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LDI 전략 및 적용

1. 자산 중심 투자전략의 한계

다수의 DB형 사용자들은 연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후 위험 대비 자산 수익률

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일반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

부분의 DB형 적립금이 연금부채와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에 투자되고 있다. 또한 이렇

게 투자된 자산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11) 

그러나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점에 가입자들에게 약속된 연금급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중심으로 운용전략을 세우는 DC형과는 달리 

DB형에서는 연금부채가 자산운용전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다. DB형 사용자는 기초자산이 연금자산이고 행사가격이 연금부채로 

설정된 콜옵션을 구매하고 풋옵션을 판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잉여금(Surplus)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은 사용자가 가져가는 대신 결손금(Deficit)이 발생할 경우 결

손금만큼의 금액을 제도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즉 DB형 사용자는 손익 관리에 

있어 기초자산인 연금자산뿐만 아니라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가격인 연금부채도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 중심의 투자전략을 세

울 경우 자칫 사용자 혹은 DB형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11) 2017년 말 현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원리금보장형상품 투자 비중은 94.6%로 2017년 양
호했었던 금융환경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운용상품이 시장상황과 관계
없이 선택되어 투자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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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주: 연도 말 적립자산(), 연도 말 연급부채( ) 그리고 연도 말 적립비율()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5년 주식과 채권 시장이 매우 좋아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평

균적으로 약 28.7%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DB형 연기금에서는 오히려 

잉여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채권 이자율의 하락으로 연금부채가 평균적

으로 41.1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금부채 대비 연금자산의 적립비율은 

12.16%만큼 악화되었다. 반면, 주식과 채권시장의 성과가 저조했던 1994년의 경우 대

부분의 DB 연금제도의 잉여금은 오히려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역시 채권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연금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를 성주호(2016)에서는 재정평가역설(Valuation Paradox)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2) 1994년 퇴직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0.02%를 기록하였지만 퇴직부채를 평가하는 데 주요 
가정으로 사용되는 회사채 수익률 역시 상승함으로써, 1994년 평균적으로 퇴직부채는 약 
12.6% 정도 하락하였음. 즉, 대차대조표에 공시될 퇴직자산의 퇴직부채 대비 적립률은 
12.58%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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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할인율 변화에 따른 적립비율 변동(미국 사례)

자료: 성주호(2016)

즉, DB형 연금제도에서는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높게 발생하여도 금리의 하락으

로 연금부채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잉여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저조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금부채가 급격하게 감소

하여 잉여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를 함께 고려하여 잉여금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 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2000년대 접어들어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등에 의해 경제침체기가 확산되는 뉴노

멀시대(New Normal)가 전개되면서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

로 야기되었다(<그림 Ⅲ-3 참조>). 저성장, 저소비로 인한 투자수익률의 저조로 연금자

산이 감소되었으며 저금리로 인하여 연금부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연금부채를 고려한 연기금 자산배분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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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미국 100대 DB 연기금 적립비율

자료: Deutsche Bank(2010b)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 위주의 연기금 운용전략으로 인해 적립부족 충격(Funding 

Shortfalls)이 발생했으므로 연기금은 채권포트폴리오로 운용되어야 한다면서 전통적

인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tching: ALM) 방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사용자들은 연금자산과 연금부채를 매칭하는 동시

에 연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배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DI 전략은 연기금 자산운용의 핵심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표 Ⅲ-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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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LDI 전략을 도입한 미국 기업들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미국

연기금 규모 세부 사항

Honeywell Intl. Inc. $ 13,765 mil

2010년 11월에 향후 몇 년에 걸쳐 현재 주식형 자산 80%, 

채권형 자산 20%의 투자전략을 주식형 자산 20%, 

채권형 자산 80%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함

FedEx Corp. $ 13,295 mil

2010년 5월에 “향후 퇴직급여비용과 순부채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부채와 보다 잘 연동되는 채권형 자산에 
훨씬 큰 비중을 두는 LDI 전략을 도입했다”라고 밝힘

J.C. Penney co. Inc. $ 4,314 mil

2010년 1월에 “2009년 동안 우리는 기존의 주식위주 투자
전략에서 채권위주 투자전략으로 가는 장기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자산의 비중을 재구성했다”라고 명시함

NCR Corporation $ 2,582 mil

2010년 첫 분기 동안 회사는 퇴직연금 자산배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마침. 이를 통해 회사는 연금제도
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말까지 포트폴리오 
전체를 채권형 자산으로 배분할 계획을 발표함

Time Warner Inc. $ 2,092 mil

2009년 10월에 “자산배분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주식형 
자산 85%, 채권형 자산 15%인 자산배분을 주식형 자산 
50%, 채권형 자산 50%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는 자산
의 특성이 연금부채의 특성과 보다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라고 명시함

Sunoco Inc. $ 804 mil

2009년 10월에 “2009년 동안 목표비중이 변경되어 주식
형에 대한 10%의 비중을 채권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플랜 부채의 듀레이션과 보다 잘 매치하기 위해 채권형 
자산의 듀레이션은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전략 
변경의 이유는 투자 수익률, 잉여금(또는 부족금) 및 부담
금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밝힘

자료: 성주호(2016) 일부 수정

2. LDI 운용 철학 및 이론적 배경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목표는 단순히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급부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 

LDI 전략은 이러한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목표를 반영하여 연기금의 적립률을 일정

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부담금리스크(Contribution Risk)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본 절에서는 LDI의 운용 철학 및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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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DI 철학 

DB형 사용자는 기업의 가용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

는 전략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DB형 연기금의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행하는 기업의 재무행위는 크게 아래와 같

이 대별된다.

∙ 위험이전가설(Risk Shifting Hypothesis)

이 가설의 기본 전제는 지급보장장치13)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지급보장장치에 의해 해당 기업이 파산 또는 청산되는 과정에 연기금의 부족분

은 사전에 약정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과소적립상태에서도 위

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서 지급능력을 확보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행할 가능성이 있

다. 이로서 지급능력위험을 자산운용위험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용자는 약

정한 보증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 연기금을 지급보장장치로 이전할 수 있는 일종

의 풋옵션(Put Option)을 취득한다는 결과에 근거한 가설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

과로 Anantharaman & Lee(2014)는 미국 923개 DB 연기금을 실증 분석하여 과소적립

상태의 연기금이 더 위험자산에 투자함을 밝혔다.   

∙ 위험관리가설(Risk Management Hypothesis)

위험관리가설은 DB형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추구보다는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이론으로 상기 가설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다. 위험관리가설하에

서 DB형 사용자는 연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위험관리에 

주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Rauh(2009)와 Atanasova & Gatev(2013)는 공통적으로 미국 

13) 미국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영국 Pension Protection Fund, 독일 
Pensions-Sicherungs-Verein을 언급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형 도입이 진행 중
인 관계로 지급보장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상
기 가설을 적용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됨. 이 가설은 파산이나 해고와 같은 상황에서 과도
하게 미납된 퇴직연금제도(과도한 미적립상태)의 경우는 현실적 제약을 받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A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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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연기금을 실증 분석하여 적립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고 

적립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것을 밝혔다. 

LDI 전략의 목표가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부채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사용자가 직면하게 되는 잉여금리스크(Surplus Risk)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

였을 때 LDI 전략은 위험관리가설의 관점과 유사하다. LDI 전략에서 사용자는 위험 감

내도(Risk Tolerance Level)에 따른 목표 적립자산 수준을 설정한 후 목표 적립자산 초

과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통해(예를 들어, 포터블 알파 전략 등) 수익률 

제고 효과(해당 기업의 재무리스크 경감)를 기대한다. 이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완

전매치에 근거한 전통적인 ALM 기법들과는 차별적이다. 즉, 연금자산의 적립수준이 

목표적립수준을 달성하였을 시에는 부담금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산

배분전략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현금흐름매칭, 듀레이션매칭 등의 ALM 전략과는 그 

차별성이 있다.

LDI 전략의 핵심은 과거 전통적인 자산 중심의 수익률 극대화 운용전략(Return-Oriented)

에서 탈피하여, 운용성과를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의 차이인 잉여금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기금적립비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자산 중심의 투자전략의 

경우, 자산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후 위험 대비 자산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장기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반면, LDI 전략은 연기금의 적립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상당 수준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의 재정부담(기여금리스크) 또한 관리될 수 있다. <그림 Ⅲ-4>는 수익률 중심 포트폴리

오, LDI 포트폴리오,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LDI 포트폴리오는 연금자산의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상당 

부분 헤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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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수익률 중심 포트폴리오, LDI 포트폴리오, 연금부채(DBO)의 변동 추이

자료: Deutsche Bank(2010a)

나. LDI 포트폴리오 구성

LDI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부채매칭 포트폴리오(Liability 

Matching Portfolio)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Return-Seeking Portfolio)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포트폴리오 간의 비중은 사용자의 위험감내도, 기대수익률, 재무건전성, 제도

의 성숙도, 연기금의 적립률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LDI 전략이 존재한

다. 이는 사용자의 운용 철학이며 하나의 획일적 방법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단적

으로 사용자의 과거 경험, 경기전망, 재무리스크 감내 수준 등에 의해 다양한 전략이 

구사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는 연금부채를 고려하지 않아 상당 수준의 

듀레이션 갭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매우 취약하여 

적립부족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반면, LDI 전략은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각각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듀레이션 갭을 제거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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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좌)와 LDI 포트폴리오(우) 자산구성 예

주: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리 포트폴리오를 부채매칭 포트폴리오로 정의함
자료: Deutsche Bank(2010a)

1) 부채매칭 포트폴리오 

DB형 연기금은 적립단계에서 이자율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불일치를 야기하며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DB

형 사용자들은 가입자들의 연금급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리스크들을 

고려하여 연기금의 자산배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채매칭 포트폴리오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들을 고려하여 연금

자산과 연금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매칭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의 간단한 예시를 위해 모든 투자자산은 이

자율리스크 혹은 시장리스크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그림 Ⅲ-6> 참조). 그림

에서 화살표의 길이는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총 위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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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이자율/시장리스크에 따른 투자자산의 총 위험 개념도

자료: Western Asset(2007)

만약 두 개의 투자자산 , 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두 투자자산 간의 투자 비중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투자자산의 

투자 비중이 50:50일 경우 , 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그림 Ⅲ-7>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7> 두 가지 자산 조합에 의한 자산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개념도

자료: Western Asse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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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금자산과 연금부채를 고려하여 상기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보자. 연금자산

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시장리스크와 이자율리스크에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면, 연금부채는 시가평가에 의해 이자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

고 연금자산과는 반대방향의 현금흐름을 가진다. 따라서 DB형 연기금의 총 위험은 

<그림 Ⅲ-8>과 같이  로 도식화할 수 있다. 연금부채는 할인율과 음의 관계이고 

또한  의 듀레이션은 <그림 Ⅲ-8>에서 축 하단에 위치하는 만큼 듀레이션 갭이 

발생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Ⅲ-8> 부채를 고려한 DB형 연기금의 총 위험 개념도

자료: Western Asset(2007)

<그림 Ⅲ-8>에서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듀레이션 갭으로 발생한 이자율리스크는 

옵션, 선물, 스왑계약 등을 통해 <그림 Ⅲ-9>와 같이 완전히 헤지할 수 있다. 



54 연구보고서 2018-23

<그림 Ⅲ-9> 추가적인 이자율 스왑 실행 시 DB형 연기금의 총 위험 개념도

자료: Western Asset(2007)

하지만 시장리스크의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채권포트폴

리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금자산의 총 위험은 주로 시장리스크가 아닌 

이자율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듀레이션 매칭과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또한 시장리스크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연기금의 적립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그림 Ⅲ-10> 참조). 이러한 연유로 

부채매칭 포트폴리오는 주로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설정된다. 

<그림 Ⅲ-10> LDI 포트폴리오 구성 시 DB형 연기금의 총 위험 개념도

자료: Western Asse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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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의 기본구조는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

이고 채권의 투자 비중을 늘림으로써 자산포트폴리오의 시장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연금자산과 연금부채 사이의 듀레이션 갭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가진

다. 이는 Long Duration LDI 전략으로서 국공채를 이용한 패시브 채권 운용전략을 통

해 듀레이션이 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장기 회사채를 조합한 액티브 채권 운

용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액티브 채권 운

용의 경우 시장 유동성이 적어 적절한 투자자산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는 초과수익을 통해 기업재무리스크(혹은 기여금리스크)를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채권 중심으로 투자되는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와는 달

리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는 사모펀드, 부동산,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을 투자대상

으로 설정한다. 또한 초과수익을 위해서는 잉여금위험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기 때

문에 위험회피 성향이 낮은 사용자일수록 전체 LDI 포트폴리오 대비 수익추구 포트폴

리오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포터블 알파(Portable Alpha) 전략을 주 운용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포터블 

알파 전략은 시장의 변동과는 독립적으로 매 시점마다 시장수익률 이상의 투자수익률

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수단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의미한다.

포터블 알파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Ⅲ-11>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

용자가 위험자산에 투자하였을 때 얻게 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크게 베타수익률

과 알파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 베타수익률은 시장위험(베타)을 감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벤치마크 수익률이며, 알파수익률은 펀드매니저의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통해 얻

게 되는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을 의미한다. 시장 위험요인은 공매도 및 선물, 스왑, 옵

션 등의 다양한 파생상품을 통해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알파수익률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포터블 알파 전략은 베타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알파만 추출하여 투자

가가 원하는 포트폴리오에 자유자재로 추가하는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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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베타 수익률 및 알파 수익률의 개념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는 동시에 주식의 시장리스크를 제

거하기 위해 KOSPI 200 선물을 매도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중 주식시장의 베타수익률은 KOSPI 200 선물 매도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기 때

문에 사용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액티브 운용을 통해 주식시장의 알파수익률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로 국채 선물을 매수할 경우 사용자는 국내 채

권시장의 베타수익률과 국내 주식시장의 알파수익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Ⅲ-12> 참조).

<그림 Ⅲ-12> 포터블 알파 전략 예시

포터블 알파 전략 외에도, DB형 사용자는 위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

익추구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용자의 경

우 Long-Short 전략을 통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소극적 투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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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원하는 사용자의 경우 시장수익률을 연동하는 지수화(Indexation) 전략 혹은 여

기에 현·선물 차익거래, 페어트레이딩 등의 일부 수익률 제고 전략을 가미한 강화된 

지수화(Enhanced Indexation) 전략 등을 자산배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Ⅲ-13> 투자자 위험 성향에 따른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전략 옵션 예시

3) LDI 포트폴리오

LDI 전략은 ①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매칭 ② 초과수익 창출 등 두 가지의 투자 목

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와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용한다. 다만, LDI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식 

(3.1)과 같이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평가된다.

  ×   × (3.1)

여기서,   회계연도 초 포트폴리오

   회계연도 초 부채매칭 포트폴리오

   회계연도 초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회계연도 초 부채매칭 포트폴리오 가중치 ≤  ≤ 

   회계연도 초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가중치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간의 투자 비중( )은 DB형 사용자의 

위험감내도, 연기금의 규모, 적립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험감내도가 낮은 DB형 사용자의 경우 부채매칭 포트폴리오 중심의 LDI 전략

을 선택하여 잉여금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향할 것이다. 반면, 위험감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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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용자의 경우 초과수익 달성을 통하여 부담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연기금

의 자산운용전략으로 선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회

계연도마다 수행해야 하므로 차년도의 LDI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은 직전년도의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재설정되기도 한다(<그림 Ⅲ-14> 참조).

<그림 Ⅲ-14> LDI 포트폴리오 구조도

주: 본 그림은 LDI 프로세스의 이해를 위해 저자가 직접 상기 논의를 도식화한 것으로 영문 표현이 가독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영문으로 표현하였음

<그림 Ⅲ-15>는 연기금의 상대적 규모와 연기금 제도의 근로자 유입 여부, 적립비율

에 따른 적절한 LDI Solution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Max LDI 전략은 대다수의 부

채 위험을 헤지함으로써 잉여금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반면, Light 

LDI 전략은 연금부채의 일부만을 헤지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자산배분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Moderate LDI는 이 둘의 중간 수준의 전략으로 정

의된다. 실제로 LDI 전략은 잉여금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기에 Max LDI 

전략이 기본적인 형태의 LDI 전략이다.

<그림 Ⅲ-15>를 살펴보면 기업의 자본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기금

의 경우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연금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려 연금부채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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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여력이 존재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연기금은 약간의 자산, 부채 불균

형이라도 기업의 운영리스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Max LDI 전략을 통해 

잉여금리스크를 최소화 하여야한다. 

또한 플랜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기금의 경우, 미래에

도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

는 여력이 존재한다. 반면, 더 이상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기금의 

경우 가입자들의 연금급부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매칭을 

중점으로 자산운용을 실행해야 한다.

<그림 Ⅲ-15> 적합한 LDI Solution을 위한 고려사항

자료: Deutsche Bank(2007)

3. LDI 관련 리스크 분석

DB형 사용자는 적립기간 동안 연기금의 투자리스크를 부담하는 동시에 가입자 퇴

직 시 약속된 연금급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연기금의 지급능력을 확

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차적으로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급능력리스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부담금리스크는 지급능력리스크 관리 결과

(즉, 자산운용의 결과)에 대한 이차적 대응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LDI 자

산배분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LDI 전략에서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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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잉여금리스크

DB형 연금제도하에서 사용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부지급액을 사전

에 적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경제변수의 변동, 기업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금

자산을 항상 완전한 적립상태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연기금에 부족분이 발생

할 경우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연금수급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은 연기금이 잉여 또는 결손 없

이 적정한 적립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중요하게 점검한다. 즉 DB형 연기금

의 재정건전성은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차이는 잉여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식 (3.2)와 같이 산출

할 수 있다. DB형 사용자는 연금자산을 최소한 연금부채 수준만큼 유지해야 한다. 여

기서 는 목표 적립비율을 의미하며,   으로 설정할 경우 목표 대상이 없어지므

로 일반적인 자산 중심의 모형이 되게 된다.

  ∙         (3.2)

여기서,   회계연도 말 잉여금

   회계연도 말 연금자산

   회계연도 말 연금부채

   회계연도 말 목표 적립 비율

DB형 사용자는 잉여금의 변동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여기서 

잉여금의 변동수준은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4) 

      (3.3)

     × × 

      × 

14) 계산의 편의상 식 (3.2)에서   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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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회계연도 연금자산 증가율
   

   회계연도 연금부채 증가율
   

   회계연도 잉여금 증가율
   

위의 식을 정리하면 잉여금 증가율( )을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4)

그러나 식 (3.4)는 ①    이거나 ②    이고    인 경우 지표로

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harpe and 

Tint(1990), Ezra(1991)는 잉여금 증가율을 기시 연금자산 대비 잉여금의 증감으로 식 

(3.5)와 같이 재정의하였다. 

 


 


×   (3.5)

이후 연금자산은 연금부채 매칭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Leibowitz 

et al.(1992), Waring and Siegel(2009), 정도영·성주호(2015)는 잉여금 증가율을 기시 

퇴직급여부채 대비 잉여금 증감으로 식 (3.6)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  (3.6)

잉여금리스크를 잉여금 증가율( )의 표준편차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최종

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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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7)

여기서,    시점의 잉여금리스크

    시점의 적립비율

     연금자산 증가율과 연금부채 증가율의 공분산

다만, 상기와 같은 일반적 잉여금리스크 측도는 손실에 대한 변동뿐만 아니라 추가 

이익에 대한 가능성까지 동일하게 헤지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잉여금리스크 관리를 하방리스크 관리로 한정하는 지급

능력리스크 중심의 LDI 자산배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지급능력리스크

지급능력리스크(Solvency Risk)는 DB형 연금제도에서 향후 연금자산이 가입자에게 

약정한 연금급부에 못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급능력리스크가 발생하면 사용자 측

면에서는 추가 납입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입자 측면에서는 연금수급권이 일

정 부분 훼손될 수 있다. 즉, 지급능력리스크는 사용자의 재무건전성 악화, 사용자가 

필요한 부담금을 적시에 충분히 납입하지 못할 가능성, 기대 이하의 자산운용 성과, 연

금제도 운영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의 환경변화로 사용자가 연금지급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입자가 떠안게 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연금계리적 관점에서는 연금자산이 연금부채를 120% 이상 항시적으로 충족할 경우 

향후 지급능력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연금부채가 추

정치이므로, 추정에 적용된 계산기초율이 비관적으로 변화하더라도 20% 수준의 완충

기금이 이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Haberman and Sung(1994; 2002; 2005)은 DB형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

험으로 지급능력리스크를 제시하였으며 식 (3.8)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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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여기서,  지급능력리스크

   할인 함수   ∼

   회계연도 말의 연금자산

   회계연도 말의 목표 적립 연금자산

또한 Haberman et al.(2003)은 불확실한 시장 정보를 고려하여 가입자 퇴직 시점에 

결손이 발생할 기댓값을 평균하방리스크로 정의하여 식 (3.9)와 같이 산출하였다. 



×Pr    ×      (3.9)

여기서,  평균하방리스크

  평가시점 현재 연금자산

   퇴직시점의 연금부채

   퇴직시점의 연금자산

Haberman et al.(2003)의 평균하방리스크 개념은 앞서 Haberman & Sung(1994)이 

제시한 지급능력리스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능력리스크를 식 (3.10)과 같이 정의하였다.

      ×Pr    
   

(3.10)

여기서,   시점의 잉여금리스크

    시점의 연금자산

    시점의 (목표)연금부채

본 연구에서는 식 (3.10)을 미래 자산운용관리기간()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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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DI 전략 수립 및 범용성

가. LDI 전략 수립

DB형 연기금은 가입자의 연금급부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

서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실시되는 DC형 제도와는 달리 DB형 제도는 연금부채

가 자산운용전략 수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도 DB형 자산배

분전략으로 연금부채에 상응하는 적립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담금의 변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

작하였다. 1990년 초반에는 DB형 자산운용 방안으로 평균/분산 최적화 전략에 연금부

채를 포함한 잉여금 최적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Leibowitz and 

Henriksson 1988; Sharpe and Tint 1990; Ezra 1991). 이후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

조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부채의 

변동을 헤지하는 동시에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LDI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

하였다(Hoevenaars et al. 2008; Waring and Siegel 2009; Qian 2012). 기존의 DB형 

연기금 자산배분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자산배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연금부채 총량을 먼저 산정하고 합리적인 자산배분전략을 

구축하는 연구방법론이 보편적이었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채평가방

식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C)이 채택되어 있어 개인 

가입자별 부채의 성격(Job Duration)이 상이한 점을 주목하였다.15)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PUC 방식이 개인별로 DBO(Defined Benefit Obligation)를 산출하는 특성을 반

영하여 개인 연령별 “Age-Dependent LDI Portfolio”를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15) 다른 부채평가방식과 비교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해 산출된 퇴직부채는 근속연수가 
짧거나 임금수준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됨. 반면, 정상퇴직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연금부채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함. 이는 근속연수 및 임금의 증가로 인해 발생급여가 
증가하고,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것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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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개인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하

여 DB 연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나. 분석모형 및 가정

1) 분석모형

DB형 가입자의 주 관심사는 연기금의 지급능력이 항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여

부이다. 실제로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매년 재정검증을 통해 연기금이 최소 요구수준

만큼의 적립비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였

을 때 DB형 연기금의 자산배분은 매 평가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능력리

스크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기

금의 자산배분전략이 중장기적 자산배분 성과에 의해 90% 이상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16) 매 평가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능력리스크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중장기적인 최적자산배분을 가입자의 연령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산배분전략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Pr   (3.11)

여기서,   위험자산의 비중

   퇴직까지 남은 기간

   할인함수( 는 할인율)

    시점의 연금부채

    시점의 연금자산

16) Blake, Lehmann and Timmerman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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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가정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 (가정 1-1) 연금부채는 PUC 방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  × 
   

  






(3.12)

여기서,   회계연도 말 세인 가입자의 연금부채

   회계연도 말 가입자의 총 연금부채

   세인 가입자가 년간 재직할 확률

   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1년 내 퇴직할 확률

   시점에서의 약정된 퇴직급여

   회계연도 말 적용 할인율

∙ (가정 1-2) 연금부채 산출을 위해 적용된 임금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가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상승률 퇴직률2) 사망률

3.2%
1)

20~29세: 15%

30~39세: 20%

40~49세: 25%

50~59세: 30%

제8회 경험생명표

주: 1)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상승률
2) 저자 임의 적용

∙ (가정 1-3) 연금부채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Vasicek 모형을 따르며 모형에 적용된 부

채할인율의 장기평균, 표준편차, 평균회귀 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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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부채할인율 가정

장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회귀 속도

3.4% 1.6% 0.49

주: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모수는 R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SMFI5”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KIS 국고채 5년 지수

∙ (가정 2-1) 연금자산은 다음의 재귀식 모형에 따라 성장한다.

    ×   (3.13)

여기서,   회계연도 말 보유 연금자산

   회계연도 초 보유 연금자산

   회계연도 초 표준부담금( 회계연도 임금총액의 8.33%)

   회계연도 기간 투자수익률

∙ (가정 2-2) 연금자산의 투자대상은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으로 한정하며 각각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기하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 GBM)을 따른

다.17) 모형에 적용된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투자자산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국내주식 국내채권

평균 12.5% 4.5%

표준편차 23.3% 1.8%

주: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음
자료: KOSPI 종합지수; KIS 종합채권지수

∙ (가정 3) 자산과 부채에 적용된 국내주식, 국내채권, 부채할인율은 촐레스키분해

(Cholesky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상관관계를 반영하였다.

17) Albrecht and Maurer(2002)의 가정을 차용하여 연금자산에 투자하는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의 수익률은 각각 기하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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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투자자산 및 부채할인율의 상관계수

구분 국내주식 국내채권 부채할인율

국내주식 1.000 - -

국내채권 0.219 1.000 -

부채할인율 0.388 0.940** 1.000

주: 1)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음
2)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함

자료: KOSPI 종합지수; KIS 종합채권지수

∙ (가정 4) 평가시점 현재(  ) 연기금의 적립비율은 100%이다. 즉, 평가시점의 연금

자산과 연금부채의 가치는 정확히 일치한다.

∙ (가정 5) 제도 내의 모든 가입자의 입사연령은 20세이며, 현재까지 근로용역을 제공

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연금채무가 발생한 상태이다.

∙ (가정 6) 연금부채 평가는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급능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연금자산의 최적자산배분을 산출하기 

위해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활용하였다. 유전알고리즘은 1975년 

Holland에 의해 처음 소개 된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컴퓨터 공학, 생산운영관

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비선형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

다. 1990년대 들어서는 재무 분야에서도 다양한 학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최적자산배분

을 산출하기 위해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Arnone et al. 1993; Oh et al. 2005). 

이는 목적함수 식(3.11)과 같은 일반비선형동적문제(General Nonlinear Dynamic 

Programming Problems)에 대한 수치 해석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용성이 매우 

높다.

최근 연금의 자산운용 방안은 다양한 변수를 현실에 가깝게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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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문제에서 벗어나 비선형 복잡계(Nonlinear Complex World)에 귀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급능력리스크의 최소화 문제도 GBM, Vasicek 등의 비선형모형에 

의해 추정된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알고

리즘을 활용한 수치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연령별 최적자산배분을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원리의 이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급여력리스크 최소화 문제를 

예시로 들면, 본 연구의 지급여력리스크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에 의해 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유전알고리즘은 무작위하게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들을 만들어

낸 후 그 중에서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상위 10% 혹은 20%의 위험자산 비중들

만 추출하여 그 비중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무작위한 위험자산 비중을 산출한다. 이러

한 프로세스를 여러 번 거치면서 유전알고리즘은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G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유전알고리

즘을 실행하였다.

다. 분석결과

1) DB형 가입자의 연령별 최적자산배분

본 연구에서 산출한 DB형 가입자의 연령별 최적자산배분은 <그림 Ⅲ-16>과 같다. 

분석결과 TDF와 유사하게 가입자가 저연령일수록 연금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

하는 것이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B형, DC형 

관계없이 가입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

적인 연금급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식의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정상퇴직연령(60세 가정)에 가까운 58세에서도 10% 내외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연령에서도 일정 수

준 이상의 주식을 투자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원리금보장형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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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있는 현형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행태는 연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측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아가 사용자의 부담금리스크를 증가

시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야

기할 수 있다. 지급여력리스크와 부담금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궁극

적으로 가입자들의 연금급부 수급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DB형 사용자는 원리금보장 중심의 자산운용에서 탈피하여 연금부채를 고

려하여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배분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6> DB형 가입자의 연령별 최적자산배분

2) 제도 구성원에 따른 DB형 연기금의 최적자산배분

DB형 연기금의 총 포트폴리오는 개별 가입자들의 포트폴리오 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령별 최적 포트폴리오들을 이용하여 연령별 구

조가 상이한 DB형 연기금들의 최적자산배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단한 예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Ⅲ-6>처럼 연령별 구조가 상이한 DB형 제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각 연기금별 최적자산배분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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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DB형 연기금의 연령 구조별 가입자 시나리오

(단위: %)

구분 A 연기금 B 연기금 C 연기금

20대 비중
(20~29세)

25 40 10

30대 비중
(30~39세)

25 40 10

40대 비중
(40~49세)

25 10 40

50대 비중
(50~58세)

25 10 40

연령별 구조에 따른 연기금의 최적자산배분은 <그림 Ⅲ-17>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

대가 가장 낮은 B 연기금의 경우 주식비중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

대가 높은 C 연기금의 경우 주식비중이 4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 구성

원의 연령 특성에 따라 상이한 자산운용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성원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연기금을 운영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연기금 통합 포트폴리오의 최적자산배분은 가입자

별 연금채무를 기준으로 개별 가입자들의 최적자산배분을 가중 평균한 값이다. 따라

서 고연령 가입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연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크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연령층으로 이루어진 연기금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채권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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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연령별 구조에 따른 연기금의 최적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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