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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

v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기금 수익률의 추세적 하락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실현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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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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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와 기금운용의 관계

v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추계(2013년도)

– 추계 결과에 따른 제도 및 기금 개혁 방안 도출
– 재정방식, 재정목표, 기금운용의 목표와 허용위험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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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적립금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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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직의 운용 역량 부족

v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전략적 판단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무집행조직

I.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사례) 목표비중 및 기준비중 대비 실제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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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국민연금 지배구조 현황

I.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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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 지배구조론

v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의 중요성

– Fama and Jensen(1983, J. of Law and Economics)
• 조직의 지배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발의, 승인, 실행, 감시의 네 단계로 구분
• 관리기능(발의 및 실행)과 통제기능(승인 및 감시) 담당 대리인의 분리
• 통제 대리인이 소유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관리 대리인을 감시 및 통제

– 이기영(2005, KDI)
• 독립성, 전문성, 대표성을 지닌 이사회(board) 또는 위원회(committee)

v 공적연금제도에서 Stakeholder의 위험 요인

– Musalem and Palacips(2003, World Bank)
•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정부가 연금급여 지급 목적 외에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 기금을 차입하거나 재정목적으로 사용하여 운용성과가 낮아지는 경우
• 부패 또는 관리부실로 인하여 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II.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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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 지배구조론

v Ambachtsheer(1998) : 연금수탁자, 운용수탁자, 관리수탁자의 구분

– 의사결정자인 연금수탁자(Board)
• 목표(Mission) 정의와 투자정책서(IPS) 수립
• 주로 투자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하여 대표성 유지 및 신뢰도 향상

–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운용수탁자(Committee)
• 연금수탁자가 정한 목표와 정책 수립에 따른 전략 수립
• 높은 전문성을 갖고 관리수탁자의 구성원 선택 및 활동 감독

– 기금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수탁자(CxO)
• 포트폴리오 관리, 위험 모니터링, 정보체계 관리 및 보고서(연차, 월간) 발간
• 관리수탁자는 투자전문가로써 내부 고용 또는 외부 위탁으로 위임 가능

II.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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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책임의 인식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y)

Ÿ 연금 운영 및 감독기구의 명료화 및 분리
Ÿ 운영/감독기관의 법적 형태, 내부지배구조, 목적 등의 명문화

Ÿ 전략적 자산배분 및 감독 기능 수행하는 개인 또는 위원회 등의 조직
Ÿ 연금 운용의 목표, 위험관리, 투자정책 등의 수립, 내/외부 연금 운용(투자정책 및 위

험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성과보상체계, 준법감시 등의 업무 등에 대한 책임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II.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v OECD에서 발표한 연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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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구
(Governing Body)

Ÿ 전략적 자산배분 및 감독 기능 수행하는 개인 또는 위원회 등의 조직
Ÿ 연금 운용의 목표, 위험관리, 투자정책 등의 수립, 내/외부 연금 운용(투자정책 및 위

험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성과보상체계, 준법감시 등의 업무 등에 대한 책임

Ÿ 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투자기구 또는 투자위원회

책임
(Accountability)

Ÿ 연금운영/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원, 수익자, 감독당국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부담

적합성(Suitability) Ÿ 운용인력의 최소 적합성(진실성, 전문성 등) 요건

위탁 및 전문가 자문
(Delegation and expert advice)

Ÿ 하부 위원회,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활용

감사(Auditor) Ÿ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감사

재정추계(Actuary) Ÿ 연금의 수입, 지출 등에 대한 재정추계

자산의 보관(Custodian) Ÿ 연금 자산의 안전한 보관

자료: OECD(2009)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v OECD와 ISSA의 가이드라인은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공적연금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민간연금과 다른 특징이 있음
(Yermo(2008, OECD))

– (정치적인 독립의 중요성) 공적연금의 운영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
간접적인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효율적인 펀드 지배구조가 훼손될 가능
성이 있음

– (공시체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연금 의사결정기구가 금융감독기관의 감
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 운영에 대한 공시체계가 공적연금의 법적 책임
을 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 (성과비교의 대상) 공적연금은 투자성과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비교할 국
가 내 경쟁상대가 없으므로 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기준 또는 유사 해
외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성과비교를 해야 함

II.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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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v Yermo(2008)는 이러한 공적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OECD와 ISSA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수 있는 공적연금 지배구조 및 투자운용의 원칙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은 전문지식과 경험
을 겸비해야 하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 및 임명이 이루어져야 함

• 의사결정기구는 독립적인 위원회 또는 연금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용기관의 이사
회로 구성될 수 있음

– (연금 운용의 독립성) 공적연금은 자산운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
구에 의해 운용되어야 함

– (명확한 운용지침 및 목표에 근거한 성과분석) 연금자산은 명확한 투자지침
과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하에 운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기
준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엄격한 공시정책) 자산배분, 운용성과, 회계감사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투자정책서(IPS), 윤리규정(code of conduct) 등을 공개해야
하며, 관할 감독기관 또는 국회 등의 추가적인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II.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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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적연기금(CPPIB)

v CPP와 CPPIB

– 1998년 연금의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으로 변경하면서
CPPIB(Investment Board)를 설립하고 민간전문가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함

– 재정목표 : 부채의 25% 또는 5.5년 동안의 연간급여액 적립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PPIB와 기금운용 집행기구가 통합되어 있고, 이사회
위원이 모두 전문성을 가진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지역별로 안배

• 기본급 연$35,000 외 이사회 참석 수당 $1,500/회
• 소위 위원장 수행 시 $12,500 추가
• 이사회 위원장의 급여는 $160,000/연
• 총직원수 1,000명(본사 886명, 런던 64명, 홍콩 44명, 뉴욕 3명, 상파울로 3명)

– 캐나다 중앙계리국(OCA, 금융기관감독국 산하)에서 3년마다 재정추계를 실
시하여 재정 안정성 평가

– CPPIB는 기준포트폴리오(Norm) 대비 초과수익 창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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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PP와 CPPIB

– 1998년 연금의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방식으로 변경하면서
CPPIB(Investment Board)를 설립하고 민간전문가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함

– 재정목표 : 부채의 25% 또는 5.5년 동안의 연간급여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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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모두 전문성을 가진 경제 및 금융전문가로 지역별로 안배

• 기본급 연$35,000 외 이사회 참석 수당 $1,500/회
• 소위 위원장 수행 시 $12,500 추가
• 이사회 위원장의 급여는 $160,000/연
• 총직원수 1,000명(본사 886명, 런던 64명, 홍콩 44명, 뉴욕 3명, 상파울로 3명)

– 캐나다 중앙계리국(OCA, 금융기관감독국 산하)에서 3년마다 재정추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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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IB의 지배구조 평가 (OECD) 

항목 내용

책임의 인식

Ÿ 1997년 독립적인 연금 전문운용기관인 CPPIB의 설립

Ÿ CPPIB Act에 설립목적, 법적형태, 지배구조 등을 명문화

Ÿ 캐나다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투자수익의 추구(‘적정위험 하에서의 투자수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명시

의사결정

기구

Ÿ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투자정책 및 지침, 위험관리, 위탁운용, 연간 운용계획, 자산보관 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Ÿ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투자위원회(12명), 감사위원회(5명), 인사 및 보상위원회(5명), 운영위원회(5명) 등으로 구성

Ÿ 익명 설문조사 및 peer review를 통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평가

Ÿ 회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와 같은 공식 보고서의 보고체계 구축

(연차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이후 연방 재무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Ÿ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연간 회계감사

Ÿ 3년 주기로 연방 및 주정부 재무장관의 CPP 및 CPPIB 리뷰

Ÿ 연방 재무장관의 특별감사 요구권 부여

Ÿ Chief Actuary of Canada에서 3년 주기로 75년 재정추계 재평가

Ÿ 기록, 시스템, 내부 관행 등에 대한 외부 특별 검사(6년 주기)

Ÿ 주정부별 가입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CPPIB 회장 및 CEO가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Ÿ 웹사이트를 통한 CPPIB의 활동 및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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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Ÿ 익명 설문조사 및 peer review를 통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평가

Ÿ 회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와 같은 공식 보고서의 보고체계 구축

(연차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이후 연방 재무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Ÿ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연간 회계감사

Ÿ 3년 주기로 연방 및 주정부 재무장관의 CPP 및 CPPIB 리뷰

Ÿ 연방 재무장관의 특별감사 요구권 부여

Ÿ Chief Actuary of Canada에서 3년 주기로 75년 재정추계 재평가

Ÿ 기록, 시스템, 내부 관행 등에 대한 외부 특별 검사(6년 주기)

Ÿ 주정부별 가입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CPPIB 회장 및 CEO가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Ÿ 웹사이트를 통한 CPPIB의 활동 및 투자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적합성 Ÿ 자산운용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인사들로 이사회 및 내부 전문 운용인력 구성

위탁운용 및 전문가 자문 Ÿ 일반 주식/채권/파생상품 및 대체투자(부동산, PE/헤지펀드, 인프라 등) 관련 외부 위탁운용(일임투자) 및 공동투자

감사
Ÿ (내부)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회계보고서 감독, 내/외부 감사, IT 시스템 및 내부통제를 관할

(외부)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재정추계 Ÿ Chief Actuary of Canada에서 3년 주기로 75년 재정추계

자산의 보관 Ÿ 금용자산의 안전한 보관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IV. 바람직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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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 정부안

구성 내용

조직

•대표성이 강조된 조직
•현행’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
•국민연금재정추계를 기초로 재정목표 설정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별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변수 결정
•복지투자의 규모, 사업내용 심의 및 의결

인원 13인

국민연금정책위원회

IV. 바람직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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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3인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가입자 대표 6인(근로자2인, 사용자2인, 지역가입자 2인)
•공익대표 4인
•당연직 2인(기재부, 공단)

상임 비상임

임기 3년 연임

사무국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집행기구 국민연금공단(복지투자본부 신설)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

구성 내용

조직
•전문성이 강조된 조직, 상설 독립기구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위험 한도 결정 및 투자전술
에 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기금공사사장(OECD/CIO)의 추천과 기금공사 주요임원의 임면을 최종결정

인원 11인(위원장 1, 민간위원 8, 당연직 공무원 2)

위원장
•제 1안: 민간전문가로 추천위가 추천한 18인 중 2인을 위원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현직
운용업계 종사자 제외)하여 대통령이 임명
•제 2안: 위원장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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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 1안: 민간전문가로 추천위가 추천한 18인 중 2인을 위원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현직
운용업계 종사자 제외)하여 대통령이 임명
•제 2안: 위원장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
•제 1안: 11인의 추천위원회가 기금운용관련 전문가로 학문적 또는 현장업무가 풍부한 민간위원 9인
의 2배수인 18인을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천된 18인 중 8인을 위원으로 선임
•제 2안: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 8인은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되, 사전에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금운용전문가로 추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 받은 자를 위원으로 선임

상임 비상임 (1~2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음)

임기 위원장 포함 위원의 임기는 4년, 중임가능(공식적인 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 참여 실적이 80%이상인
경우만 중임가능)

사무국 별도 사무국 신설

집행기구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신설)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 (평가)

v 전반적으로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부합

v 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
– 추계위원회 또는 ALM위원회 역할 수행
– 재정목표 수립 및 그에 따른 기금운용의 Mandate 설정

v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이사회의 분리
– 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한 견제에 중점

v 공무원 중심의 별도의 사무국 설치
–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v 집행조직(기금운용공사)의 공운법 적용 한계
–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기금운용공사 신설의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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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반적으로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부합

v 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
– 추계위원회 또는 ALM위원회 역할 수행
– 재정목표 수립 및 그에 따른 기금운용의 Mandate 설정

v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이사회의 분리
– 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한 견제에 중점

v 공무원 중심의 별도의 사무국 설치
–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v 집행조직(기금운용공사)의 공운법 적용 한계
–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기금운용공사 신설의 의미 퇴색



기금의 운용 목표 부재

v 현행 기금운용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혜자
에 대한 확정 채무를 갖는 확정급여형(DB)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제도적 특성에 조응하는 기금의 운용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운용
되고 있다는 점임

– 연금 제도와 연계된 기금의 운용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특정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구체적인 재정 목
표가 수치로 제시되어야 함

– 재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재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함 (공적연금사회적기구)

–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system)에 대비하
여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ed system)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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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현행 기금운용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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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v 연금의 구체적인 재정목표가 수립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급여액의 조정과 같은 제도적 변경과 함께 기금 운용에 요구되는 목표
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가 제시될 수 있음

– 기금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진 중장기자산배분 또
는 전략적 자산배분(SAA)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v 국민연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risky asset)의 적정 비중을 논
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부침에 따라 원
칙 없는 주장이 반복됨

–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 목표 설정은 기금의 전략적자산배
분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관점에서 재정목표를 고려한, 이른바 기준포트폴
리오(norm portfolio) 설정에 의한 3단계 자산배분 체계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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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의 실질적 위험요인

v 시장가격(market price)의 단기적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market risk)
은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위험이 아님
–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가 주식투자에서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위험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의 감소라 할 것임

v 자산 축적기에서는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유동성 위험(illiquidity risk) 역시 실질적인 위험요인이 아님
– 따라서 비유동성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원천임

v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제고하고자 하는 수익은 전략적자산배분에 의한
시장수익이며, 이에 관련된 위험은 액티브위험이 아님
–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은 주식시장이 제공하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기대하

는 것이지, 시장을 능가하는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

v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궁극적인 위험요인은 ALM 위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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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직의 역량 강화

v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역(fund manager)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 및 충분성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집행조직은 비교 대상이 되는
글로벌 연기금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인력의 충분성 측면에서 500조원을 상회하는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에 비하
면 2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운용 인력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운용 부
담이 너무 과중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에 비해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CPPIB의 경우 비공식
적으로는 이미 인력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이를 1,600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운용역에 의해 직접 운용되는 위험자산의 비중, 그
리고 고비용과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현재 인력 규모는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

• 2016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지방 이전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
력의 불충분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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