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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퇴직연금에서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
형) 플랜 가입자는 은퇴 이후의 급여가 확정
되는 반면,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
여형) 플랜 가입자는 납입금액만 확정될 뿐 
미래의 급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DC 
플랜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적절한 투자전
략을 통하여 연금자산이 최대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가격은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은 퇴
직시점에 접근할수록 안전자산 위주로 전환되
어야 한다.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모형과 라
이프사이클포트폴리오는 최신의 운용기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계적이고 직
관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근거에 취
약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C 플랜 
가입자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라이프사
이클을 고려한 자산배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법을 활용한 자산배
분의 경우, 채권의 비중은 주식의 누적수익률 
열세와 변동성으로 인하여 비조건부 자산배분
과 주식에 대한 최저 투자비중을 고려한 조건
부 자산배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두 자산배분모형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다가 기간이 축소되면서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퇴직연금,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모형  

 
1. 1. 1. 1. 서론서론서론서론    

 
근로자는 평생동안 저축과 소비활동을 하

는 가운데 자산감소 위험(earnings risk), 사
망위험(mortality risk),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라는 3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8]. 
각 위험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자산감소 위험
은 저축의 확대로써 해결할 수 있고, 사망위
험은 생명보험을 통하여 준비하게 되며, 장수
위험은 적정 자산배분을 통하여 자산을 증가
시키거나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

다. 퇴직연금에서 투자의 목표가 은퇴시점에
서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것이라면, 퇴직플
랜은 헬스케어, 주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방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4].  

은퇴에 필요한 자금의 축적은 개인의 라
이프사이클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적립기간 동안에는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으로 전환하
여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이 은퇴시점
에서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로 많은 투자손실
이 발생한다면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손실 자산의 회복은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적 투자는 은퇴의 기간
구조와 투자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검토해야 
하며[11], 누적된 저축을 안정적인 퇴직급여
로 전환하려는 종업원의 관심을 충족시켜야 
한다[7]. 종업원들의 선호는 시간에 따라 변
화되고 있으며, 최적 소비-포트폴리오는 부
의 수준이 감소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
자를 중단할 수 있는 최적 투자정책이 필요하
다[5].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은 목표만기형
(life cycle asset allocation)과 적정분배형
(life strategy asset allocation)으로 구분된
다. 목표만기형은 투자기간 경과 시 포트폴리
오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배분이 조정되고, 적
정분배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자가 위
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해 나간다. 따
라서 적정분배형은 투자자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DC 플랜의 최종 자산은 근무기간 동안 
기업이 지급한 금액과 누적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률에 의존한다. 자산의 가격변동위험
은 은퇴이전에 자산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킨
다. 자산가격변동위험은 연금포트폴리오의 가
치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투자는 가격변
동의 위험과 수익률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목적함수
는 은퇴시점 이후의 개인의 부를 최대화하는 
것이며,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소비물가지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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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보다 높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 또는 포트폴리오는 제
약조건을 고려하여 최적화 모형에 근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DC 플랜 가입 근로자
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과학적인 자산배분모형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적 자본이 우월한 
종업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위험자산에 할당할 수 있다. 신규 입사자는 
연금누적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고수익 고
위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은퇴시기에 접
근하는 종업원은 누적된 원금을 보존하기 위
하여 저수익, 저위험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2. 2. 2. 2. 문헌연구문헌연구문헌연구문헌연구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는 연령에 좌우

되고 젊을수록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다
가 점차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
산의 비중을 증가시키게 된다.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는 은퇴시점으로 갈수록 고위험자
산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저위험 자산의 투
자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방
법은 미래의 자산관리 수익이 불확실한 DC 
플랜에 유용하다. Schooley & Worden[15]
은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무계획기간, 
그리고 위험성향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의 위
험은 투자기간과 위험성향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시간을 고려할 경우
에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 구성은 연속된 
시간[12]과 이산적 시간[14]의 확률분포 하
에서 이루어진다. 위험선호가 확률모형 하에
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현금, 채권, 그리고 주
식에 대한 구성은 고위험 포트폴리오에서 저
위험 포트폴리오로 이동하게 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최적 투자전략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9]. 과거의 은
퇴계획은 은퇴 이후 충분한 자산형성을 가정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위험자산의 수익률은 
평균에 회귀(mean-reversion)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략적인 
자산배분이 우월한 성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0].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불
확실성은 최적 투자전략을 최소 위험 할당전
략으로 다기간에 걸쳐 이동하게 한다[16]. 
일반적인 최적화 전략이 단일기간을 다루고 
있지만, 라이프사이클은 연속적이고 이산적이
며[12, 14], 확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이
프사이클 자산배분모형에서 Gomes & 
Michaelides[6]은 가계의 위험회피성향이 낮
을 경우 자산의 형성이 적거나 빈약하다는 것

을 발견하였고,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이 커
질수록 주식투자의 시기가 빠르고 더 많은 자
산을 축적한다고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퇴직연금의 자산배분
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목표만기형(life cycle asset allocation)과 연
금가입자의 위험성향을 고려한 적정분배형
(life strategy asset allocation)으로 구분된
다. 목표만기형은 시간이 지나면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이 재배분되며(SIFT: set-it-
forget-it), 은퇴시기를 결정하고, 기간에 따
라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수적인 포트
폴리오로 자산배분을 변경한다. 적정배분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는 저위험 자산이 
더 많이 편입된 펀드로 이동하며(DIY: do-
it-yourself),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수
적인 포트폴리오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 이는 투자자가 위험선호도와 주어진 시점
에서 상황별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 Soto et al.[17]은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최적 자산배분을 위해 동적 최적화 기법과 효
용함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만기목표형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을 
지지하였다.  

미국 교원연금기금(TIAA-CREF)은 서
로 다른 만기와 자산배분을 하는 7가지 유형
의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18]. 각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는 구체적
인 만기 은퇴기간에 의하여 관리되며, 각 포
트폴리오의 투자는 위험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에서 시작하여 만기가 가까울수록 보수적
인 전략으로 조정된다. 각 라이프사이클 포트
폴리오의 자산배분은 주식형 스타일에서 채권
형 스타일 또는 유동성자산으로 이동된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구조로 하락 장세에서 손실의 
위험과 상승 장세에서 고수익 실현에 의한 교
환으로서 실행된다[4]. 그러나 자산배분과정
에서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하락이나 기여액
의 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도 존
재한다.  

 
3. 3. 3. 3.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방법방법방법방법    및및및및    자료자료자료자료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는 기간의 변동

에 따라 자산을 변화시키고 있다. <표 1>에서 
2010펀드는 목표만기일(target-date)인 
2010년에 50:50으로 주식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가 조정되고, 10년 후인 2020년에
는 40:60으로 재조정된다. 각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목표만기일에 50:50로 주식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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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 채권포트폴리오가 조정되고, 10년 후에
는 40:60으로 조정된다. 60세에서 70세 또는 
조기 퇴직 시기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40:60이고, 최종적으로 75세 이후 주식투자 
부분은 채권투자로 전환되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20:80이 된다.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자산배분 수정 주기는 1년, 2년, 5년 등으로 
다양하다. 

 
<표1>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 

주식 (%) 채권 (%) 
펀드명 

국내 국제 장기 단기 

2010펀드 41.1 13.7 39.4 5.8 
2015펀드 47.1 15.7 34.1 3.1 
2020펀드 53.1 17.7 28.4 0.8 
2025펀드 59.1 19.7 21.2 0.0 
2030펀드 65.1 21.7 13.2 0.0 
2035펀드 67.5 22.5 10.0 0.0 
2040펀드 67.5 22.5 10.0 0.0 

자료: TIAA-CREF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는 시간의 이동

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포트폴리오로 
투자자의 투자기간과 위험성향에 따라서 관리
된다. [그림1]에서 펀드 내 자산의 이동
(glide path)은 초기에는 위험자산이 주식포
트폴리오에 투자되고, 은퇴시점으로 갈수록 
안전자산으로 이전한다. 은퇴시점에는 위험자
산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자산보존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자산을 증가시키는 
보수적인 투자로 이동한다.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가중치는 매년 말에 조정되지만, 자산 
내 개별자산의 비중은 매월 조정한다. 

 
[그림1] 목표만기형 자산배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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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IAA-CREF 
 
적정분배형의 경우, 투자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반면, 
목표만기형은 투자기간 경과 시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배분이 조정된다. 여기
서 자산배분방법은 주로 투자성향에 따라 5
개, 4개, 혹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포트

폴리오를 구성한다. <표2>는 적정자산 배분방
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준자산배분에서 주
식의 경우 하한 15%, 상한 10%, 채권의 경
우 하한 10%, 상한 15%, 그리고 현금성 자
산의 경우, 상한 25%수준에서 시장의 국면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표2> 적정자산 배분방법         (단위: %) 

투자전략 주식 채권 현금성 
안정투자형 20 60 20 
보수성장형 40 40 20 
중립성장형 60 40 0 
공격성장형 80 20 0 

자료: vanguard 
 
라이프사이클의 목적함수는 수익률, 위험, 

그리고 소비기간의 제약조건하에서 평생 소비
의 효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최적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시뮬레이션 최적화(simulation 
optimization)를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최
적화란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가지고 대상 시스템의 최적해를 찾는 과정
을 말한다[13]. 최적화 과정은 1차적으로 몬
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성하
고, 생성된 자료는 최적화 모형에 이용된다. 
최적화 방법으로는 유전 알고리듬을 활용하였
다. 유전 알고리듬은 최적화 과정에서 더 이
상 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집단이 
기존에 생성된 동일한 해를 제시하게 되면 시
뮬레이션의 실행(iteration)을 중단하게 된다. 
유전 알고리듬 최적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2, 
13]. 

 
1단계; 시행횟수 j=0을 결정하고, 초기모집단 P의 

해 P=(X1(0), …, Xp(0))를 선택한다. 
2단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P(j)에서 모든 모

집단 P의 해 X(j)에 대하여 성과 추정치 
Y(x)를 얻는다. 

3단계: P 해의 모집단을 P(j)에서 선택한다. 더 작
은 Y(x)값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
실하다.  

4단계: P(j+1)의 해와 crossover와 mutation을 
재결합한다.  

5단계: j=j+1을 결정하고 2단계로 간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1990

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
는 형태를 뛰고 있어 최적자산배분에서 자산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위험자산에 대한 실질 투자비중에 
대한 연구에서 주식이나 주식투자포트폴리오
에 대한 투자비중은 평균 22.64%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 또한 확정기여형(DC)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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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금의 경우, 펀드자산의 최고 40%까지 주
식투자가 가능한 포트폴리오에 가입할 수 있
으므로 최소한의 주식투자비중에 대한 제약조
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장의 금융자산에 
대한 자료 이용이 가능한 기간인 1988년 1
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국내주식(KOSPI), 
해외주식(MSCI EAFE), 통안채 1년, 콜금리 
등의 월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식의 지수나 
인덱스는 과거 일정 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대
한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가 1999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채권을 만
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을 갖고 있다. 콜금리는 매일 재투자된다고 
가정하여 분석기간별로 수익률을 계산하였고, 
통안채는 최초 시점에 투자되는 채권은 만기
까지 보유함으로써 매입수익률을 확보하고 만
기시점까지 이용 가능한 통안채로 재투자된다
고 가정하여 분석기간별로 수익률을 계산하였
다. 라이프사이클 연령의 구분은 최초 취업시
점부터 은퇴시기까지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
다. 수익률 계산에 사용된 분석기간은 라이프
사이클펀드와 라이프사이클 포트폴리오에서 
활용되는 목표만기형 자산의 재배분 기간인 
1년,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20년의 주
기로 나누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최초 투자 시점에서 재배분까지의 누적수익률
을 나타낸다. 

 
4. 4. 4. 4.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표3>은 국내시장에서의 금융자산 수익률 분
석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최초 투자일부터 1
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각 자산의 누적수익률 요약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최초 1원이 특정자산에 투자
되어 추가적인 유입이 없다면, 누적수익률의 
평균과 중앙값은 1년,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채권투자가 가장 높음
을 알 수 있다.  
 
<표3> 금융자산의 누적수익률     (단위: %) 

주식 
구  분 

국내 해외 
채권 유동성 

기간평균 0.049 0.051 0.102 0.091 

중 앙 값 0.065 0.074 0.118 0.104 
1 
년 

표준편차 0.327 0.158 0.047 0.047 

기간평균 0.079 0.098 0.217 0.194 2 
년 중 앙 값 0.086 0.122 0.249 0.247 

표준편차 0.389 0.233 0.100 0.099 

기간평균 0.173 0.228 0.649 0.575 

중 앙 값 0.103 0.224 0.684 0.627 
5 
년 

표준편차 0.470 0.304 0.297 0.287 

기간평균 0.163 0.396 1.757 1.529 

중 앙 값 0.033 0.401 1.640 1.436 
10
년 

표준편차 0.547 0.168 0.675 0.641 

기간평균 0.461 0.635 3.336 2.758 

중 앙 값 0.593 0.663 3.272 2.754 
15
년 

표준편차 0.462 0.330 0.753 0.563 

기간평균 0.961 0.990 5.875 4.576 

중 앙 값 0.949 0.975 5.891 4.577 
20
년 

표준편차 0.141 0.085 0.130 0.051 

  
그러나 연금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

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배분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
약조건으로 개별자산이 0%이상 100%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경우와 최소한의 주식투자 비
중을 제약조건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별로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유
전 알고리듬에 의하여 최적해를 구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횟수는 1,000번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국내주식은 국내의 시장요인으로 변동
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해외주식을 이
용하여 자산배분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모형을 활용하여 자
산을 배분한 결과, 국내주식은 지난 20여 년
에 걸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대수익
률은 낮고 변동성은 심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따라서 [그림 2]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주식에 대한 자산배분은 나타나지 못하
고 있다. 대안으로 선택된 해외주식도 분석기
간에 국내 채권시장이 고금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산배분에서 제외되었다. 즉, 제약조건
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자
산배분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2] 목표만기 자산배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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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이 안정화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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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에서, 저금리 구조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서의 주식은 장기적
인 측면에서 자산배분에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주식을 기계적으로 할당하
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식투자
에 대한 제약조건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즉, 
[그림2]의 조건부 주식의 자산배분에서 주식
에 대한 투자비중을 20년 40%, 15년 30%, 
10년 10%, 5년 5%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건
하에서 최적화를 실행하였다.  
 
<표4> 자산배분모형의 성과 

기    간 20 년 15 년 10 년 5 년 2 년 
비조건부 64.6 35.6 17.7 6.8 2.3 
조 건 부 49.9 31.0 16.7 6.7 2.3 
차    이 14.7 4.6 1.0 0.1 0.0 

 
<표4>의 분석결과를 보면, 각 기간별로 

비조건부 자산배분이 조건부 자산배분에 비하
여 성과가 우월하지만 투자기간이 줄어들면서 
성과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어 감을 알 수 있
다. 만일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면 위험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연금의 성과
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  

 
5. 5. 5. 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DC 플랜 가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라이프사이클을 고
려한 자산배분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
뮬레이션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 자산배분에서 
채권의 비중은 주식의 누적수익률 열세와 변
동성으로 인해 비조건부 자산배분과 주식에 
대한 최저 투자비중을 고려한 조건부 자산배
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자산배분모형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차이를 보
이다가 기간이 축소되면서 차이가 크게 줄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시장의 특성을 볼 때 라이프사이클 
자산배분에서 목표만기형과 적정분배형 중 무
엇이 자산증식에 유리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지
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전 기간에 비하
여 기대수익률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금
자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상 단기 성과로 미래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 자

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최적화 모형도 한계
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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