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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금의 자산운용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부문)의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결과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 시 기금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

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기금규모에 따른 차등적 체계

를 유지하고 있는 현 평가체계에서 기금의 성격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2017회계연도(2018년 평가 실시)부터 2020회계연도

(2021년 평가 실시)까지 최근 4년 동안 시행된 평가를 대상으로,

비계량지표로써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

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과 기금의 설립목적

에 따른 분류인 기금유형에 따른 차이가 계량지표로 평가되는 기

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 회귀분석을 통

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정밀함을 위해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

기금운용주체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지표를 연

기금투자풀 가점을 포함한 최종등급으로 측정하면 자산운용 체계

만이 유의하며, 자산운용 체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운용 성과

는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둘째, 앞서 분석결과는 기금규모가 작아

자산운용에 역량집중이 어려운 기금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연기금

투자풀에 투자하고 가점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으로 보인다.

연기금투자풀 가점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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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을 연기금투자풀 가점 전 등급

으로 측정하고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을 통제변수로 추가하면 자

산운용 정책만이 유의하며, 자산운용 정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

산운용 성과는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셋째, 기금유형은 조절변수로

기능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써 작용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금융성기금 대비 사업성기금 및 사회보

험성기금의 자산운용 성과가 더 뛰어나며, 사업성기금 일 때 증가

하는 자산운용 성과보다 사회보험성기금 일 때 증가하는 자산운용

성과가 더 크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은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 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산운용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기금투자풀 육성 정책과

이에 따른 평가상 이점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들이 많은 만큼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기금

은 자산운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

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성기금 및 사업성기금이 사회보

험성기금의 자산운용을 그대로 벤치마크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

는 만큼 기금유형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불리가 지속된다면 평가체

계의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기금운용평가, 기금유형,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자산운용 성과

학 번 : 2018-2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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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과 다른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규모

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20년말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운

영하는 기금은 67개이며, 자산규모는 약 2,271조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9%씩 증가한 것으로 기금이 국가의 예산 운용에서 차지하

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금에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뿐만 아니라 다양

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금들이 존재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사회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성기금, 보증·보험 등의 금융기능을 수행

하는 금융성기금, 관광진흥, 창업진흥 등 다양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성기금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기금의 성격에 따라 재원조달의 경로도 다양한데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한 출연금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주요 재원이 되기

도 하며, 은행과 같이 정부 외 기관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금으로 모여든 자금은 여유

자금이 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전까지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즉,

각 기금의 사업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여유자금 운용의 중

요성은 모든 기금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에 관한 기

사를 통해 기금운용의 중요성에 대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

금의 수익률 저조 또는 우수라는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과

칭찬의 말들이 넘쳐나며,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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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금 고갈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

라는 암울한 전망이 뒤따른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수납 금액이 가까

운 시일 내에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기금운용을 통

한 수익 창출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적절한 운용을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는 모든 기금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한편 기금은 제도도입 초기부터 예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

으로 인해 정부 부처의 돈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아왔으며, 1990년도

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방만한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에

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00년부터 1999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기

금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의

사업운영과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왔다. 특히 자산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운용의 주요 프로세스 및

자산운용 성과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기금운용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이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기금운용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금운용평가 관련

연구는 시행 초기인 2000년대 초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다른 사업운영평가 부문과 자산운용평가 부문을 함께 분석하여 자산운용

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업운영평가와 자산운용평가를 받은 기금

을 대상으로 평가 전후 기금의 재무성과를 비교하여 기금운용평가 자체

의 효용성에 집중하거나(강신범, 2005; 강신범, 2006), 사업운영평가와 자

산운용평가를 대상으로 기금규모, 운영주체, 설치목적, 운영사업 수 등의

독립변수가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

(김태일, 김상헌, 2003). 윤수재, 이광희, 박석희(2010)는 기금운용평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기금운용평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

으나 자산운용평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다 보니 기금운용의 성

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의 심층적 분석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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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기금운용평가 중 자산운용부문을 중심으로 기금별 평

가결과 분석에 집중하여 기금의 실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기금규모에 따른 차등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평

가체계에서 기금의 성격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들을 자산운용의 적절성이라는 한 가지 기

준을 통해 평가하는 만큼 특정 기금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 규모별 상위 1/3 이

상의 기금에 대해서는 0.5%p 기금운영비 증액, 하위 1/3 이하의 기금에

대해서는 0.5%p 기금운영비 삭감이 적용되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

티브도 명확한 만큼 적절한 평가체계의 중요성은 크다.

둘째,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아봄으로써 자산운용 시 기금들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사

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규모가 2,000조원이 넘는 기금의 자

산운용 성과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본 연구의 의미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평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실시되고 있는 기금운용평가 중 자산운용부문 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각 부처

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운영평가, 기금 자산운용

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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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별 기금이며,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상

평가대상연도의 전년도 여유자금 평잔이 100조원 미만으로 대형, 중소형

으로 분류된 기금의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대규모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의 비교를 통해 평

가하는 등 평가체계가 대형기금 및 중소형기금과 상이하여 평가결과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4개년인 2017회계연도(2018년 평가 실시)부터 2020회

계연도(2021년 평가 실시)까지 실시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의 평

가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기간은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평가

하는 기본 구조 및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등 정

성적 요소와 단기자산의 수익률,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위험대비 성과,

운용상품집중도, 공공성확보 노력도 등 정량적 요소를 평가하는 세부 구

조가 같을 뿐만 아니라 계량지표의 기금별 등급과 점수가 공개되어 세부

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되는 개별 기금은 총 65개 기금이다. 기금운용평

가(자산운용부문)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운용하는 기금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기금은 격년으로 실시함에

따라 매년 평가대상기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4개년 평가결과를 보유

한 기금이 20개, 3개년 평과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4개, 2개년 평가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36개, 1개년 평가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5개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나타내는 계량평가 점수로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다. 독

립변수는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기금유형과,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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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 비계량지표로써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각 요소인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평

가결과 지표별 최종등급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명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는 기금

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 기금운용주체 등은 통제변수로 두었

다.

또한, 제시된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한 논의를 위해 독립변수

인 기금유형과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특정 유형의 기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도출해 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독립변수인 기금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다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변수에 대한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뒤 개별 기금 및 연

도를 기준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7.0

을 통계패키지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기금운용평가 이후 발간

하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기

금운용평가보고서상 확인이 어려운 개별 기금 사항의 파악을 위해 기획

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기금현황’ 자료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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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기금제도 개요 및 필요성

1. 기금제도의 정의 및 특성

우리나라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같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만으로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

된 「예산회계법」으로 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 관리 및 국가 채무 등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가재정법」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기

금의 법적 정의도 이 법에 근거한다. 법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법

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으로 정의된다(「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학술적 관점에서 기금제도를 정의하면 목적성 있는 자금이라는 기금

의 특성과 정책 도구의 일환이라는 기금의 특성에 주목하여 정의할 수

있다. 즉, 기금은 정부의 특수목적 실현을 위해 적립된 자금을 일반적인

예산원칙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예산의

형태이자 재정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윤수재, 이광희, 박석희, 2010).

기금의 좀 더 명확한 개념 정의 및 특성 파악을 위해 기금제도와 구

분되는 예산제도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

다.

국가의 예산제도는 크게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되고, 회계는 다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제도로 정의

되며(「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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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

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이 필요할 때 설치

하는 예산제도로 정의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일반회계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는

반면,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출연금과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산별 운영 절차는 차이점이 크다. 예산 확정절차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부처의 예산요구와 이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기금은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계

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와 운용주체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 집행절차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합법성

에 근거하여 엄격히 통제를 받지만,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인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예산 계획변경

에서 두드러지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국회 의결을 통한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20%이하(금융성기금의 경우 30%)인 경우 국회 의결 없이 변경

할 수 있다.

2. 기금제도의 운영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국가재정법」을 기본으로 하여 기금 제도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을 개별 기금법으로 규정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 제도의 운용 원칙,

편성, 관리 및 운영, 결산, 기금운용의 심의 및 감독, 평가, 처벌 등에 관

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개별 기금법은 기금별 특색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는 기금관리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사 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기금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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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용은 기금관리주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

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구체적인 규정을 개별 기금법에 두는 경우가 많

다. 주요 기금 조성원으로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부담금, 개인 또는 단

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채권 발행에 따른 자금, 차입금, 각 회계로부터

의 전입금 및 예탁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출연금·차입금, 기

금운용수익금, 기금관리주체의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이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국가 내 특정 부문의 육성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하거나,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따른 자금의 효

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 따라서 기금은 특정 사업 부

문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하거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 및 보

조하거나, 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된

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국가재정법」에서 기본적인 사항과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개별 기금법에서 세부적인 운용 방법을 정한다. 개

별 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

사에의 예탁, 공사채 및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다른 기금에의 예탁,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부동산 매입 등

이 있다.

한편, 기금의 여유자금은 발생 유형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등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

립하는 일상적·장기적 여유자금이며, 둘째는 수입 시기와 지출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시적·단기적 여유자금이다.

3. 기금제도의 필요성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예산원칙의 일

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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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1990년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방만 운용 문제로 인해

2001년부터 국회에 보고하던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가 일반 예산과 같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강화되고,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주요지출 항목 금액의 범위도 제한되었으나 그 운용의 탄력성은

유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은 개별 기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재원징수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조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달리 훨씬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뉘어 상당한 통제가 가해지는 일반 예산과 달리 신축적

인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도 「국가재정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최동식, 2010).

기금은 개별 설치근거 법률에 따른 특수 기능을 수행하여 그 기능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소득의 분배, 자원의 배분, 경제 안정 및

성장, 금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중요

성으로 인해 2020년말 현재 67개 기금, 자산규모로 약 2,271조원에 이르

고 있다.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9%씩 증가한 것으로 기금이 국가의

예산 운용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최근 5개년 기금의 연도별 자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금 액 16,190,734 17,411,001 18,070,899 20,055,064 22,708,979

<출처 : 2021년 기금현황,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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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금운용평가 제도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정부혁신운동의 하나로, 투입의 통제 위주 관리방식을

지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부문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산출 위주의

관리방식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선진국들이 불필요한 기금을 정

리할 때 논리적 토대가 되었으며, 재정개혁 논거로써 우리나라의 기금운

용평가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기금운용평가의 개념은 기금의 개념과 달리 학술적인 정의를 위한 시

도가 많지 않았으며, 단지 재정운용평가의 일부로 기금운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돼왔다. 독특하게도 기금의 평가는 기금

평가의 개념 정의보다는 필요성이 더 많이 논의돼왔는데, 이는 기금이

일반 및 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투명

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윤수재, 이광희, 박석희, 2010).

공공부문 성과평가 모델의 유형을 통해 기금운용평가 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모델 유형은 평가대상 기관

의 범위 기준(단위기관별로 평가하는지와 그룹별로 평가하는지)과 평가

의 주체 기준(내부기관에 의한 평가와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의 결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송하성, 2005). 유형 분류 모델에 따른

다면 기금운용평가는 같은 성격을 지닌 기관들을 평가대상으로 묶어 외

부기관에 의해 평가하는 유형에 속하며, 경영평가제도를 비롯한 우리나

라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대부분이 이 모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영근과 한준수(201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평가모형 연구

를 통해 기금운용평가 시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가지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의 민주적 통제를 평가하는 민주성, 기금의 재

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건전성, 기금운용의 투입 대비 산출을 평가하는

효율성이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국가 기금의 평가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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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체계 개요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평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운

영평가,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

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자산운용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운용하는 기

금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기금은 격

년으로 실시함에 따라 매년 평가대상기금이 달라진다.

또한, 기금별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도 여유자금 평잔이 100조원 이상

은 대규모기금, 1조원 이상은 대형기금, 1조원 미만은 중소형기금으로 구

분하고, 각 규모별 평가지표 및 배점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있다.

현재 여유자금 평잔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기금은 국민연금기금만 해

당하며 대형 및 중소형기금과 달리 글로벌 주요 연기금인 일본 GPIF,

노르웨이 GPFG,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등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체계가 대형기금 및 중소형기금과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기금을 제외한 대형기금 및 중소형기금

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다. 대형기금 및 중소형기금의 세부평가체계

는 ‘[표2]’와 같으며, 크게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한다.

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평점에 따라 비계량지표 등급 및 계량지표 등

급을 산출하고, 각 지표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등급을 산출한

다. 비계량지표 등급은 절대평가 기준, 계량지표 등급은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순으로

산출한다.



- 12 -

[표2] 최근 4개년 자산운용평가지표 체계

(단위 : 점)

구분 평가지표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비

계

량

[1] 자산운용 체계 12 15 12 15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7 10 7 10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5 5 5 5

[2] 자산운용 정책 18 20 18 20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 10 10 10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8 10 8 10

[3] 자산운용 집행 20 15 20 15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3 3 3 3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0 6 10 6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7 6 7 6

소 계 50 50 50 50

계

량

[4] 자산운용 성과 50 50 50 50

1. 단기자산의 수익률 35W 35W 35W 35W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7Wa 7Wa 7Wa 7Wa

②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20Wa 20Wa 20Wa 20Wa

③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7Wb 7Wb 7Wb 7Wb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20Wb 20Wb 20Wb 20Wb

⑤ 현금성자금보유도 8W 8W 8W 8W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35(1-W) 35(1-W) 35(1-W) 35(1-W)

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10(1-W) 10(1-W) 10(1-W) 10(1-W)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25(1-W) 25(1-W) 25(1-W) 25(1-W)

3. 위험대비 성과 8 8 7 7

4. 운용상품집중도 5 5 6 6

5. 공공성확보 노력도 2 2 2 2

소 계 50 50 50 50

합 계 100 100 100 100

<출처 : 2017-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Ⅰ대형·중소형 부문, 기획재정부>

주1) Wa(현금성자금/전체자산)+Wb(유동성자금/전체자산)=W(단기자산),

1-W(중장기자산/전체자산)

주2) 운용만기 3개월 미만은 현금성자금, 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유동성자금, 1년 이상은 중장

기자산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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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구분 평가지표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비

계

량

[1] 자산운용 체계 12 15 12 15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7 10 7 10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5 5 5 5

[2] 자산운용 정책 18 20 18 20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 10 10 10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8 10 8 10

[3] 자산운용 집행 20 15 20 15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3 3 3 3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10 6 10 6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7 6 7 6

소 계 50 50 50 50

계

량

[4] 자산운용 성과 50 50 50 50

1. 단기자산의 수익률 35W 35W 35W 35W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10Wa 10Wa 10Wa 10Wa

②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15Wa 15Wa 15Wa 15Wa

③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10Wb 10Wb 10Wb 10Wb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15Wb 15Wb 15Wb 15Wb

⑤ 현금성자금보유도 10W 10W 10W 10W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35(1-W) 35(1-W) 35(1-W) 35(1-W)

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15(1-W) 15(1-W) 17(1-W) 17(1-W)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20(1-W) 20(1-W) 18(1-W) 18(1-W)

3. 위험대비 성과 7 7 7 7

4. 운용상품집중도 6 6 6 6

5. 공공성확보 노력도 2 2 2 2

소 계 50 50 50 50

합 계 100 100 100 100

<출처 : 2017-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Ⅰ대형·중소형 부문, 기획재정부>

주1) Wa(현금성자금/전체자산)+Wb(유동성자금/전체자산)=W(단기자산),

1-W(중장기자산/전체자산)

주2) 운용만기 3개월 미만은 현금성자금, 3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유동성자금, 1년 이상은 중장

기자산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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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결과 규모별 상위 1/3 이상의 기금

에 대해 0.5%p 기금운영비 증액, 하위 1/3 이하의 기금에 대해 0.5%p

기금운영비 삭감이 적용되고, 평가결과 최하위기금 등에 대해 방문 정밀

실사를 실시한다1).

2. 비계량지표

비계량지표는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으로 평가

하며, 세부평가지표는 ‘[표3]’과 같이 6단계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평점

을 부여한다.

[표3] 비계량지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등급

등 급 S A B C D F

평 점 100 85 70 55 40 25

<출처 : 2017-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Ⅰ대형·중소형 부문, 기획재정부>

다만,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탁금액 부분에 대해

서는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의 일부 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가.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거버넌스의 적정성과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을 평가하

는 지표이다.

자산운용 거버넌스의 적정성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 의사결정체계의

구축과 대표성, 전문성,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산운용 관련 위원

회,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 성과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권한, 책임, 활

1)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부터는 평가결과 전체등급 ‘탁월’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 0.5%p 기금운영비 증액, 전체등급 ‘미흡’ 이하의 기금

에 대해서 0.5%p 기금운영비를 삭감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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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문성 등을 평가한다.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은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분리와 견제, 전

담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나.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과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은 적정 유동성 자금 추정

방법,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또는 재정목표에 근거한 전체자산 및 단

기·중장기 자산별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방법, 운용가능 자

산군별 벤치마크 설정 여부, 전략적 자산배분 방법, 자산운용 위험관리

방법 등을 평가한다.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은 기금 내부운용과 외부운용 정책의 적정성,

외부 위탁 투자기관 선정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

정의 투명성, 자산운용상품 선택과 상품 교체 및 재투자 정책에 대한 기

준의 적정성, 투자 다변화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다. 자산운용 집행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과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자산운용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은 현금성 자금 규모의 적정성, 투자환경 변화

에 대한 주기적 검토와 이에 따른 투자집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은 자산운용 위험을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으로 나누고 각 위험의 효율적 관리 방법,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 보유 여부, 부실자산의 사

후처리 방안 등을 평가한다.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은 성가평가 수행의 적절성 및 수행한 성

과평가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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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지표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의 운용만기 1년을 기준

으로 단기자산, 중장기자산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대상기간의 운용수익

률과 상대수익률(평가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위험대비 성과를 중

심으로 평가하며, 추가로 현금성자금보유도, 운용상품집중도, 공공성확보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계량지표는 운용만기별 자산비중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며, 세부평가지

표는 ‘[표4]’와 같이 표준정규분포에 의한 9등급 구간설정에 기초하여 상

대평가로 평점을 부여하되, 공공성확보노력도 지표는 절대평가한다.

[표4] 계량지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등급

등 급 1 2 3 4 5 6 7 8 9

Z 값 ∼-1.75
-1.75∼

-1.25

-1.25∼

-0.75

-0.75∼

-0.25

-0.25∼

0.25

0.25∼

0.75

0.75∼

1.25

1.25∼

1.75
1.75∼

평 점 0.000 0.125 0.250 0.375 0.500 0.625 0.750 0.875 1.000

<출처 : 2017-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Ⅰ대형·중소형 부문, 기획재정부>

4. 기금유형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 계

정성기금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세부사항은 ‘[표5]’와 같다.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는 계정성기금을 제외한 3개 유형의 기금

을 대상으로 하며, 기금유형에 따른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기금의 목적에 따라 투자자산의 만기, 자금 유출입 빈도, 투

자가능 자산의 범위 등이 달라지는 등 기금의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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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기금유형에 따른 분류

구 분 정 의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가입자의 기여금, 사

용자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급여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금

금융성기금
정부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증·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사업성기금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기금

계정성기금 특정 목적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출처 : 2021 회계·기금 운용 구조, 한국재정정보원>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기금제도에 대한 평가적 연구, 기금운용평가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1. 기금제도에 대한 평가적 연구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기금관리주체의 목적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금제도의 예외적 특

징으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다양한 평가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상헌(2006)은 기금이 그 편성과 운용의 자율성이 주무부처에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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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회의 정치적 논리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에 주목하여, 정치

적인 소요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는 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

으로 안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

다.

반면 전택승(2005)은 기금은 현재 정부가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해 미

리 마련해 놓은 재원으로, 미래 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에

서 사회 후생 극대화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기금은 수입

과 지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기능으로 인해 일반적인 예산으로

정치·경제적 합의를 끌어낼 수 없을 때는 유용하다고 보았다.

기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원희(1991)는 기금제

도가 기금운용주체에게 기금의 편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국

회의 통제를 벗어나게 하며, 이는 재정민주주의에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한 기금의 남발로 유사기금의 중복 설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인수(1998)는 공공기금의 현황 및 수와 설치 추이, 일반회계와 중앙

정부 예산 대비 공공기금 비중 등의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공공기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금은 기금 수 및 규모의 팽창,

기금별 구분 기준 모호, 유사기금의 중복 설치, 기금과 특별회계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황윤원과 기노진(1999)은 기금의 수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회계체

계가 복잡해지고 기존 예산사업과 기금의 사업이 중복되는 등 기금제도

의 남용이 재정 전반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기금제

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제도의 한계를 넘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하

면서도, 기금의 활용은 세입·세출 예산 내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분

야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연백과 문광민(2014)은 기금제도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는 원인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차

례에 걸친 중대한 기금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양적 팽창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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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원인으로 제도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의 존

재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의 정치성, 부처 이기주의

및 관료 이익 극대화로 인한 제도 개혁 거부, 이익집단의 요구 등을 들었다.

2. 기금운용평가에 관한 연구

기금은 제도도입 초기부터 예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으로

인해 정부 부처의 돈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아왔으며, 앞서 기금제도

에 대한 평가적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도부터 학계를 중심으

로 방만한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00년부터 1999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의 사업운영과 자산운

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왔다.

현재까지 기금운용평가에 관한 연구는 최초 평가가 시행되고 얼마 지

나지 않은 2000년대 초에 집중돼 있으며, 자산운용부문 평가에 집중된

연구보다는 사업운영부문 평가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김태일과 김상헌(2003)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광의의 사업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

산운용부문에서 기금규모, 운영주체, 설치목적(기금유형)은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사업 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목적별로 세분화하면 연금·금융성기금의 경우

위탁운영이 직접운영보다 점수가 높으며, 사업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종욱(2003)은 1999회계연도(2000년 평가 실시)부터 2001회계연도

(2002년 평가 실시)까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기금의 운영성과

개선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9회계연도와 2001회계연도 비교 시

기금평가 점수의 평균이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나, 1999회계연도와 2000

회계연도 비교 시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다. 기금평가 점수가 평균으로

수렴하려는 현상은 강하지 않았으며, 왜도와 첨도 분석결과 기금 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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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이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신범(2005)은 기금운용평가에서 기금의 관리유형이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금운용평가를 받은

기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운영기금 중 직접관리

기금의 재무성과 향상에 더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

하였다.

강신범(2006)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기금운용평가의 유용성에 관한 실

증 연구를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금운용평가를 받은 기금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금운용평가는 평가 전 상대적으

로 비효율적이었던 기금의 수익성 향상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수재, 이광희, 박석희(2010)는 2005회계연도(2006년 평가 실시)부터

2008회계연도(2009년 평가 실시)까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실

태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금규모는 비계량지표인 자산운용 정책

의 적정성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비계량지표인 자

산운용 관리의 효율성 점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계량지표인 자산운용실적 지표와 비계량지표인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 지표 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최동식(2010)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 전후 1년의 자산순이익률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금운용평

가는 기금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

했지만, 기금운용평가가 평가 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던 기금의 수

익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직접 기금운용평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평가의 비계량

지표이면서 기금 자산운용 프로세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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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운용 체계에 관한 연구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

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적절한 운용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이에 따라 공적 기금의 운용 체계는 공공성과 안정성, 전문성과 투명

성을 골고루 갖추도록 요구된다.

이과 같은 맥락에서 Yermo(2008)는 OECD 회원국의 연기금 운용실태

를 분석하여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가져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기금운용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자치권 보

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기금운용 감독 등이 있다. 이는 현재 기

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으로 비계량지표인 자산

운용 체계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기능한다.

기금의 운용 체계 중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의 존재는 기금 자산운

용의 큰 특성으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돼왔으며, 특히 위원회의 특

성에 따른 기금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Useem and Mitchell(2000)

의 연구에서는 위원회의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

으며, Albrecht and Hingorani(2006)는 위원회 규모가 초과수익률에 음

(-)의 영향을 미치며 위원회 위원의 임명직 비중이 높을수록 초과수익률

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체로 위원회 규모가

클수록, 기금의 독립적인 운용을 저해할수록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금성과에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김준범(2016)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기금의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금 내부의 위원

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을 때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는 사실

을 발견하였으며, 자산운용 인력은 공무원이 아닐 때만 수익률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의한 통제보다 자

율적인 통제 체계를 갖춘 기금과 공무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운용하는

기금의 성과가 더 좋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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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운용 정책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 정책은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

금운용 성과의 중요 요소인 자산배분이 해당한다.

자산배분은 일반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으로 구분

한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투자목표와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목표수익

률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에 근거한 배분 비율을 정하

는 방식으로 계획된 자산배분 비중을 말한다. 전술적 자산배분은 시장환

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설정된 자산별 투자 비율을 미세조

정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이 기금 또는 펀드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Brinson

Hood, and Beebower(1986)는 1974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의 91개 대형

연금의 분기별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략적 자산배분이 총수익률의

93.6%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Brinson, Singer, and

Beebower(1991)의 연구에서도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의 82개 대형

연금에 대한 분기별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략적 자산배분이 총 수익

률의 91.5%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내 기금에 대한 분석도 이와 비슷한데 고영은과 전재만(2020)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개 국내 연기금의 연간 투자성과를 전략적 자

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자산선택 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전략적

자산배분의 효과가 97.69%를 차지하여 절대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원종욱과 손지훈(2015)은 국민연금과 해외 주요 공적연금인 캐

나다 CPPIB 및 미국 CalPERS를 자산배분 및 운용전술 측면에서 비교

하였다. 그 결과 해외 두 연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대체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면 수익률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채권에 집중된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대체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산운용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산운용 정책상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기금운용평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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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부문)의 자산운용 성과도 자산운용 정책의 적절성에 많은 영향을 받

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다. 자산운용 집행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 집행은 실제적인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자산운용 시

위기관리 및 성과평가와 환류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자산운용 성과와 성과평가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신준호와 이동엽(2020)은 기금의 성과평가 기간이 위탁운

용사의 투자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금의 성

과평가 기간이 짧을수록 외부 위탁운용 기관은 투자 성과평가에서 손실

을 기록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리스크자산의 투자 비중을 낮추

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적절한 기금운용의 성과평가가 자산운용 성과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선행연구를 통해 기금제도는 일반 예산과 다른 예산 운용의 신축성과

정치적 소요에서 벗어난 안정성으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의 사업

운영과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왔으며,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

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기금운용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산운용부문에 집중된

연구보다는 전체적인 기금운용평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금운용평가 도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새롭게

도입된 평가 제도가 기금의 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거나,

기금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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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그러나 기금운용평가는 최초 도입 이후 2021년 현재까지 평가

체계를 조금씩 변경해 가며 발전해 왔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평가체계가 적절한지, 기금운용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체계와 방법이 다른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밀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 비계량지표로 활용되는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의 평가결과가 자산운용 성

과에 어떻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시행된 기금운용평가 중 자산운용부문 평가결

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평가체계의 수정 필요성을 확인해 보고, 기금

의 자산운용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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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기금운용평가

연구가 기금운용평가의 최초 시행 이후 초기 몇 개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부문과 함께 사업운영부문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021년 현재 시의성이 떨어져 평가체

계의 변화, 기금운용 환경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으며, 평가체계 및 방법이 다르고 결과 간 관련성이 크게 높지 않

은 자산운용부문과 사업운영부문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심층적인 연구결

과 도출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금운용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을 제외한 자산운용부

문 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약 20여 년간의

평가를 통해 기본 체계가 확립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의 최근 4

개년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지만 평가체계상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체계의 수

정 필요성을 알아보고, 기금운용의 주요 프로세스 중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발전에 시사

점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량평가 결과로 측정되는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인 기

금유형과, 비계량지표로써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각 요

소인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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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외의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위탁관리), 기금운용주체(중앙정

부, 그 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모형1’

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1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금유형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자산운용 성과

(계량지표 결과)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비계량지표

결과)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통제변수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위탁관리),

기금운용주체(중앙정부, 그 외)

또한, 본 연구는 제시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한 논의를 위

해 독립변수인 기금유형과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특정 유형의 기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대

해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독립변수인 기금유형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고 다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2’는 ‘[그림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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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구모형2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비계량지표

결과)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성과

(계량지표 결과)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조절변수

기금

유형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통제변수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직접관리, 위탁관리),

기금운용주체(중앙정부, 그 외)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기금유형과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세

워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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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유형과 자산운용 성과와의 관계 분석

기금유형은 설립목적에 따른 기금의 분류체계로 사회보험성기금, 사업

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구분되며,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

문)는 이 중 계정성기금을 제외한 3개 유형의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기금은 설립목적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이 구분되고, 영위 사업의 특징

에 따라 운용자산의 만기, 자금 유출입의 빈도, 투자가능 자산의 범위,

허용위험한도 등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자산운용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윤수재, 이광희, 박석희(2010)의 연구에서도 2005회계연도(2006년 평가

실시)부터 2008회계연도(2009년 평가 실시)까지 4개년의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성기금의 평가점수가 타 유

형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금유형에 따른 평가결과의 차이가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평가에서는 기금규모에 따라 평가대상기금을 대규모기금,

대형기금, 중소형기금으로 나눠 평가체계를 차별할 뿐 기금유형에 따른

평가체계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금유형이 계량

평가 점수로 측정되는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확인해 보았다.

[가설1] 기금유형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와의 관계 분석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기금운용평가(자산

운용부문) 비계량지표이며, 세부적으로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으로 구분된다.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다. 자

산운용 체계 중 위원회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Useem and

Mitchell(2000)의 연구에서는 위원회의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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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보였으며, Albrecht and Hingorani(2006)도 위원회 규모가 초과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위원회 위원의 임명직 비중이 높을수록

초과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자산운용 정책에서는 자산배분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는데 고영은과

전재만(2020)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개 국내 연기금의 연간 투자

성과를 전략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자산선택 효과로 분해하여 분

석한 결과 전략적 자산배분의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높은 자산운용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정책상 전략적 자산배

분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산운용 집행과 관련된 연구 중 신준호와 이동엽(2020)은 기금의 위

탁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운용 성과평가 기간이 짧을수록 외부 위탁운

용 기관은 투자 성과평가에서 손실을 기록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인

해 리스크자산의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

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

용 집행은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기금운용 프로세스를 가진 기금이 높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계량평가 점수로 측정되는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

세스 수준이 계량평가 점수로 측정되는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어떤 요인이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 창출

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설2]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은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1. 자산운용 체계 수준은 자산운용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2. 자산운용 정책 수준은 자산운용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3. 자산운용 집행 수준은 자산운용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 30 -

다. 기금유형에 따른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와의 관

계 분석

기금유형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이에 따른 운용 성격에 의한 분류인

만큼 자산운용 프로세스인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써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윤수재, 이광희, 박석희(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보

험성기금의 평가점수가 타 유형 대비 높았던 결과도 기금유형이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표6]’의 최근 4개년 평가

결과를 보아도 확인되는데 기금유형별 비계량평가 점수 수준과 계량평가

점수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비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기금이 반드

시 계량평가 점수 수준도 높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최근 4개년 기금유형별 점수 현황

(단위 : 점)

등 급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사회
보험성
기금

비계량 44.65 41.32 40.89 42.16

계 량 23.84 40.59 40.82 27.70

사업성
기금

비계량 47.41 44.76 44.64 44.00

계 량 26.56 25.02 25.28 26.77

금융성
기금

비계량 43.47 43.13 41.54 42.38

계 량 25.42 25.64 24.44 30.52

<출처 : 2017-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Ⅱ 자산운용부문, 기획재정부>

만약 기금유형의 특성으로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

에 미치는 효과가 강화 또는 약화 된다면 각 유형에 속한 개별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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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성과 제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효과가 기

금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것이라면 기금유형에 따른 세분된 평

가체계로의 변경 필요성을 도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금유형이 조절변수로써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

세스 수준에 작용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해 보았다. 가설검증을 통해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특정 유형의 기금에서 자산운용 성과에 더 많은 영향, 혹은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고민해봄으로써 기금운용의

발전 방향과 평가체계의 변경 필요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가설3] 기금유형은 조절변수로써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에 작용

하여 기금유형별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금유형과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다.

가. 기금유형

기금유형은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상 기금유형 분류를 준

용하여 각 기금을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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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으로 구분된 비계

량평가 결과의 최종등급을 ‘[표7]’과 같이 점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평가체계상 비계량지표도 계량지표와 같이 최종점수와 최종등급이 함

께 산출되나, 대외 공표되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에서는 최

종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등급만 알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표7] 비계량지표 최종등급의 점수 변환

등 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한편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는 비계량지표 평가 시 연기금투자풀

에 위탁관리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계량지표의 일부 평가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는 연기금투자풀 반영 전 등급과

반영 후 최종등급이 함께 공표된다. 다만 일부 세부지표의 경우 연기금

투자풀 비중이 90%가 넘는 기금에 대해 일괄 만점이 부여되어 모든 지

표에 대해 정확한 연기금투자풀 반영 전 등급을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기금투자풀 반영 전 등급과 연기금투자풀

비중을 함께 변수로 두지 않고, 연기금투자풀 비중이 반영된 최종등급만

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의 측정은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상 기금별 계량지표 합

계점수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 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운용수익률의 경우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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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운영목적에 따라 투자자산의 운용만기가 달라지는 기금 자산운용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

로 장기투자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단기투자 자산보다 높은 현실에서 빈

번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해 단기자산 위주로 운용해야 하는 기금은 중장

기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기금보다 전체 운용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커

분석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표8] 계량지표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구 분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단기자산의
수익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3개월 미만 상품의 운용수익률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3개월 미만 운용상품의 평가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최근 2개년 3개월 이상 1년 미만 상품의
운용수익률의 산술평균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3개월 이상 1년 미만 운용상품의
평가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현금성자금
보유도

조정순지출의 표준편차 대비
월별 현금성자금 일평잔 평균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중장기자산의 최근 3년간 보유 기간
운용수익률의 기하평균(연율)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운용 중장기자산 평가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위험대비
성과

3년간 샤프비율
최근 3년간 월평균 표준편차 대비 최근
3년간 월평균 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 간의 차이

운용상품
집중도

운용상품
집중도

중장기자산의 연중 일평균 기준
상위 3개 운용상품 집중도

공공성
확보노력도

공공성확보
노력도

공공성 투자가능 규모 대비
공공성 투자 비중

<출처 : 2017-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Ⅰ대형·중소형 부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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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는 ‘[표8]’과 같이 계량평가 시 운용기

간이 1년 미만인 단기자산과 1년 이상인 중장기자산을 나누어 평가함으

로써 운용자산 만기에 따른 유불리를 보정 하고 있다. 또한, 단순 운용수

익률 지표와 함께 운용상품별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위험대비 수

익률 지표 등을 함께 두고 있어 기금의 종합적인 자산운용 성과를 판단

하기에 적합한 지표로 판단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직접관

리, 위탁관리), 기금운용주체(중앙정부, 그 외) 이다.

가. 기금규모

기금규모는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받아들여져 체계 구분의 기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연도의

전년도 여유자금 평잔이 100조원 이상인 기금을 대규모기금, 100조원 미

만 1조원 이상의 기금을 대형기금, 1조원 미만의 기금을 중소형기금으로

나누어 평가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기금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대규모기금에 속하는 국민연

금기금의 경우 대형 및 중소형기금과 달리 글로벌 주요 연기금인 일본

GPIF, 노르웨이 GPFG, 캐나다 CPPIB,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등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비슷한 평가체계를 적용하는

대형과 중소형기금의 경우는 비계량지표별 배점 차등을 통해 규모에 따

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기금규모는 기금의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왔다. 김태일과 김상헌(2003)은 2000년부터 2002년까

지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면서 기금규모를 독립변수로 두어 그 효과를 측정하

였다. 김준범(2016)은 연기금의 자산운용 체계가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



- 35 -

향을 연구하면서 자산이 많을수록 연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기금의 총자산규모를 통제변수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금규모를 통제변수로 두며, 개별 기금을 대형기금과

중소형기금으로 단순 구분하지 않고 백만원 단위로 측정한 기금별 연평

잔의 자연로그값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여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기금운용기간

일반적인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이 개시된 이후 적절한 자

산운용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별 운용기간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기금운용기간을 통제변수로 두며, 기금의 운용개시년도부터 평가대상년

도까지 기간을 연 수로 측정하였다.

다. 기금관리방식

기금의 관리방식은 기금의 관리를 기금관리주체가 직접하는지,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 등에 위탁하는지에 따라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하

였다.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칭함에 따라 중앙관서뿐만 아니라 기

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외부기관도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금과 외부에 위탁관리

하는 기관의 운용성과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금관리방식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라. 기금운용주체

기금운용주체는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기

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과 같은 중앙정부 외의 전문적 기관인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그 외로 구분하였다.

강신범(2005)은 기금운용평가가 기금 관리유형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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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평가대상기금을 정부운영기금과 민간운영기금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운영기금 보다 민간운영기금의 기금

운용평가 전후 총자산이익률 상승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과 그 외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성과 결과 차이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금운용주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4. 조절변수

본 연구는 기존 독립변수인 기금유형과 기금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

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특정 유형의 기금에 중요한 자산운용 프로세

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금유형을 조절변수로 하여 다시 한

번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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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변수 정리

구 분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자료출처

독립
변수

기금유형2)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
성격에 따른 분류

기금운용평가상
기금유형 분류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자산운용
부문)

자산
운용

프로
세스

수준

자산
운용
체계

자산운용 거버넌스의 적정
성과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비계량평가
결과의 최종
등급을 점수
로 변환한 값

자산
운용
정책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
산배분의 적정성과 투자실
행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
는 지표

자산
운용
집행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과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
성,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종속
변수

자산운용
성과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계량평가
합계점수

통제
변수

기금규모 기금 여유자금 규모
기금 여유자금
연평잔의
자연로그값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자산운용
부문),
열린재정,
기금현황

기금운용기간 기금의 운용기간

기금의 운용

개시년도부터

평가대상년도

까지기간연수

기금관리방식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관리방식

기금관리주체
의 기금 직접
관리 여부

기금운용주체 기금의 실질 운용주체
기금의 운용
주체가 정부
기관인지 여부

2) 독립변수인 기금유형의 경우 ‘연구모형2’에서는 조절변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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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1999회계연도(2000년 평가 실시)부터 2020회계연

도(2021년 평가 실시)까지 이어져 온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최근 4개년인 2017회계연도(2018년 평가 실

시)부터 2020회계연도(2021년 평가 실시)까지의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부문)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을 위해 매년

5월 중 발표되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별 기금이며, 평가체계가 유사한 대형, 중소

형기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되는 개별 기

금은 총 65개 기금이다.(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성산업중독예방치유계

정을 개별 평가받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과 원자력연

구개발계정을 개별 평가받는 원자력기금은 각각 2개의 별도 기금으로 보

았다.).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운용하는 기

금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기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기금은 격

년으로 실시함에 따라 매년 평가대상기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4개년

평가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20개, 3개년 평과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4개, 2

개년 평가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36개, 1개년 평가결과를 보유한 기금이

5개였으며, 세부내역은 ‘[표10]’과 같다. 기금별로 평가횟수가 일정하지

않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를 통해 얻은 자료는 불균형 패

널 테이터에 해당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상 확인이 어려운

개별 기금 사항의 파악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기금현황’

자료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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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최근 4개년 기금운용평가 대상 기금과 평가횟수

평가횟수

(기금수)
기 금 명

4번

(20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3번

(4개)

군인연금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2번

(3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1번

(5개)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제질병퇴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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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최근 4년 동안 진행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

가 합쳐진 패널 테이터에 해당한다. 패널 데이터 분석은 특정 시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면 데이터 분석과 달리 변수 간 동적 상관관계를 추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패널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에는 통합 OLS(pooled OLS)

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 등이

있으며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라진다.

통합 OLS 모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패널구조라

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러한 분석방식은 패널 간 이질성을 간과함으로써 정밀한 분석결과를 도

출하지 못할 수 있다.

통합 OLS 모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패널의 고유

성격을 고정된 상수값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패널그룹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는 변수의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기금유형이라는

불변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그 외 통제변

수인 기금관리유형과 기금운용주체도 불변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고정효

과 모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확률효과 모형은 패널 개체의 특성을 확률변수로 가정한 모형으로, 고

정효과 모형과 달리 불변 변수의 효과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통합 OLS 모형을 통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변수에 대한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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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뒤 개별

기금 및 연도를 기준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7.0을 통계패키지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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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2017회계연도(2018년 평가 실시)부터 2020회계연도(2021년

평가 실시)까지를 대상으로 4년간 진행된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의

결과 중 비슷한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형기금 및 중소형기금의 결과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기금은 총 65개 기금이며, 분석

의 대상이 되는 개별 평가결과는 총 169개였다. 연구대상 자료는 격년

평가를 받는 기금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에 해당하

였다.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각 기금을 패널로 정의하고 변수별 기

초통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은 기금운용평가(자

산운용부문)상 비계량지표인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

행 평가결과의 최종등급을 점수로 변환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탁월’ 5점, ‘우수’ 4점, ‘양호’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0점으

로 변환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11]’

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체계의 전체 평균 평가점수는 4.21점

(SD=1.02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 정책은 3.22점(SD=0.72점), 자산

운용 집행은 4.13점(SD=0.84점)으로 확인되었다. 자산운용 체계와 자산운

용 집행은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 점수의 분포가 넓은 대신 평균값

은 4점을 초과하여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산운용 정책은 5점을 기록한 기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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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대를 보여 타 지표 대비 고득점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패널그룹 간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체계가 표준편차 1.02점으로

그룹 내 평균값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며, 자산운용 집행이 표준편차 0.85

점으로 두 번째, 자산운용 정책이 표준표차 0.69점으로 가장 작았다. 또

한, 패널그룹 내 표준편차는 자산운용 체계 0.33점, 자산운용 정책 0.37

점, 자산운용 집행 0.34점으로 패널그룹 간 변동보다는 패널그룹 내 변동

이 작음을 확인하였다.

[표11]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기술통계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자산운용

체계

overall 4.21 1.02 0 5 N=169

between 1.02 0 5 n=65

within 0.33 3.21 5.21 T-bar=2.60

자산운용

정책

overall 3.22 0.72 0 4 N=169

between 0.69 0 4 n=65

within 0.37 2.22 4.22 T-bar=2.60

자산운용

집행

overall 4.13 0.84 0 5 N=169

between 0.85 0 5 n=65

within 0.34 3.38 4.63 T-bar=2.60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12]’

와 같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표별 가장 빈번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자

산운용 체계의 경우 ‘탁월’이, 자산운용 정책의 경우 ‘양호’가, 자산운용

집행의 경우 ‘우수’가 각각 86개(50.89%), 96개(56.80%), 88개(52.07%)로

가장 빈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운용 정책의 고득점이 타 지표 대비 훨씬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패널그룹 간 결과를 살펴봐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산운



- 44 -

용 체계에서 ‘탁월’을 한 번이라도 득점한 기금은 43개(66.15%)에 달하

며, 자산운용 집행에서 ‘탁월’을 한 번이라도 득점한 기금은 33개(

50.77%)에 달한다. 반면 자산운용 정책은 ‘탁월’을 득점한 기금이 전혀

없으며, 다음 고득점인 ‘우수’를 한 번이라도 득점한 기금도 30개

(46.15%)에 그쳐 타 지표 대비 부진함을 확인하였다.

[표12]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빈도분석

구 분
overall between within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비율(%)

자

산

운

용

체

계

매우미흡(=0) 2 1.18 1 1.54 100.00

미흡(=1) 2 1.18 2 3.08 62.50

보통(=2) 5 2.96 2 3.08 62.50

양호(=3) 26 15.38 15 23.08 52.78

우수(=4) 48 28.40 25 38.46 64.33

탁월(=5) 86 50.89 43 66.15 87.21

합 계 169 100.00 88 135.38 73.86

자

산

운

용

정

책

매우미흡(=0) 2 1.18 1 1.54 100.00

미흡(=1) 2 1.18 2 3.08 75.00

보통(=2) 11 6.51 9 13.85 62.96

양호(=3) 96 56.80 51 78.46 75.33

우수(=4) 58 34.32 30 46.15 61.39

탁월(=5) 0 0.00 0 0.00 0.00

합 계 169 100.00 93 143.08 69.89

자

산

운

용

집

행

매우미흡(=0) 2 1.18 1 1.54 100.00

미흡(=1) 1 0.59 1 1.54 100.00

보통(=2) 1 0.59 1 1.54 25.00

양호(=3) 21 12.43 11 16.92 53.79

우수(=4) 88 52.07 49 75.38 69.39

탁월(=5) 56 33.14 33 50.77 69.19

합 계 169 100.00 96 147.69 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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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독립변수인 기금유형의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최근 4년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의 대상이 된 기금에는 금

융성기금이 8개(12.31%), 사업성기금이 52개(80.00%), 사회보험성기금 5

개(7.69%)로 사업성기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금융성기금, 사회보험

성기금 순이었다. 개별 평가결과의 빈도를 살펴보면 금융성기금이 29개

(17.16%), 사업성기금이 121개(71.60%), 사회보험성기금이 19개(11.24%)

로 나타나 여전히 사업성기금이 가장 많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성기금과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여유자

금 1조원 이상의 기금이거나 경영평가 대상으로써 매년 평가를 받는 기

금의 비중이 사업성기금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3] 기금유형 빈도분석

구 분
overall between within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비율(%)

기

금

유

형

금융성기금 29 17.16 8 12.31 100.00

사업성기금 121 71.60 52 80.00 100.00

사회보험성기금 19 11.24 5 7.69 100.00

합 계 169 100.00 65 100.00 100.00

한편,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경우 우수한 점수를 받는 기금이 계

속 좋은 점수를 받거나, 미흡한 점수를 받는 기금이 계속 나쁜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연도에 따라 변

하지 않고 일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개별 기금 자산운용 성과의 변화

를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당 가

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패널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조건부 전이

확률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14]’는 기준년에 특정 등급을 받은 기금이 다음 평가년에는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여 정리한 표로 개별 기금의 평가등급 변화 여

부, 변화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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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산운용 집행 평가결과 모두 대체로 기준년의 결과가 다음 평가

년에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등급의 유

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지표별로 그리고 기준년의 획득 등급별로

변화의 경향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자산운용 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뒤에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표14]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조건부 전이확률

자산운용
체계

다음 평가년 결과

0 1 2 3 4 5 합계

0
(비중, %)

1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비중, %)

0 0 1 0 0 0 1

(0.00) (0.00) (100.00) (0.00) (0.00) (0.00) (100.00)

2
(비중, %)

0 1 2 0 0 0 3

(0.00) (33.33) (66.67) (0.00) (0.00) (0.00) (100.00)

3
(비중, %)

0 0 2 10 2 1 15

(0.00) (0.00) (13.33) (66.67) (13.33) (6.67) (100.00)

4
(비중, %)

0 0 0 8 22 3 33

(0.00) (0.00) (0.00) (24.24) (66.67) (9.09) (100.00)

5
(비중, %)

0 0 0 0 8 43 51

(0.00) (0.00) (0.00) (0.00) (15.69) (84.31) (100.00)

합 계
(비중, %)

1 1 5 18 32 47 104

(0.96) (0.96) (4.81) (17.31) (30.77) (45.1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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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정책

다음 평가년 결과

0 1 2 3 4 5 합계

0
(비중, %)

1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비중, %)

0 0 0 1 0 0 1

(0.00) (0.00) (0.00) (100.00) (0.00) (0.00) (100.00)

2
(비중, %)

0 0 2 3 1 0 6

(0.00) (0.00) (33.33) (50.00) (16.67) (0.00) (100.00)

3
(비중, %)

0 0 2 39 13 0 54

(0.00) (0.00) (3.70) (72.22) (24.07) (0.00) (100.00)

4
(비중, %)

0 0 0 18 24 0 42

(0.00) (0.00) (0.00) (42.86) (57.14) (0.00) (100.00)

5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비중, %)

1 0 4 61 38 0 104

(0.96) (0.00) (3.85) (58.65) (36.54) (0.00) (100.00)

자산운용
집행

다음 평가년 결과

0 1 2 3 4 5 합계

0
(비중, %)

1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비중, %)

0 0 0 1 0 0 1

(0.00) (0.00) (0.00) (100.00) (0.00) (0.00) (100.00)

3
(비중, %)

0 0 1 9 2 0 12

(0.00) (0.00) (8.33) (75.00) (16.67) (0.00) (100.00)

4
(비중, %)

0 0 0 7 38 13 58

(0.00) (0.00) (0.00) (12.07) (65.52) (22.41) (100.00)

5
(비중, %)

0 0 0 0 11 21 32

(0.00) (0.00) (0.00) (0.00) (34.38) (65.63) (100.00)

합 계
(비중, %)

1 0 1 17 51 34 104

(0.96) (0.00) (0.96) (16.35) (49.04) (32.6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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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산운용 성과로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

부문)상 계량평가 점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기본적인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15]’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평가점수는 26.79점(SD=6.91점)

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결과의 최솟값은 14.71점, 최댓값은 48.21점이

었다. 패널그룹 간 결과를 살펴보면 그룹 내 평가점수 평균의 최솟값은

18.69점, 최댓값은 39.58점이며 표준편차가 5.41점에 달해 성과가 우수한

기금과 성과가 미흡한 기금의 평가결과 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그룹 내 평가점수의 표준편차는 4.02점으로 패널그룹 간 변동보다는

패널그룹 내 변동이 작음을 확인하였다.

[표15] 자산운용 성과 기술통계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자산운용

성과

overall 26.79 6.91 14.71 48.21 N=169

between 5.41 18.69 39.58 n=65

within 4.02 14.09 39.02 T-bar=2.60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 기금운

용주체이다. 기금규모는 백만원 단위로 측정한 기금별 여유자금 연평잔

의 자연로그값으로 정의하고, 기금운용기간은 기금의 운용개시년도부터

평가대상년도까지 기간을 연 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금관리방식은 기

금관리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금은 직접관리, 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면 위탁관리로 구분하였다. 기금운용주체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

는 기관이 중앙정부이면 중앙정부, 그 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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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외 기관이면 그 외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통제변수의 기본적인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금규모와 기금운용기간

의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16]’과 같다. 기금규모를 살

펴보면 전체 평균은 12.60(SD=2.38)이며 최솟값은 6.07, 최댓값은 17.56이

다. 패널그룹 간 표준편차와 패널그룹 내 표준편차는 각각 2.21, 0.27로

기금 내 규모 변동보다 기금 간 규모의 변동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기금운용기간은 전체 평균이 26.43년(SD=14.91년)이며 최솟값은 1

년, 최댓값은 61년이었다. 패널그룹 간 결과를 살펴보면 그룹 내 운용기

간 평균값의 표준편차가 15.06년에 달해 기금별로 운용기간의 차이는 꽤

큼을 확인하였다.

[표16]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술통계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기금

규모(ln)

overall 12.60 2.38 6.07 17.56 N=169

between 2.21 6.49 17.50 n=65

within 0.27 11.95 13.39 T-bar=2.60

기금운용

기간

overall 26.43 14.91 1 61 N=169

between 15.06 1 59.67 n=65

within 1.07 24.77 28.10 T-bar=2.60

다음으로 기금관리방식과 기금운용주체의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17]’과 같다. 기금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직접관리하는 기금이

40개(61.54%)이며, 위탁관리하는 기금이 25개(38.46%)였다. 개별 평가결

과에 따른 기금관리방식의 빈도는 직접관리 111개(65.68%), 위탁관리 58

개(34.32%)였다. 기금운용주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용

하는 기금이 19개(29.23%)이며, 중앙정부 외 다른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

용하는 기금이 46개(70.77%)였다. 개별 평가결과에 따른 기금운용주체의

빈도는 중앙정부 45개(26.63%), 그 외 124개(73.37%)였다. 이를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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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리방식으로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금이, 기금운용주체로

는 중앙정부 외의 외부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 더 많음을 확

인하였다.

[표17] 기금관리방식, 기금운용주체 빈도분석

구 분
overall between within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비율(%)

기금

관리

방식

직접관리 111 65.68 40 61.54 100.00

위탁관리 58 34.32 25 38.46 100.00

합 계 169 100.00 65 100.00 100.00

기금

운용

주체

중앙정부 45 26.63 19 29.23 100.00

그 외 124 73.37 46 70.77 100.00

합 계 169 100.00 65 100.00 100.00

4. 조절변수

본 연구는 ‘연구모형2’를 통해 기존 독립변수인 기금유형 변수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다시 한번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절변수인 기금유형의

기초통계 분석은 앞서 진행한 분석과 동일하다.

제 2 절 기금유형 특성분석과 변수별 상관관계분석

1. 기금유형 특성분석

기금유형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결과는 ‘[표18]’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 되는 예

금과 국내채권을 제외한 기타자산 비중의 기금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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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

는 ‘열린재정’에서 각 연도 기금별 자산배분 비중 현황을 활용하였으며,

전체 중장기자산 중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비중과 국내채권형 비중을

제외하고 국내혼합형 비중, 국내주식형 비중, 기타 비중을 합하여 산출하

였다. 그 결과 금융성기금의 평균 기타자산 비중은 3.65%(SD=4.37%), 사

업성기금은 18.59%(SD=28.73%), 사회보험성기금은 56.21%(SD=15.30%)로

분석되어 차이가 나타났으며, F=26.29(p<0.01)로 나타나 기금유형에 따른

기타자산 비중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사회보험

성기금,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타자산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금유형 간 연기금투자풀 비중에는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

해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융성기금의 평균 연기금

투자풀 투자 비중은 24.68%(SD=14.54%), 사업성기금은 77.21%(SD=31.74%),

사회보험성기금 15.72%(SD=36.79%)로 분석되어 차이가 나타났으며,

F=59.84(p<.0.01)로 나타나 기금유형에 따른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사업성기금의 연기금투

자풀 투자 비중이 금융성기금 및 사회보험성기금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금유형 간 중장기자산 비중에는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

기 위해 one-way ANOVA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융성기금의 평균

중장기자산 비중은 78.40%(SD=40.77%), 사업성기금은 38.23%(SD=39.26%),

사회보험성기금 90.61%(SD=7.64%)로 분석되어 차이가 나타났으며,

F=25.45(p<.0.01)로 나타나 기금유형에 따른 중장기자산 비중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금융성기금 및 사회보험성기금

의 중장기자산 비중이 사업성기금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각 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금융성기금은 안전한 예

금과 국내채권을 위주로 한 포트폴리오를 중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사업성기금은 단기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며, 적극적으로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면서 금융성기금 보다는 좀 더 다변화된 상품으로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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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장 다변화된

상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대부분을 중장기자산 위주로 운용함을 확인

하였다.

[표18] 기금유형에 따른 특성분석

구 분

금융성

기금(a)

사업성

기금(b)

사회보험성

기금(c)

F

사후

분석
(N=29) (N=121) (N=19)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Scheffe)

기타자산

비중
3.65 4.37 18.59 28.73 56.21 15.30 26.29*** c>b>a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24.68 14.54 77.21 31.74 15.72 36.79 59.84*** b>a,c

중장기

자산 비중
78.40 40.77 38.23 39.26 90.61 7.64 25.45*** a,c>b

*p<0.1, **p<0.05, ***p<0.01

이러한 기금유형별 자산운용 특성 차이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기

금 자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증·보험 제공을

통해 위기 발생 시 대위변제,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자산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위

주로 투자하도록 법령 등으로 제약된다. 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 소요가

빈번한 사업성기금의 경우는 유동성이 우수한 단기자금의 필요가 타 유

형 기금보다 크고, 이에 따라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중장기자산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 사용자 부담

금 등 꾸준하게 유입되는 특정 재원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급여 사유

발생 시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해야 하므로 수익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다각화된 자산을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기금유

형별 차이는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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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운용 성과,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기금

규모, 기금운용기간,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의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

다.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상 변수는 아니지만,

그 크기에 따라 비계량지표에 가점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영향을 측정하고자 함께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19]’

와 같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 성과와 변수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정

책과 0.134(p<0.1), 기금규모와 0.316(p<0.01), 기금운용기간과

0.193(p<0.05)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산

운용 체계와 –0.377(p<0.01), 자산운용 집행과 –0.232(p<0.01), 연기금

투자풀 투자 비중과 –0.513(p<0.01)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자산운용 체계와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특정 지표의 득점이 높은 경우 다른 지표의 득

점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과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계량지표인 자산운용 체계와 0.832(p<0.01), 자산운용 집행과

0.689(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계량지표인 자산운용

성과와 –0.513(p<0.01)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과 비계량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는 연기금투자

풀 투자 비중에 따른 비계량평가 가점의 영향으로 보이며, 해당 가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운용 체계와 자산운용 집행 순으로 강한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과 자산운용 성과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후에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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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주요 변수 상관관계분석

구 분
자산운용

성과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기금규모

(ln)

기금운용

기간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자산운용

성과
1.000

자산운용

체계
-0.377*** 1.000

자산운용

정책
0.134* 0.350*** 1.000

자산운용

집행
-0.232*** 0.849*** 0.523*** 1.000

기금규모

(ln)
0.316*** -0.344*** 0.299*** -0.167** 1.000

기금운용

기간
0.193** -0.189** 0.093 -0.115 0.405*** 1.000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0.513*** 0.832*** 0.015 0.689*** -0.579*** -0.285*** 1.0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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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1. 결정요인 분석

자산운용 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1’을 토대로 합동

OLS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

는 ‘[표20]’과 같다.

먼저 합동 OLS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력은 30.8%

로 나타났고(R2=0.308),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5.25,

p<0.01). 분석결과, 자산운용 체계(Coef.=-2.160, p<0.05)와 자산운용 정

책(Coef.=1.805, p<0.1) 지표가 유의하였으며, 기금유형은 금융성기금

대비 사업성기금의 평가결과(Coef.=4.512, p<0.05)와 금융성기금 대비

사회보험성기금 평가결과(Coef.=5.832, p<0.05)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

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금규모(Coef.=0.496, p<0.1)와 기금운용주체

(Coef.=3.671, p<0.05)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명력은

30.3%(overall R2=0.303)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Wald chi2=45.92, p<0.01). 분석결과, 자산운용 체계(Coef.=-1.952,

p<0.1) 지표가 유의하였으며, 기금유형은 금융성기금 대비 사업성기금

의 평가결과(Coef.=4.171, p<0.05)와 금융성기금 대비 사회보험성기금

평가결과(Coef.=5.848, p<0.05)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

서는 기금규모(Coef.=0.648, p<0.1)와 기금운용주체(Coef.=3.778, p<0.05)

가 유의하였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자산운용 체계 점수가 낮을수록 자산운용

성과가 높아지며, 기금유형에 따른 차이가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유형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나, 기금 자산운용 프로세

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과 상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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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설과 상반된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의 관계

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투

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산운용 성과는 유의하게 하락하지만, 평가 가점

의 영향으로 비계량평가 지표인 자산운용 체계 및 자산운용 집행 점수는

유의하게 상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이란 변수의 영향으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기금규모가 작을수록 연기금투자풀에 대

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표21]’은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일부 비계량지표에서 일괄 만

점을 부여받은 기금과 그 외 기금의 기금규모 및 자산운용 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진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기금

투자풀 투자 비중이 90% 이상인 기금의 평가결과가 전체 169개 중 74개

로 상당한 비중(43.79%)을 차지하며, 기금의 연간 운용평잔으로 측정한

기금규모 평균도 2,414억원으로 그 외 기금의 50,362억원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금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전문

적인 운용이 어려운 기금은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로 운용하

는 경우가 많으며, 자산운용에 좀 더 역량집중이 가능한 타 기금 대비

자산운용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연기금투자풀 가점이

라는 평가체계 자체가 전문적 자산운용이 어려운 소형기금들의 불리한

점을 비계량평가 점수에서 만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

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비계량평가

결과 중 연기금투자풀 가점을 포함한 최종등급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

나, 일부 소형기금에서 나타나는 연기금투자풀 가점의 절대적 효과로 자

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으로 평가되는 자산운용 프로

세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순수한 기금 자체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측정한

가점 반영 전 등급을 활용하여 제5절에서 추가검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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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연구모형1’ 회귀분석

구 분
합동 OLS 모형 확률효과 모형

Coef. S.E. t Coef. S.E. z

자산운용 체계 -2.160** 0.933 -2.31 -1.952* 1.025 -1.90

자산운용 정책 1.805* 1.053 1.71 0.912 0.928 0.98

자산운용 집행 -0.687 1.173 -0.59 -0.090 1.176 -0.08

기금유형-사업성기금(ref.=금융성기금) 4.512** 1.774 2.54 4.171** 1.955 2.13

기금유형-사회보험성기금(ref.=금융성기금) 5.832** 2.394 2.44 5.848** 2.517 2.32

기금규모(ln) 0.496* 0.290 1.71 0.648* 0.330 1.96

기금운용기간 0.042 0.039 1.08 0.039 0.042 0.93

기금관리방식-위탁관리(ref.=직접관리) 0.440 1.219 0.36 0.429 1.450 0.30

기금운용주체-그 외(ref.=중앙정부) 3.671** 1.433 2.56 3.778** 1.594 2.37

연도-2018년(ref.=2017년) -0.039 1.365 -0.03 -0.207 1.232 -0.17

연도-2019년(ref.=2017년) 0.093 1.259 0.07 0.300 1.141 0.26

연도-2020년(ref.=2017년) 0.143 1.419 0.10 0.147 1.228 0.12

상수 18.787*** 4.626 4.06 16.476*** 5.215 3.16

R2 0.308 R2 overall 0.303

F(sig.) 5.25*** Wald chi2(sig.) 45.92***

N 169
N 169

n 65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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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에 따른 기금별 특성분석

구 분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90%이상 기금(a)

그 외(b)

F

사후

분석

(N=74) (N=9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Scheffe)

기금규모 2,414 3,987 50,362 89,606 21.13*** b>a

자산운용

성과
23.63 4.22 29.25 7.59 32.61*** b>a

*p<0.1, **p<0.05, ***p<0.01

2. 조절효과 분석

자산운용 성과 결정요인 분석에 이어 기금유형의 조절효과가 존재하

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연구모형2’를 토대로 합동 OLS 모형과 확률효

과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분석은 기금 자산운용 역량을 나타내는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이 기금유형에 따라 자산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가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계량점수가 높은 유형의 기금이 반드시 계량점수

수준이 높지는 않다는 사실이 기금유형의 조절효과로 설명 가능한지 확

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분석의 결과는 ‘[표22]’와 같다.

먼저 합동 OLS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력은 33.9%

로 나타났고(R2=0.339),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5.23,

p<0.01). 분석결과,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기금유형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금유형은 독립변수로써 영향

을 미쳐, 금융성기금 대비 사업성기금의 평가결과(Coef.=11.12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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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금융성기금 대비 사회보험성기금 평가결과(Coef.=34.826, p<0.05)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금운용기간(Coef.=0.085,

p<0.05)과 기금운용주체(Coef.=4.292, p<0.01)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명력은

31.8%로 나타났고(overall R2=0.318),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Wald chi2=50.65, p<0.01). 분석결과,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기금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는 기금유형이 사회보험성기금인

경우 자산운용 정책 결과와의 상호작용 변수(Coef.=-8.957, p<0.1)만 유

의할 뿐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금유형은 독립변수로써 영향을 미

쳐, 금융성기금 대비 사회보험성기금 평가결과(Coef.=48.364,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금운용기간(Coef.=0.087,

p<0.1)과 기금운용주체(Coef.=4.761, p<0.01)가 유의하였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기금유형은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

준과 자산운용 성과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기능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

써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서 가설에서 살펴보았던 기금

유형별 자산운용 성과 차이는 기금유형의 자체적인 특성에 기인한 영

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확률효과 모형에서 나타난 자산운용 정책과 기금유형 간 상호

작용 변수의 유의한 영향은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분석결과는 사회보

험성기금의 경우 자산운용 정책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운용 성과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3]’과 같다. 이

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결과인데, 원인을 찾아보자면 자산운

용 정책 수준이 높아 해외 자산 등 다양한 자산 유형에 투자한 기금들

이 코로나19 등 특수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큰 변동성에 직면하며 자

산운용 성과에 악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성기금은 타 기금유형 대비 기타자산 비중이 큰 만큼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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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연구모형2’ 회귀분석

구 분
합동 OLS 모형 확률효과 모형

Coef. S.E. t Coef. S.E. z
자산운용 체계 -0.480 2.657 -0.18 -0.770 3.133 -0.25
자산운용 정책 2.394 2.202 1.09 0.230 2.582 0.09
자산운용 집행 -1.396 2.926 -0.48 0.461 3.232 0.14

기금유형-사업성기금(ref.=금융성기금) 11.121* 6.571 1.69 7.086 6.572 1.08
기금유형-사회보험성기금(ref.=금융성기금) 34.826** 15.518 2.24 48.364*** 14.536 3.33
자산운용 체계×기금유형-사업성기금 -1.505 2.893 -0.52 -0.593 3.389 -0.18
자산운용 체계×기금유형-사회보험성기금 -4.821 4.755 -1.01 -4.597 3.952 -1.16
자산운용 정책×기금유형-사업성기금 -1.021 2.419 -0.42 0.405 2.753 0.15
자산운용 정책×기금유형-사회보험성기금 -6.402 6.132 -1.04 -8.957* 4.795 -1.87
자산운용 집행×기금유형-사업성기금 0.632 3.172 0.20 -0.589 3.506 -0.17
자산운용 집행×기금유형-사회보험성기금 2.338 6.736 0.35 0.673 4.853 0.14

기금규모(ln) 0.288 0.335 0.86 0.508 0.397 1.28
기금운용기간 0.085** 0.042 1.99 0.087* 0.048 1.82

기금관리방식-위탁관리(ref.=직접관리) 0.746 1.248 0.60 0.572 1.559 0.37
기금운용주체-그 외(ref.=중앙정부) 4.292*** 1.421 3.02 4.761*** 1.728 2.76

연도-2018년(ref.=2017년) -0.426 1.439 -0.30 -0.650 1.209 -0.54
연도-2019년(ref.=2017년) -0.218 1.235 -0.18 0.022 1.110 0.02
연도-2020년(ref.=2017년) -0.055 1.431 -0.04 -0.022 1.216 -0.02

상수 14.215*** 3.448 4.12 11.916** 5.826 2.05
R2 0.339 R2 Overall 0.318

F(sig.) 5.23*** Wald chi2(sig.) 50.65***

N 169
N 169
n 65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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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산운용 정책에 따른 기금유형별 자산운용 성과

제 4 절 추가검증

최초 본 연구는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여 기금의 부족 프로세스를 보

충할 수 있다는 평가의 가정을 받아들여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은 비계량지표 결과 중 최종등급을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다중공선성 이

슈가 있는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연기금투자풀 가점의 영향으로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와의 관계 분석

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측정방법

을 순수한 기금 자체 자산운용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연기금투자풀 가

점 반영 전 등급으로 변경하고,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을 통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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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검증을 재수행하였다.

추가검증은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일부 지표의 연

기금투자풀 가점 반영 전 등급을 알 수 없는 기금의 평가결과는 제외하

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기금은 총 37개 기금이며,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별 평가결과는 총 95개이다.

1. 변수의 기초통계량

독립변수 중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측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

당 변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을 재분석하였다.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은 비계량평가 결과 중 연기금투자풀 가점 반

영 전 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분석과 같이 ‘탁월’ 5점,

‘우수’ 4점, ‘양호’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0점으로 변환하

여 기초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2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체계의 전체 평균 평가점수는 2.88점

(SD=0.9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 정책은 3.00점(SD=0.76점), 자산

운용 집행은 3.04점(SD=0.74점)으로 확인되었다. 가점을 포함했던 기존

분석과 달리, 세 가지 지표의 평균점수 모두 3점대 내외로 ‘양호’ 수준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널그룹 간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체계가

표준편차 0.96점으로 그룹 내 평균값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며, 패널그룹

내 결과도 자산운용 체계의 표준편차가 0.45점으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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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추가검증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기술통계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자산운용

체계

overall 2.88 0.91 0 4 N=95

between 0.96 0 4 n=37

within 0.45 1.38 3.88 T-bar=2.57

자산운용

정책

overall 3.00 0.76 0 4 N=95

between 0.79 0 4 n=37

within 0.39 1.50 4.00 T-bar=2.57

자산운용

집행

overall 3.04 0.74 0 4 N=95

between 0.76 0 4 n=37

within 0.41 1.54 3.79 T-bar=2.57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24]’와 같다. 분석결과,

세 가지 지표 모두 ‘양호’가 가장 빈번하였으며, 각각 자산운용 체계 49

개(51.58%), 자산운용 정책 63개(66.32%), 자산운용 집행 65개(68.42%)

수준이었다. 패널그룹 간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체계에서 한 번이라

도 ‘양호’ 미만의 등급인 ‘매우미흡’, ‘미흡’, ‘보통’을 득점한 기금이 18개

에 달해, 가점을 제외하면 자산운용 체계가 가장 고득점이 어려운 지표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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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추가검증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빈도분석

구 분
overall between within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비율(%)

자

산

운

용

체

계

매우미흡(=0) 3 3.16 2 5.41 100.00

미흡(=1) 3 3.16 3 8.11 75.00

보통(=2) 18 18.95 13 35.14 64.10

양호(=3) 49 51.58 26 70.27 67.63

우수(=4) 22 23.16 14 37.84 48.81

탁월(=5) 0 0.00 0 0.00 0.00

합 계 95 100.00 58 156.76 63.79

자

산

운

용

정

책

매우미흡(=0) 2 2.11 1 2.70 100.00

미흡(=1) 2 2.11 2 5.41 100.00

보통(=2) 9 9.47 9 24.32 57.41

양호(=3) 63 66.32 29 78.38 80.17

우수(=4) 19 20.00 11 29.73 50.76

탁월(=5) 0 0.00 0 0.00 0.00

합 계 95 100.00 52 140.54 71.15

자

산

운

용

집

행

매우미흡(=0) 2 2.11 1 2.70 100.00

미흡(=1) 2 2.11 2 5.41 100.00

보통(=2) 6 6.32 6 16.22 43.06

양호(=3) 65 68.42 31 83.78 82.80

우수(=4) 20 21.05 13 35.14 44.23

탁월(=5) 0 0.00 0 0.00 0.00

합 계 95 100.00 53 143.24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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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널별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조건부 전이확률을 분석한 결

과는 ‘[표25]’와 같다. 분석결과, 가점을 포함했던 기존 분석보다는 기준

년의 결과가 다음 평가년에 유지되는 경우의 비중이 작아짐을 확인하였

다. 특히 세 가지 지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던 다음 해에는 ‘양호’ 등

급으로 하락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자산운

용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뒤에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

았다.

[표25] 추가검증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조건부 전이확률

자산운용
체계

다음 평가년 결과

0 1 2 3 4 5 합계

0
(비중, %)

1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비중, %)

0 0 1 0 0 0 1

(0.00) (0.00) (100.00) (0.00) (0.00) (0.00) (100.00)

2
(비중, %)

0 1 4 1 0 0 6

(0.00) (16.67) (66.67) (16.67) (0.00) (0.00) (100.00)

3
(비중, %)

0 0 6 16 8 0 30

(0.00) (0.00) (20.00) (53.33) (26.67) (0.00) (100.00)

4
(비중, %)

0 0 1 12 7 0 20

(0.00) (0.00) (5.00) (60.00) (35.00) (0.00) (100.00)

5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비중, %)

1 1 12 29 15 0 58

(1.72) (1.72) (20.69) (50.00) (25.86)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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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정책

다음 평가년 결과

0 1 2 3 4 5 합계

0
(비중, %)

1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비중, %)

0 0 0 2 0 0 2

(0.00) (0.00) (0.00) (100.00) (0.00) (0.00) (100.00)

3
(비중, %)

0 0 3 29 6 0 38

(0.00) (0.00) (7.89) (76.32) (15.79) (0.00) (100.00)

4
(비중, %)

0 0 1 10 6 0 17

(0.00) (0.00) (5.88) (58.82) (35.29) (0.00) (100.00)

5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비중, %)

1 0 4 41 12 0 58

(1.72) (0.00) (6.90) (70.69) (20.69) (0.00) (100.00)

자산운용
집행

다음 평가년 결과

0 1 2 3 4 5 합계

0
(비중, %)

1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비중, %)

0 0 0 2 0 0 2

(0.00) (0.00) (0.00) (100.00) (0.00) (0.00) (100.00)

3
(비중, %)

0 0 3 26 7 0 36

(0.00) (0.00) (8.33) (72.22) (19.44) (0.00) (100.00)

4
(비중, %)

0 0 1 11 7 0 19

(0.00) (0.00) (5.26) (57.89) (36.84) (0.00) (100.00)

5
(비중, %)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비중, %)

1 0 4 39 14 0 58

(1.72) (0.00) (6.90) (67.24) (24.14) (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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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운용

성과,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기금규모, 기금운용

기간,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의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표26]’과 같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인 자산운용 성과와 변수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산운용 정책과 0.275(p<0.01)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과 –0.393(p<0.01)으로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점을 포함했던 기존

분석과는 달리 주요 독립변수인 자산운용 체계와 자산운용 집행과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지표인 자산운용 체계와 자산

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유의하게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 특정 지표의 득점이 높은 경우 다른 지표의 득점

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질수록 자산운용 체

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제외한다면

규모가 큰 기금일수록 내부 프로세스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과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산

운용 성과와 –0.393(p<0.01), 기금규모와 –0.361(p<0.01), 기금운용기간

과 –0.221(p<0.05)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기금투

자풀에 운용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기금을 제외하였음에도 자산운

용 성과와 음(-)의 상관관계는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

기 위해 추가검증에서는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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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추가검증 주요 변수 상관관계분석

구 분
자산운용

성과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기금규모

(ln)

기금운용

기간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자산운용

성과
1.000

자산운용

체계
0.154 1.000

자산운용

정책
0.275*** 0.741*** 1.000

자산운용

집행
0.160 0.779*** 0.851*** 1.000

기금규모

(ln)
0.129 0.267*** 0.415*** 0.404*** 1.000

기금운용

기간
0.169 0.158 0.110 0.058 0.304*** 1.000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0.393*** 0.048 -0.032 0.093 -0.361*** -0.221** 1.0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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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추가검증은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1’에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을 통

제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기금투자풀 가점을 포

함했던 기존 분석과 동일하게 합동 OLS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

하였다.

먼저 합동 OLS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력은 40.2%

로 나타났고(R2=0.402),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5.99,

p<0.01). 분석결과,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중 자산운용 정책

(Coef.=3.616, p<0.05) 지표만 유의하였으며, 기금유형은 금융성기금 대

비 사업성기금의 평가결과(Coef.=5.247, p<0.01)와 금융성기금 대비 사

회보험성기금 평가결과(Coef.=7.635, p<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Coef.=-11.952, p<0.01)이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명력은

39.5%(overall R2=0.395)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Wald chi2=34.87, p<0.01). 분석결과,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 중

자산운용 정책(Coef.=3.296, p<0.1) 지표만 유의하였으며, 기금유형은

금융성기금 대비 사업성기금의 평가결과(Coef.=5.325, p<0.05)와 금융성

기금 대비 사회보험성기금 평가결과(Coef.=7.564, p<0.05) 모두 유의하

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Coef.=-10.781, p<0.01)이 유의하였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자산운용 정책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운용

성과가 높아지며, 기금유형에 따른 차이가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

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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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추가검증 회귀분석

구 분
합동 OLS 모형 확률효과 모형

Coef. S.E. t Coef. S.E. z

자산운용 체계 0.250 1.164 0.21 0.001 1.314 0.00

자산운용 정책 3.616** 1.667 2.17 3.296* 1.769 1.86

자산운용 집행 -0.621 1.849 -0.34 -0.888 2.051 -0.43

기금유형-사업성기금(ref.=금융성기금) 5.247*** 1.947 2.69 5.325** 2.457 2.17

기금유형-사회보험성기금(ref.=금융성기금) 7.635*** 2.823 2.71 7.564** 3.171 2.39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 -11.952*** 2.918 -4.10 -10.781*** 3.634 -2.97

기금규모(ln) -0.490 0.473 -1.04 -0.230 0.553 -0.42

기금운용기간 0.078 0.053 1.45 0.098 0.066 1.49

기금관리방식-위탁관리(ref.=직접관리) 1.338 1.597 0.84 1.261 2.185 0.58

기금운용주체-그 외(ref.=중앙정부) 2.454 3.009 0.82 3.017 3.415 0.88

연도-2018년(ref.=2017년) 1.847 1.782 1.04 2.121 1.827 1.16

연도-2019년(ref.=2017년) 2.030 1.892 1.07 2.154 1.751 1.23

연도-2020년(ref.=2017년) 2.767 2.108 1.31 2.604 1.824 1.43

상수 19.490*** 6.117 3.19 16.706** 8.015 2.08

R2 0.402 R2 overall 0.395

F(sig.) 5.99*** Wald chi2(sig.) 34.87***

N 95
N 95

n 37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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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과해석

세 가지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운용 체계, 자산

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지표를 연기금투자풀 가점을 포함한 최종등급

으로 측정하면 자산운용 체계만이 유의하며, 자산운용 체계 수준이 높아

질수록 자산운용 성과는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둘째, 연기금투자풀 가점

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 수준을 연기금투자풀 가점 전 등급으로 측정하면 자산운용 정책만

이 유의하며, 자산운용 정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운용 성과는 유의미

하게 증가한다. 셋째, 기금유형은 조절변수로 기능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

써 작용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구체적으로 금융성기

금 대비 사업성기금 및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 성과가 더 뛰어나다.

첫째와 둘째 결과를 종합하면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

용 집행이라는 기금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의 측정방법에 따라 자산운

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만 첫째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기금투자풀 가점에 따른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비계

량평가 결과로 나타난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계량평과 결과

로 나타난 자산운용 성과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금의 자체적인 자산운용

정책 수준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산운용 정책은 기금의

자산배분과 투자실행정책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이러한 결과는 앞

서 살펴봤던 선행연구 중 전략적 자산배분이 기금 또는 펀드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연구결과와 함께 기금의 자산배분 정책 역량

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Brinson, Hood, and Beebower, 1986; Brinson,

Singer, and Beebower, 1991; 고영은, 전재만, 2020).

한편, 셋째 결과에서 드러난 기금유형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 차이의

원인은 앞서 살펴본 기금유형에 따른 특성분석 결과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기금유형 간 특성분석에서 금융성기금은 예금, 채권과 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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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중장기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사업성기금은 금융성기금 대비 좀 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한편, 금융성기금 및 사회보험성기금 대비 단기자산 위

주의 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연기금투자풀 활용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

회보험성기금은 가장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대부분을 중장기

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기금유형별 특성과 자산운용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유형의 기금들이 좀 더 좋은 자산운

용 성과를 거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자산운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과가 가장 뛰어난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을 참고

하여 다변화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기대수익률이 높은 중장기자

산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결론은 금융성기금과 사업성기금의 자산운용에 일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융성기금과 사업성기금은 그 설립목적과 수행

업무가 사회보험성기금과 다르며 현재의 자산운용은 그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기금유형의 조절효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지만 사회보험성기

금의 경우 자산운용 정책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운용 성과가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등 시장 충격에 따른 외생적 변수

의 영향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구대상 평가연도를 늘려 추가적인 연

구수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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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금의 자산운용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의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결과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 시 기금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사점

을 제공하는 한편, 기금규모에 따른 차등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평

가체계에서 기금의 성격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회계연도(2018년 평가 실시)부터 2020회계연도(2021

년 평가 실시)까지 최근 4년 동안 시행된 평가를 대상으로, 기금의 자

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

운용 집행 수준과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분류인 기금유형의 차이가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정밀함을 위해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금규모, 기금운용기간, 기금관리방식, 기금운용주체

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1. 연구의 결론

먼저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이 자산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회귀분석 결과, 비계량평가 결과로 측정되는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

준의 측정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는 자체적인 기금운용 역량이 부족한 기금들의 연기금투

자풀 위탁 운용을 장려하고자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에 따라 일부 비

계량지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계량지표 등급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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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전 등급과 가점 반영 후 최종등급으로 나뉘며 두 가지 등급 중

어떤 등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분석결과가 달라졌다.

최초 본 연구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부족한 자산운용 프로세스 역

량을 보충한다는 평가의 가정을 받아들여 최종등급으로 자산운용 프로

세스 수준을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산운용 체계

의 득점이 높아질수록 자산운용 성과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산운용 체계를 갖춘 기금일수록 자산운용 성과가

나쁘다는 결과로 기존 가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가 연기금투자풀 가점에 따른 왜곡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에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일부 비계량지

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기금의 특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기금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운용이 어려운 기금은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산운용에 좀 더

역량집중이 가능한 타 기금 대비 자산운용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연기금투자풀 가점이라는 평가체계가 전문적 자산운용이 어려

운 소형기금의 불리한 점을 비계량평가 점수에서 만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이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기금투자풀 가점이라는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본 연구의 실

제 목표였던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의 실질적

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계량지표 결과를 연기금투자풀 가점 반영 전

등급으로 측정하고 연기금투자풀 투자 비중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회귀

분석을 다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기금운용 프로세스 중 자산배분과

투자실행정책 등을 결정하는 자산운용 정책 역량이 자산운용 성과 제

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금유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금유형은 조

절변수로 기능하기보다는 독립변수로써 작용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성기금 대비 사업성기금

및 사회보험성기금의 평가결과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사업성기금 일

때 증가하는 자산운용 성과보다 사회보험성기금 일 때 증가하는 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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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성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운용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판단되어 평가체계로써 고려되어 온 기금

규모를 통제했음에도 나타난 차이로 그 의의가 있다.

기금유형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 차이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각 기

금유형의 자산운용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금융성기금은 예금,

채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중장기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사업성기금은 금융성기금 대비 좀 더 다변화된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한편, 금융성기금 및 사회보험성기금 대

비 단기자산 위주의 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연기금투자풀 활용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장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대

부분을 중장기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유형의 기금들이 좀 더 좋은 자산운용 성과를 거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책적 시사점

기금의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준과 자산운용 성과 간 분석에서 시사점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금은 자산운용 성과를 제고 하기 위

해 자체적인 자산운용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기금투자풀 육성 정책과 이에 따른 평가상 이점으로 연기금투

자풀에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들이 많은 만큼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지속적 발전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연기금투자풀을 운용하는 주간운용사의 역량 강화와

운용 펀드의 다변화 등이 결국은 대부분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금유형과 자산운용 성과 간 관계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

면 개별 기금은 자산운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회보험성기금

의 자산운용을 참고하여 다변화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대수익률이 높은

중장기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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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성기금 및 사업성기금이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운용을 그

대로 벤치마크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금의 역할은 설립목적에 따

라 다르고, 자산운용은 그러한 설립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기금유형별 자산운용 특성에 반영

된다.

예를 들어 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 소요가 빈번한 사업성기금의 경우

유동성이 우수한 단기자금의 비율이 타 유형 기금보다 높다. 자금의 유

동성이 중요한 기금이 유동성은 부족하나 중장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

산군에 쉽게 투자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보험 제공을 통해 위기 발생

시 대위변제,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자산의 안

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적인 투자가능 자산이 타 기금유

형 대비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금유형에 따른 평가결과의 유불리가 지속된다면 평가체계의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평가체계는 기금규모에 따

라 조정된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행 체계에 기금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

금유형별 유불리가 다른 평가지표를 선별하여 기금유형별로 배점을 조정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자산

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으로 요약되는 기금운용 프로

세스 수준과 기금설립 목적에 따른 분류인 기금유형이 자산운용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주요 변

수를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에서 가져옴으로써 그 한계도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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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평가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평가체계 변경 전의 결과

를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2017회계연도부터 비계량지표가 기존 자

산운용 체계 및 정책,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라는 두 개의 지표에

서 자산운용 체계, 자산운용 정책, 자산운용 집행이라는 세 개의 지표

로 구체화 됨에 따라 그 이전의 평가결과까지 분석의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로, 비계량지표 평가와 계량지표 평가가 하나의 평가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평가 시 지표 간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계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금의 비계량평가 점수가 비

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비계량평가 점수를 재고해 보는 등 비계량평가

와 계량평가 결과 간 상호간섭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 정책, 시장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

수에 따른 영향도 받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외생적

변수에 대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를 활용하

면서도, 평가체계와 별개의 원천에서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가하면서 분석을 진행해 본다면 훨씬 의미 있는 연구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본 연구는 기금유형에 따른 자산운용의 특성과 이에 따른 자

산운용 성과의 차이에 집중하여 기금유형에 따라 왜 자산운용의 특성

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 각 유형 기금들의 자산운용 관련 법령, 자산운용지침, 사업 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유형에 따라 자산운용의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관해 분석해 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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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determinants of the results of

asset management evaluations of the public sector funds. It tries to

provide implications of the matters that the fund should focus on

when managing its assets. Also, it aims to review the necessity of a

more detaile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fund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which maintains a differential

system according to the fun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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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asset management evaluations

of the funds conducted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FY2017 to

FY2020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is. It aims to see fund types,

which are the social security fund, the project fund, and the financial

fund, and asset management levels of each fund measured as

non-quantitative performance in the evaluations affect the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d as quantitative performance in it.

For the precision of the analysis, the fund size, fund operation period,

fund style of management, and fund management entity, which have

been believed to affect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f the levels of asset management structure, policy, and

execution are measured in the final grades in the evaluations that

include additional points for investing investment pool for public

funds, only the level of asset management structure is significant. In

turn, the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decreases as the grade of

the asset management structure increases. Secondly, the previous

analysis result seems to be a distortion caused by the funds that are

difficult to concentrate on asset management due to their small fund

size that invest most of their assets in the investment pool for public

funds and receive additional points in the evaluations. To prevent the

distortion, the levels of asset management structure, policy, and

execution are measured as grades by excluding the additional points

and the proportion of investing in the investment pool for public

funds is added as a control variable. Then, only the level of asset

management policy is significant, and the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increases as the grade of the asset management policy

increases. Thirdly, the fund type ac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rather than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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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project fund and the social security fund is better

than that of the financial fund, and the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social security fund is best.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order to improve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the

fund needs to improve its ability to establish its own asset

management policy. Secondly, the system of the investment pool for

public funds needs to be developed to improve the fund's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re are many funds that invest most

of their surplus money to it due to its advantage in the evaluation.

Thirdly, individual funds can refer to the asset management of the

social security fund to achieve improved results in asset management.

However, as the financial fund and the project fund have limitations

in benchmarking the asset management of the social security fund as

it is, the revision of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f

the difference between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fund types

continues.

keywords : asset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public sector

funds, fund type, asset management structure, asset

management policy, asset management execution,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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