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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매년 5월경이 되면 경제 신문사 등 여러 경제기관에서 대체투자와 관련한 포럼을 개최

한다. 매일경제는 올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2차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 폐회 직후인 6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대체투자포럼

을 개최한다. 한국경제에서도 ASK(Alternative Investment Summit Korea)

2017의 Agenda로 5월에는 private debt & equity와 hedge fund & multi-

asset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real estate와 infrastructure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경제기관들이 주최하는 대체투자관련 포럼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시대의 적절한 투자대안으로써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체투자에 대한 실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기 투자 등 몇몇 대체투자 분야에서는 약간의 과열현상을 보이고도 있다.

대체투자의 개념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traditional investments)와 비교하여

사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대체투자로는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사기업투자펀드, 벤

처캐피탈, 원자재투자펀드, 인프라펀드 등이 있으며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PEF(Private Equity

Fund)와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에 대한 개념

이 소개되었다. 초기 대체투자의 투자대

상은 인프라, 부동산, 사모투자 등 위험이

낮은 자산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이루어졌

으 나 , 최 근 에 는 항 공 기 , 선 박 ,

PDF(Private Debt Fund) 등으로 영역

을 넓히고 있다. 또한 대체투자를 위한 자

금조달 방안인 PF(Project Financing)

도 더불어 활발해졌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시대의 투자대안으로써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대체투자에 대한 실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의 연기금/공제회의 대체투자 현황

국민연금공단의 2016년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4년 대비 약 36%가

증가한 64조원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2년 동안 약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특히

한국투자공사와 교직원공제회의 대체투자자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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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평균 대체자산 수익률

1. 국민연금공단 46,655 54,659 63,667 54,994 9.9%~12.5%

2. 한국투자공사 7,475 13,361 18,248 13,028 6.6%~9.9%

3. 사학연금 1,861 2,041 2,199 2,034 5.9%~7.6%

4. 공무원연금공단 600 722 887 736 3.8%~10.7%

5. 교직원공제회 7,327 9,429 11,225 9,327 5%~10.9%

6. 군인공제회 4,999 4,390 5,140 4,843 -0.8%~3.7%

7. 지방행정공제회 3,587 3,849 4,371 3,936 5.8%~9.2%

합계 72,503 88,451 105,737 88,897

<그림 1.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대체투자 현황>
(단위 : 십억원)

수익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대체자산 수익률이 10%전후로 가장 높으며, 군인공제

회의 대체자산 수익률이 3.7%이하로 가장 낮다.

과거 3년간의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연기금의 경우 전체운용자산의 8~16% 정도이며, 공제회의 경우는 40~55% 정도

로 높은 편이다.

<그림 2.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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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해외 연기금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 캘리포니아주정부연금의

대체투자자산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40%와 20% 내외이다.

<그림 3. 대표적인 해외 연기금의 대체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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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재원이 큰

연기금/공제회들은 다양한

투자대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나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2014 2015 2016 평균값 대체자산 수익률

CPPIB(*1)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금액 80.1 94.7 116.2 97 
사모투자 : -4.2%~46.8%

기타 : 9.3%~ 18%
비율 36.5% 35.8% 41.5% 37.9%

Calpers(*2)

(캘리포니아주정부연금)

금액 61.1 60.0 57.4 59 

3.85%~16.7%
비율 20.5% 20.1% 19.8% 20.1%

(단위 : $ Billions )

(*1)CPPIB Annual Report, (*2)Market Value 기준

(출처 : CPPIB Annual Report, Calpers Financial Annual Report)

이중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의 대체투자자산의 투자상품군을 살펴보면 PEF와 실물자

산(부동산, 인프라)에 1:1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연기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수익율이 높은 PEF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인 실

물자산에 50%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다만 실물자산 투자금액 중 수익률이 상대적으

로 높은 부동산에 2/3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실제 투자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목적에 따라

투자규모 및 투자수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전체 대체투자

자산 중 40% 정도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PEF에 각각 30%씩 투자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는 2014년 대체투자자산의 73%를 부동산에 투자하였

으며, 이는 전체 운용자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에는 투자 비중을 줄여

2016년에는 전체자산의 24%정도만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공제회의 경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높은 것

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공제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보증 또는 수신금리가 높아 상대적

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산의

건전성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금리를 시장금리에 맞춰 적시성 있게 하락시키

지 않을 경우, 현재의 투자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자규모가 큰 기관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가능 재원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대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나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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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 대체투자와 회계법인의 제공 정보

대체투자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투자수익률은 투자대상에 대한 분석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는 경험 및 능력의 부족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험이 많고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부자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절차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낮은 수수료로 형식

상 자문을 맡기거나 외부자문기관을 배제하고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여부를 결

정한다.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미

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대하여 각 기관의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

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현금흐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정보에 신뢰성을 더해주

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어슈어런스 보고서는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줄 것이다.

또한 투자가 이루어진 뒤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의 시기가 중요한 만큼

EXIT의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EXIT를 위해서는 투자자산과 자산의

주변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위탁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열심히

할 것이나, 자산운용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

연금공단의 경우는 자문과 모니터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시장상황분석과 별개

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투자자산관련 모니터링 보고서를 이용한다면 그 동안 미비했

던 투자자산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EXIT의 시점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투자 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기관의 목적에 따라 투자대상의 포트폴리오가 다

양해야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투자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채

권과 마찬가지로 대체투자자산도 투자기간에 대한 장기와 단기 구분이 있으며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은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짧은 중단기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체

투자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

자도 필요하지만,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분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

석이 간단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했다. 기관은 목적에 따라 장기, 중기, 단

기 등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분석의 난이도에 따른 투

자집중현상을 지양해야 함은 명백하다.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재무분석 보고서는 재무

모델 구현을 통하여 장단기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분석 난이도를 동일하게 하고, 기관

의 목적에 맞는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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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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