

중장기자산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3. 공무원연금기금 자산배분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분석



가.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방향 검토

• 투자자산군 분석대상(4개 자산군 대표 지수)

• 데이터 대상 기간 : 2010.1월~2018.10월

• 대체투자의 경우 적정 대표지수 부재로 제외

구 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지 수 KBP KOSPI Barclays MSCI ACWI

데이터 발췌

• 자산배분 패키지 활용 : ‘Portfolio Analytics’

• 제약조건

- 전체 자산 Full Investment
- 최소ㆍ최대 배분비중 적용(최소비중 0.1%, 최대비중 40%)
- 위험(변동성) 대비 수익 최적모델

R분석 방법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R 코딩 Ⅰ

library('PortfolioAnalytics')

##시장데이터(지수)를 업로드 후 지수를 일별 수익률로 변환

index<-read.csv('c:\\data\\marketdata.csv',header=TRUE,)

index<-xts(x =index[,2:ncol(index)],order.by=as.Date(index[,1]))

head(index)

str(index)

summary(index)

returns<-na.omit(Return.calculate(index))

monthly.index<-to.monthly(index)

monthly.return<-na.omit(Return.calculate(monthly.index))

#Create portfolio specification
##Create Portfolio
asset_names<-colnames(index)
# Create a portfolio specification object using asset_names
port_spec<-portfolio.spec(assets=asset_names)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나. R 코딩



R 코딩 Ⅱ

##Add the weight sum constraint
port_spec <- add.constraint(portfolio = port_spec, type = "full_investment")

# Add the box constraint
port_spec <- add.constraint(portfolio = port_spec, type = "box", min = 0.1, max = 0.4)

# Add a return objective to maximize mean return
port_spec <- add.objective(portfolio = port_spec, type = "return", name = "mean")

# Add a risk objective to minimize portfolio standard deviation
port_spec <- add.objective(portfolio = port_spec, type = "risk", name = "StdDev")

# Add a risk budget objective
##port_spec <- add.objective(portfolio = port_spec, type = "risk_budget", name = "StdDev", min_prisk = 0.05, max_prisk = 
0.10)

# Print the portfolio specification object
print(port_spec)

# Run a single period optimization using random portfolios as the optimization method
opt <- optimize.portfolio(R = returns, portfolio = port_spec, optimize_method = "random", trace = TRUE)

# Extract the objective measures for the single period optimization
extractObjectiveMeasures(opt)

charts.PerformanceSummary(returns)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R 코딩 결과 Ⅰ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R 코딩 결과 Ⅱ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R 코딩 결과 Ⅱ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R을 활용한 자산배분 결과

다. R 코딩 결과 비교

구 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계

비 중 39.4 10.8 39.4 10.4 100.0

실제 자산배분

구 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계

비중(’19년) 47.4 28.4 9.8 14.4 100.0

비중(’23년) 41.1 24.2 16.5 18.2 100.0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 2018년도 주식수익률 급락, 채권가격 상승영향으로 주식비중은 낮게, 채권은 높게 배분
* 2018년 데이터를 제외할 경우 해외주식 비중이 12.2%로 상승, 해외채권 37.8%로 하락



다. R 코딩 결과 분석

• 4개 자산군을 기준으로 자산배분 결과 비교(Ⅰ)

- 주식은 R 분석결과 국내비중과 해외비중을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했으나, 

실제 배분계획은 국내주식 비중이 해외주식보다 ’19년 14%p, ’23년 6.0%p 높음

- 채권은 R 분석결과 국내비중과 해외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나, 

실제 배분계획은 국내채권 비중이 해외채권 보다 ’19년 37.6%p, ’23년 24.6%p 높음

- 자산군별 성과차트 상 2010년 이후 채권의 위험대비 성과가 우수하여 채권 비중 높음

• 4개 자산군을 기준으로 자산배분 결과(Ⅱ)

- R 분석 결과 주식과 채권 모두 국내비중과 해외비중을 유사하게 배분하는데,

- 이는 상관관계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와 해외의 동조화(Coupling) 영향이 큼

- 따라서, 해외투자 분산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 적정 환헤지비율에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공무원연금 환헤지 비율 주식 0%, 채권 100%)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라. 검토결과

해외투자 방향

ㆍR 분석 결과 해외 분산투자 효과는 지역간 동조화 현상으로 배분 비중상 차이 크지 않음

ㆍ다만, 환율과 금리레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요인

ㆍ대체투자의 경우 적정한 시장지수 부재로 자산배분 적정성 검증에 한계로 반영되지 않음

ㆍ해외주식의 경우 환오픈 전략이나, 검증 모형의 경우 환변동의 경우 반영되지 않음

검토결과

ㆍ따라서, 해외투자는 주식의 경우 달러자산 투자에 따른 통화분산을 고려하고,

ㆍ채권은 국내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해외 고금리채권 확보차원에서 투자 추진

ㆍ인력 및 조직차원에서도 해외투자의 과도한 확대는 관리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4. R을 활용한 자산배분 및 결과 분석



5.  평가 및 마무리



연구‧접근시 어려움

• R 을 활용한 적정 자산배분 비중 산출을 위해서는 기초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 유효한 결과 도출을 위한 적정 제약조건 설정, R 패키지 자체에 대한

분석도 선행 되어야하나 한계가 있었음

마무리

• 이번 교과인 ‘보험계약심사’에서 학습된 분류분석, 연관분석 등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 업무 관련 분야에 R을 활용함으로써 향후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동기부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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