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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프로그램

13:00 인사말

13:30 사회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13:30 주제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14:00 지정토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15:00 휴식

15:10 주제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15:40 지정토론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최홍석 연금재정과 과장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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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프로그램

13:30 사회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30 주제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4:00 지정토론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 실장

김성욱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과 과장

15:20 휴식

15:30 주제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16:00 지정토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과 과장

17:20 종합토론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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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2016년 여름, 예년보다 달구어진 태양이 폭염을 뿜어내는 8월입니다.

먼저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빈곤 해소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지 5년이 되는 연금

행동이 양일간 걸쳐 여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대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출범 이후 연금행동은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기조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차별적 기초연금을 막아내기 위한 투

쟁에서부터 이어진 2014년~15년에는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의 노후소

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폭로하고, 문제는 공무원 연금

이 높은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 발생하는 불평등의 구조에 있다는 공감대

를 넓혀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의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의 이행을 위해 구성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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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구’는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이어지는 태업 수준의 새누리

당 행태로 인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활동이 끝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구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

대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를 지켜 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어

진 절체절명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다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 적정 수준

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진 외국이 노인빈곤율이 낮고, 노후생활의 품위

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공적연금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의 슬로건을 걸고 전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의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 갑시다.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선생님, 국희의원, 언론인, 정부 관계자분

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대 국회에

서 국민의 복지와 노후가 의원님들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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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회를 채워주실 

발제자, 토론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고 있

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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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

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

회를 대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제

도가 국민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가

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2014년 기존 기

초노령연금을 개편하여 시행된 기초연금도 여전히 낮은 급여 수준 및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 등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30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 조

치에 따른 낮은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이 근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불안, 낮은 경제성

장률 등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기금 역시 기존의 수익성 위주의 금융투

자를 벗어나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사회 전반의 효용을 높이는 공공투자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을 내걸었습

니다. 이와 관련 우리 당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하게 

실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

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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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의 뜻깊은 주제를 담은 공적연금 대토

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공적연금강화 국민

행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내년이면 도입된 지 30년이 되고, 이제는 한국전쟁 후 첫 베이버부머 세

대의 본격적인 수급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 도입된 기초노

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생활을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의 개편 속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

인들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OECD 1위의 노인빈곤율과 심

화되는 노인소득 불평등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해결책 부재와 문제의 심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

지 않은 정치가 바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65세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파기를 넘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편으로 오히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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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큰 우를 낳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와 연동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기초연금액 실질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생

계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

로 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재정안정화 관점에 치우친 반복된 개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양극

화의 심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제20대 국

회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활동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제도를 정비

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여러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

결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긴 시간, 오래된 노력들이 필요한 과

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공적연금제도

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을 위해 항상 땀 흘리며 열심히 ‘행동’하고 고민하는 “공

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식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씀을 다시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와 함께 해 주신 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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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_발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 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비교자본주의분석 시론-

전창환� /�한신대학교�국제경제학과�교수

Ⅰ. 문제제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적용 범위

가 넓어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이다. 즉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는 물론이거니와 농어

촌 산간벽지 거주자,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 차원의 연금제도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일상생활 특히 노후생활의 영위와 관련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

후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

금제도 전반이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다른 한편 1988년 국민연금이 제도화된 이래 아직도 확장․성숙국면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금(기금 총자산)이 2016년 4월말 잠정 시가기준으로 525.3조원을 넘어

섰다(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16:3). 2033년에 이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총

액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과 어깨를 

견줄만한 거대 연기금이 전무하며 제2, 제3의 거대연금인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만 

하더라도 적립금이 100조원에도 이르지 못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급속

도로 커짐에 따라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등 모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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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최대의 큰 손이 되어 버렸다. 가뜩이나 옅고 좁은 한국 자본․금융시장

에서 공룡으로 급부상한 국민연금이 종종 ‘연못 속의 고래’에 비유되는 것도 이와 무

관하지 않다.

시야를 한국에서 전 세계의 연금제도와 기금으로 돌려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NPS)

이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공적 연금 중 기금자산규모가 가장 큰 연기금이 일본의 공적 연금(정액의 기초

연금인 국민연금+ 소득비례의 후생연금)으로 적립금 규모가 134.7조엔(1400조원)에 

달한다. 이어 노르웨이의 GPFG(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정부연금기금 

글로벌)의 적립금이 900조원에 육박하며 한국의 국민연금(NPS)이 그 뒤를 이어 512

조원으로 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명실상부

하게 전 국민의 염원과 뜻을 반영하여 제대로 제도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제를 비교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한

다. 비교 대상은 미국의 OASDI, 캐나다의 CPPIB, 일본의 GPIF, 그리고 한국의 국민

연금기금(N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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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교 자본주의론에서 본 연금제도와 공적 연금제도

<표 1-1> 세계 최대 연기금 순위                                         (단위: 100만 달러)

자료: Towers Watson(2015), P&I TW 300 Analysis, p.39, September

모든 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한 공적 연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과 일반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 가입의

사에 기초한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 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연금제도를 유형화해 보면, 자유시장경제(LME: Liberal 

Market Economies)의 경우 공적 연금에서 나오는 연금급여가 전체 퇴직이후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데 비해,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한 직역연금

과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연금급여의 비중이 아주 크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 포함된다.

합의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기제가 경제시스템 작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는 조정형시장경제(CME : Coordinated Market Economies)에서는 연금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연금급여가 아주 관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 연금급여(직역연금+개인연금) 비중이 낮은 연금제도이다. CM

Es 내에서 이런 유형의 연금제도를 가진 사회경제모델을 state pension CMEs(sCME

s)라고 부른다. 특히 직역연금의 활성화가 극히 부진하다. 물론 최근 sCMEs에서도 

직역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직역연

금의 비중과 역할이 미미하다. 이 외에도 GDP 대비 연금자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순위 시장과 국적 총자산 (2014년말 기준)

1.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일본 1,143,838

2.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노르웨이 884,031

3. National Pension Service(NPS) 한국 429,794

4. Federal Retirement Thrift 미국 422,200

5. ABP 네덜란드 418,745

6.CalPERs 미국 296,744

7. National Social Security 중국 247,361

8. CPP 캐나다 228,431

9. PFZW 네덜란드 215,006

10. Central Provident Fund 싱가포르 20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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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특징적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연금 급여가 sCMEs의 그것만큼 관대하지 않은 대신 직역연금이 

법적인 강제화(내지 준 강제화)와 섹터별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힘입어 아주 광범위하

게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경제모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 모델을 pension fund CMEs

(pCMEs)이라고 부른다. 이 모델의 특징으로 GDP에서 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화의 확산 가능성도 아주 높다 하겠다. 

- MMEs: Mediterranean Market Economies: 복지국가와 연금제도의 유형에서는 

LMEs와 CMEs의 혼합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끝으로 발전주의 내지 발전국가에 입각하여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한 중 일 동아시

아 발전국가모델이 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의 결과 관료제의 지배력과 영향이 시장

기제나 합의주의 전통의 비시장기제를 훨씬 능가한다. 발전국가모델의 연금제도의 특

징으로는 정부주도로 공적 연금제도가 설립되었지만 공적 연금급여가 후한 편이 되

지 못하며 민간의 직역연금이나 개인연금제도의 발전도 미성숙하다. 특히 민간의 직

역연금제도가 발전주의 하에서 억압되었다가 1980년대 발전국가모델의 위기와 해체

와 더불어 서서히 확대발전하는 모습을 띤다.

<표1-2> 연금제도(연기금)의 유형화

구분 LME pCME sCME MMEs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모델

1.핵심조정기제
와 복지국가 
유형

- 자유시장
- 자유주의적
- 잔여적 복지
국가

- 비시장기제
(합의주의)

- 연기금자본주
의영역이 아주 
큼

- 비시장기제
(합의주의)

- 연기금자본주
의 영역이 상
대적으로 미약

- 보수적 복지
국가. 

- 제도화된 복
지국가

- LMEs와 CM
Es의 성격을 
공유.

- 비시장기제의 
역량이 크고, 
특히 국가 규
제가 여전히 
큰 영향을 발
휘

관료제+시장

2.공적 연금 취약

- LME보다는 
관대

- s CME보다
는 취약

- 비스마르크형 
- 사회보험주의
에 기반.

- 아주 강하게 
관대

관대함 아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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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ss(2014: 37), Wiss(2015:494-7)

구분 LME pCME sCME MMEs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모델

3.직역(기업)연
금

- 자발성
- 아주 활성화

- 아주 활성화
- 강제 내지 준 
강제. 

- 직역연금 가
입률이 아주 
높다.

- 취약
- 최근 직역연
금 활성화 

- 취약
- 프랑스만 예
외적으로 준강
제적 직역연금
을 가짐.

- 취약
- 강제화, 의무
화 할 예정

4.노조의 연금
지배구조 참
여

- 극히 취약, 
전무

- 제도화
- 스위스 : 사
용자주도

- 연기금의 이
사회에 종업원 
대표의 강제
(제도)적 참여 
+ 세부적 국
가 규제 

있을 경우 
제도화

취약  취약

5.금융화 정도 아주 높음 아주 높음 지체 지체 낮음

6.민간 연기금
자산규모

아주 큼 큼 아주 미미 아주 미미 아주 미미

7.해당 국가

미국, 영국, 캐
나다, 뉴질랜
드, 호주, 아일
랜드

네덜란드, 스위
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
기에, 독일, 노
르웨이, 스웨
덴, 핀랜드

스페인, 포르투
갈, 이태리, 프
랑스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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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 연금 적립금운용의 비교자본주의분석

1. LMEs의 미국 OASDI

국민연금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이다. 특이하

게도 사회주도층인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제

외되어 별도의 준 공적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전 국민이 의무

적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기금에 가입해야 한다. 2016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만 2,155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금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제 연금급여를 수령

하고 있는 사람도 390만 명을 약간 넘어섰다(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는 사람에 비해 실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다보니 국

민연금 적립금이 많이 쌓였고 앞으로 20년 동안 적립금 규모가 피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거대 연금 적립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는 국민연금 공단 내에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있다. 최근 박근

혜정부에 들어서 보건복지부, 보사연, 및 일부 기금운용본부 등이 주도가 되어 기금

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 내어 별도의 공사(자산운용,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2016년 7월 자 기사). 525조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과연 제대로 안정적으

로 잘 운용･ 관리될 수 있을 지, 국민이라면 모두가 관심을 가질 법하다.

시야를 전 세계로 돌려 주요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비교 자본주의론에 입각해서 공적 연금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유

형화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LMEs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사회

보장제도(OASDI)가 바로 공적 연금기금이다. 여기에는 퇴직 이후의 노령연금 이외

에 장애연금과 유족 연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

1930년대 뉴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OASDI는 독일의 비스마르크모델(소득비례 사

회보험방식)을 많이 벤치마킹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OASDI 제도 창립자들이 미국

의 공적 연금기금이 공룡처럼 덩치가 커지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는 점이다

(Beland, 2015:). 특히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은 공적 연기금의 적립금이 비대해지면 

자금과 금융의 집중･권력 집중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

려했다. OASDI가 설립 초기에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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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기금 적립금이 많아지면, 결국 그 적립금이 자본･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제도 설립초기부터 공적 연금적립금이 민간경제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즉 미국의 공적 연금 적립금이 재무부가 발행한 

특수증권 이외의 어떤 금융자산･ 실물자산에도 투자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했다. 다

시 말해 공적 연금의 적립금으로 민간 법인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연기금 사회주의의 잠재성을 원천 봉쇄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공적 연기금 적립금을 매개로 하여 민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주

주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공적 연기금이 민간 기업의 주식에 적립금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관주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적 연기금이 

민간기업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30년대 미국의 공적 연금 

설립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정확히 예단했다. 이 밖에 막대한 적립금을 민간 자본･
금융시장에 운용할 경우, 상당한 시장 임팩트가 발생하여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표 1-3> 미국의 공적 연금(OASDI) 최근 5년간 현황

자료: Board of Trustees(2016:), 후생노동성 연금수리과(2016:5)

그렇다면 미국의 OASDI 적립금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2015년 말 현재 사

회보장세 납부자가 1억 6889만 명에 달하고 현재 공적 연금 수급자가 5996만 명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말수급자의 수(천명) 55,404 56,758 57,979 59,007 59,963

노령 38,485 39,612 40,801 41,948 43,073

유족 6,305 6,256 6,189 6,128 6,084

장애 10,614 10,891 10,988 10,931 10,806

사회보장세 납부자의 수(천명) 158,674 160,777 163,302 165,885 168,899

사회보장세율 10.4% 10.4% 12.4% 12.4% 12.4%

재
정
상
황

수입 (억달러)             ① 8,051 8,402 8,550 8,843 9,202

사회보장세 5,642 5,895 7,262 7,560 7,949

국고부담 1,027 1,143 49 5 3

연금수급자로부터의 소득세 238 273 211 296 316

운용수입 1,144 1,091 1,028 982 933

지출 (억달러)             ② 7,361 7,858 8,229 8,592 8,971

연금급여비 7,251 7,748 8,123 8,485 8,863

수지차 (억달러)        ①-② 690 321 250 230

연말적립급(억달러)         ③ 26,779 27,323 27,644 27,895 28,125

적립비율              ③÷② 3.54 3.41 3.32 3.2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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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립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 2조 8125억 달러

(2015년 말 기준 달러 표시 적립금)에 달한다. 이 적립금 규모는 한해 지급하는 총 

공적 연금급여(8863억 달러)의 세배에 달하니 약 3년 치의 연금급여를 보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신탁기금 적립금이 원화 기준으로는 약 3000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얼핏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긴다. 즉 왜 Towers & Watson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 ranking list에 미국의 OASDI는 빠져 있

는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립금 규모가 세계 최대인 연기금은 일

본의 공적 연금 관리 운용기관인 GPIF이고 2위가 노르웨이 GPF-G, 3위가 한국의 

국민연금(NPS) 순이다. 캐나다 내 최대 공적 연기금인 CPP는 8위에 올라와 있다. 

미국의 공적 연금제도인 OASDI가 여느 공적 연금적립금과 달리 평가되는 이유는 

OASDI가 적립금이라기 보다는 미국 연방재정제도 내지 연방재정회계의 일환으로 구

조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OASDI의 경우, 일단 징수 보험료가 국고에 납부되면, 나중에 사회보장신탁

기금에 편입된다. 급여 및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사회보장신탁이사회(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 Age, Survivors Insurance the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가 적립금을 관리 운용해 오고 있다. 제도 설립 초기의 부과

방식이 1970-80년대 사회보장제 개혁을 통해 수정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지금에 이르

고 있다. 필요한 급여액 보다 높게 보험요율을 결정하여, 상당 정도 지불준비금을 보

유하고 있다.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예탁된 자산 중, 지급해야할 연금급여 및 관리비용

에 충당되지 않는 적립금은 재무성 특별증권에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말 

신탁기금 자산총액(사회보장연금분)은 2조 8125억 달러, 약 3000조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누가 이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이 사회보장신탁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미국 OASDI 공적 연금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셈이다. 사회보장신탁이사회는 재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청장 등 주무 관련부처 장관 4명과 국민의 대표 2명을 포함한 총 6명

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 두 명의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하에 임명하

도록 되어 있다. 사회보장청 부청장이 이사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

적립금은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하고 사회보장신탁기금만이 구입할 수 있는 비시장성 

특별채권에만 투자된다. 이 특별채권의 구입대금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 

payroll tax)는 재무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연방정부의 지출과 연방채권의 상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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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이 때문에 적립금의 증가는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차용증서

더미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中川秀空, 2010). 달리 표현하면 미국 OASDI의 적립금

은 다른 나라들의 공적 연금 적립금처럼 실제로 쌓여 있는 기금 내지 실질적인 자산

(real asset)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재정구조 상의 book-keeping 장치라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연방정부 특수국채로 보유되고 있는 신탁기금(trust fund)은 가상 내

지 허구(fiction)인 것처럼 보인다(Cesaratto, 2002,:152)

요컨대 미국의 공적 연금인 OASDI 신탁기금의 운용은 네 명의 공무원과 두명의 국

민대표로 구성된 수탁자이사회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신탁기금 적립금 자체가 미국 

재정시스템의 일부라 재무부 특수증권에만 투자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사회보장연금 

기금 적립금은 애시 당초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자산구성의 다변화)에 기반하여 다양

한 자산 군(asset class)에 분산 투자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적립금 규모는 세계 최

대이지만 이 적립금 운용이 민간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하등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아가 공적 연금적립금이 주식에 투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으니 국가나 공공기관을 매개로 한 법인기업 의 소유와 민간기업의 경영

개입 문제(소위 연기금 사회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GPIF, CPPIB, 

CDPQ, NPS등 사실상의 세계 최대연기금의 적립금 운용방식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2. LMEs의 캐나다 CPP/CPPIB

비교자본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LMEs(자유시장경제모델)에 

속하지만 캐나다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적 연금적립금 운용체제는 미국과 너무나 다

르다. 캐나다의 공적 연금제도는 정률의 공적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공적 연금으로 이

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적 기초연금 제도가 없는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 더 특이

한 것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제도의 경우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캐나다 전 지역과 

퀘벡 주에 각각 두 가지 완전히 상이한 적립금운용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가 바로 CPP(Canadian Pension Plan)와 CPPIB1)이고 후자가 QPP(Quebec Pens

ion Plan) & & CDPQ이다.

1)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1997년 연금개혁을 다룬 의회 법에 

따라 연방회사로 설립되었다. 현재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는 캐나다 최대의 기관투자가(투자회사)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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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CPP QPP의 인구, 보험료납부자, 연금수급자 수 비교                    (단위:만 명)

金子能宏(2015), 캐나다의 年金制度, 年金과 經濟, Vol.33, No.2

CPP Actuarial Report(2014), p.23

*: 퀘벡주의 총인구

CPP/CPPIB는 공적 연기금을 현대 표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에 입각하여 최대한 분산투자하여(리스크- 리턴 특성이 다른 여러 자산을 결합) 최

대 금융수익성을 높이려는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적 연기금(OASDI)과는 현저히 

다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나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

국의 공적 연금 적립금 운용체제가 오히려 예외(이단)이고 캐나다 CPP/CPPIB가 더 

공적 연기금 운용의 표준(정통) 모델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금융화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세력들은 CPP/CPPIB의 공적 연금의 기

금운용조직과 기금 운용방식을 최고의 표준내지 전형으로 치켜세운다.

작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부관료, 보사연의 일부 연금전문가, 국민연

금 공단의 일부세력들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

리하여 독자적인 공사화를 추진하려다 실패･ 좌절하고 말았는데 이 때 이들이 벤치

마크했던 모델이 바로 캐나다 CPPIB 모델이다.

그럼 이제 CPP와 CPPIB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CPPIB의 설립과 적립금 운용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려면 1990년대 캐나다 연금제도개혁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9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연금개혁이 실시된 데에는 우리나라와 유

사한 배경이 깔려 있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캐나다의 공적 연금제도는 캐나다 시민권과 거주권을 가진 전국

민2)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OAS:Old Age Security))과 소득비례 공적 연금

인 CPP3)/QPP4)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세금으로 운용 충당되며 전국민 누구나 소

2) 2013년 말 현재 캐나다 총인구는 3589만 명. 이중 CPP 가입자는 1800만 명, 정도. Statistics Canada

3) CPP는 196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합의로 설립되어 196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5년 현재 가입자가 

1800만명,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연금수급자는 58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4) CPP에 가입할 것인지, QPP에 가입할 것인지는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근무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퀘벡주에 근무한 자는 QPP에 가입하고, 그 이외 지역에 근무한 자는 CPP에 가입한다. 양쪽에 근무한 적이 

CPP QPP

총인구
보험료

납부자수
연금

수급자
총인구*

보험료
납부자수

연금
수급자수

2012 3,475 808

2013 3,515 1,345 815

2014 3,554 1,363 580.7 8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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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충족하면 일정액의 연금급여를 받는다. 

OAS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520 C$에 이른다. 후자는 소득비례의 확정급여형 연금

으로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4.95% 총 9.9%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면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기존의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에 의해

서는 도저히 CPP의 장기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였다. 우

파 쪽에서는 CPP의 민영화（Harden, 2013:3), 혹은 기여율의 일부를 개인계정에 적

립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제기되었지만 앨버타(Alberta) 등 일부 주(province) 만이 

CPP의 민영화에 찬성했을 뿐, 대체로 민영화에 미온적이었다(Béland, 2006:573-4). 

특이하게도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달리 보수주의적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이들의 민영화주장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1996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는 민영화안 대신에 부분적립방식의 CPP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여율을 미리 

상향조정하여 후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가 미래 

기여율의 급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금적립금을 주식시장에 운용하기로 했다

는 점이다. 즉 기여율인상을 억제하려면 연금의 적립금을 자본(주식)시장에 운용하여 

가능한 한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이다5). 결국 1997년 캐나다 정부는 

CPP의 연금적립금을 정부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관

으로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을 설립했다. CPPIB는 1998년 10월부터 본격적으

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MacNaughton, 2004:108), 주식투자 등 자산운용은 1999년

부터 개시했다. 90년대 후반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런 조치는 1965년 이후 30여 년

간 CPP 연금적립금의 주식․부동산투자가 금지되어 왔고 적립금의 전문운용기관이 부

재했다는 사실과는 180도 다른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CPPIB가 연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관이 되었

을까? 우선 CPPIB의 지배구조(governance)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공적 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 내지 수탁자이사회이다. 캐나다 연기금 운용회사(CPPIB)

의 이사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있는 자는 양쪽에 실적을 가짐. 한 가지 제도에만 가입한 자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그 제도의 급여를 받는다.

양쪽에 가입실적을 갖는 경우 급여신청 시 퀘벡주에 살면 QPP에 가입하고 그 밖에 지역에 살면 QPP에 가입

한다. 두 사례는 같은 조건이면 동액의 급여를 받는다. 급여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급여책정 정책에 의해 결정

(中川秀空, 2012:)

5) 놀랍게도 이 논리가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담당자들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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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CPPIB는 전액 정부 출자 법인으로 왕립공사(crown corporation)로 법인화되었

다(年金シニアプラン綜合硏究機構, 201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CPPIB가 정부로부

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이유는 1997년 CPPIB 설립법(CPPIB Act)에서 CPPIB의 정부

로부터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CPPIB는 이사 임명 및 선임에서 

연방정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주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도

입했다. 그 결과 CPPIB의 경우, 관료의 개입이나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개입의 위험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CPPIB가 투자전략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 정부의 인허가를 거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일본의 GPIF나 한국의 NPS에서

는 아직 볼 수 없는 아주 다른 양상에 틀림없다.

<표 1-5> CPPIB 이사들의 구성과 이력

자료:CPPIB(2016:89)

현재 이전경력

직무관련 경험
(functional experience)

업계경험
(industry experienc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Head Munroe
-Blum

이사회
의장

은행이사(Royal Bank of 
Canada)
공공정책전공 교수

X X X X X X X

Ian Bourne 이사 기업이사(재무담당) X X X X X X

R.Brook 이사
은행이사(Bank of Nova 
Scotia)

X X X X X X X

P.Choquette 이사 기업이사 X X X X X

M.Goldberg 이사 경제학 교수 X X X X X X X

T.Hassan 이사 기업이사 X X X X X X

N.Hopkins 이사 변호사 X X X

D.Mahaffy 이사
기업이사(자산운용, 투자
은행 )

X X X X X X

K.Sheriff 이사 기업 CEO X X X X X

K.Taylor 이사 이사회의장, 이사 X X X X X X X

M.Wallace 이사
CEO 겸 이사회의장(보험
회사)

X X X X X X

Jo Mark Zurel 이사 회계사 X X X X X X

①:거버넌스 ②:경영책임 

③:투자전문성 ④:리스크 평가 

⑤:수익경험 ⑥:사업개발 

⑦:공공정책 ⑧:국제업무

①:자산운용 

②:은행/투자은행 ③:보험 

④:전문 서비스 ⑤:산업계 

⑥:학계 ⑦: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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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IB의 지배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CPPI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운용업무 

전체를 감독하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이다(前田俊之, 2013:2). 이사회는 12명

의 이사로 구성된다. CPPIB의 이사들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선 연방정부

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각 1명씩의 민간대표를 보내 이사 임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임명위원회가 이사의 후보목록을 제출하는데 후보자로 정부인사가 배제되고, 민간의 

경제･금융･재무전문가들이 추천된다. 이사 임명위원회가 최종 이사후보목록을 제출하

면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이 주 재무장관과 상의하여 그 후보 목록 내에서 이사들을 

선임･결정한다. 12명의 이사는 모두 경제학자, 회계사, 금융 및 연금전문가 등 각계

의 기금운용 전문가이다. 이들은 기금운용을 건의하며 실제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기

금운용자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 내에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

itte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인사 및 보수위원회(Human Resources and C

ompensation), 지배구조위원회(Governance Committee) 등 네 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사 전원이 투자위원회를 구성하며 나머지 세 위원회는 모두 5명의 이사로 구성되

어 있다.

이렇게 CPPIB의 이사회가 구성･결정되면 이사회가 CPPBIB의 CEO 이자 사장

(president)을 임명한다. 나아가 CEO의 주도로 17명의 임원과 운용인력 등을 선정한

다. 운용인력을 포함한 CPPIB 직원의 총 수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1,266명 정

도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다(CPPIB, 2016). 토론토 본사에 106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해외 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다. 런던과 홍

콩 등 주요 거점에 각각 102명, 65명 정도 주재한다. 이 외에도 뉴욕에 13명, 유럽

의 룩셈부르크에 3명, 신흥시장의 핵심인 인도 뭄바이에 6명,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14명이 근무한다. 이는 CPPIB가 그 만큼 해외투자에 많은 관심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CPPIB는 향후 늘어날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북미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를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운용인력

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표 1-6> CPPIB와 CalPERs의 이사회 구조 비교

자료: (前田俊之, 2013: 6)

CPPIB CalPERs

실업가(금융 분야): 5명
실업가(비금융 분야): 2명

회계사:2명
변호사:1명

대학교수:2명

가입자대표(학교관계:4, 재무운용:2)
주지사 임명자 등(노무, 금융, 각 1명)

주 실무 요직경험자(재무, 법무, 인사, 총무)
결원: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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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의 적립금 운용방식의 변경과 CPPIB의 설립에는 캐나다 퀘벡 주의 소득비례연금

인 QPP와 QPP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 차원의 공적 금융기관인 CDPQ의 영향이 

아주 컸다(Béland, 2006:575). 더 정확히 말하면 적립금 운용기관의 지배구조와 적

립금 운용원리의 측면에서 CPPIB는 CDPQ와 상당히 달랐다. 우선 CPPIB의 이사회

가 정부 관료와 가입자 대표를 동시에 배제한 채 민간금융전문가로만 구성되는데 비

해, CDPQ의 이사회에는 예탁기관 대표와 가입자대표(사용자대표와 노조대표)가 함

께 참여한다(Weaver, 2003:11). CDPQ가 적립금을 운용할 때 금융수익성 극대화와 

함께 낙후지역개발, 중소혁신기업의 육성, 고용창출 등 퀘벡주의 경제발전을 항상 동

시에 염두에 두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CDPQ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적6)을 

고려해 사회적 공공투자도 집행할 수 있었던 데 비해 CPPIB는 오직 금융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CPPIB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방정책입안자들은 CDPQ의 고위인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대표들은 연방정책입안자들에게 CDPQ가 금

융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퀘벡주의 경제발전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목적(사회적 공공투자)을 추구하고 나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다. 실제 연방정책입안자들은 CDPQ가 금융수익성 이외에 

또 다른 투자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정치적 위험을 

경계했다. 이로부터 연방정책입안자들은 CPP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금융수익성의 극

대화 이외의 다른 어떤 정치적․ 사회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

다. 결국 이들은 CPP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민간금융전문가들에게 맡

기는 것이 적립금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Béland, 2006:575).

분명 CPPIB의 이사회가 정부 관료들의 입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상이한 요

구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이 무엇보다 큰 특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결정이 고

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CPPIB의 이사회 구성은 큰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적어도 공적 사회보장체제의 근간인 공적 연금의 운영을 민간 금융전문가들에게만 

맡기기로 했던 데에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편향이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CPPIB의 이사들의 경우, 민주적 대표성이 전혀 없고 사회정책의 철학과 마

인드가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내지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와 금융 투기(financial speculation)의 두 가지 상반되는 논리(Montagne. 

6) 더 정확히 말하면 퀘벡의 경제발전( Quebec's economic development)에 기여하는 것이다(CDPQ,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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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 내재하는 공적 연금을 자칫 한쪽 방향--금융투기--로 기울게 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CPPIB의 이사회 구성과 운용전략 나아가 실제 CPPIB의 투자실행이 캐나다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들이 아주 중차대하다는 점이다. 첫째, CPPIB의 핵심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논리를 아주 정교하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지상

과제는 금융수익성 극대화이기에 과거에는 금융상품이나 자산의 속성이 없었던 것들

을 전부 금융상품 금융자산으로 만들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화시킨다. 가장 비근

한 예로 2016년 현재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농장의 최대 소유자가 놀랍게도 CPPIB

인데 이는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다. 과연 예전에도 서스캐처원 주가 이런 농지 

투기를 허용했을까? 절대로 아니다. 기관투자가들이 전통적 금융자산 내지 표준적 

금융자산의 금융수익성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산을 찾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농지, 삼림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과거에는 규제에 묶여 농

지소유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후 규제완화로 CPPIB가 쉽게 거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천연자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소위 투자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대상들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굴하여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0세

기말 21세기 초 계속 확산되는 금융화 나아가 자산유동화(증권화) 논리를 어쩌면 연

기금, 뮤추얼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이 끊임없이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을지 모

른다. 가장 최근 캐나다 내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은행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

는데 이 구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CPPIB의 이사들이고 나아가 캐나다 주요 

공적 연기금 임원이나 이사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월가의 금융자본, 금융엘리트들

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얻는다.

끝으로 CPPIB를 위시한 거대 연기금,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본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전방위적으로 추구

하는 주요 연기금들이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은행,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 등 여

러 가지 금융기관들과 유연하고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Carroll, 2008). 

이들은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수익성 극대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극대화, 신자

유주의적 비용절감형 구조조정, 상시해고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고용 등을 끊임없이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체투자 자산군의 하나인 사모펀드에 대한 연기금의 투

자는 공적 연금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노동자 내지 종업원들에게는 커다한 위

협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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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CPPIB 자산 운용의 주요 특징

자료:CPPIB(2016:128)

CPPIB의 현재 적립금 총액은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약 2791억 달러(C$)에 달한

다. CPPIB의 적립자산규모는 세계전체 공적 연금 중에서 10위내에 들 정도로 거대

한 규모를 자랑한다.(<표 1-7> 참조)

CPPIB 자산운용의 주요 특징은 이사들이 철저하게 CPP 적립금의 자산･부채규모의 

변동을 예의 주시하여 기금운용전략을 구사한다는 사실이다. CPP의 장기재정추계( 

75년 중간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까지 비록 적립비율이 22%로 낮지만 연금기여금 

수입이 연금급여지출액을 상회하여 그 이후에는 운용수익의 일부를 연급급여 지출에 

사용해도 전체적인 수지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적립금자산 규모는 

2015년 2648억 달러, 2030년 5000억 달러(C$), 2050년 1조 1692억 달러로 추정된

다. 이를 연간 지출된 급여예상총액과 비교하면, 2050년 5.18배, 2085년까지 5배 사

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31일 기준
(10억 달러)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주식

캐나다 15.0 19.5 18.6 15.3 14.2 21.0 18.5 15.6 28.9 29.2

해외선진시장 113.5 98.0 75.6 64.0 56.7 50.8 46.2 40.4 47.5 46.1

신흥시장 17.6 15.5 12.6 12.4 10.6 7.6 6.5 4.6 0.7 -

채권

비시장성채권 24.8 25.8 23.4 24.4 23.6 21.8 22.7 23.2 23.8 24.9

시장성채권 41.4 34.4 31.0 28.5 21.2 19.7 17.1 9.3 11.1 8.1

기타채무 20.9 17.2 11.4 8.6 8.8 6.1 3.5 1.8 1.1 -

단기화폐시장증권 3.5 18.8 17.4 8.7 2.5 2.3 1.7 -0.8 - 0.4

채무조달부채 -15.6 -9.9 -9.7 -9.5 -2.4 -1.4 -1.3 - - -

실물자산

부동산 36.7 30.3 25.5 19.9 17.1 10.9 7.0 6.9 6.9 5.7

인프라 21.3 15.2 13.3 11.2 9.5 9.5 5.8 4.6 2.8 2.2

적립금총액 279.1 264.8 219.1 183.5 161.8 148.3 127.7 105.6 122.8 116.6

수익률

연간수익률(%)
(운용비용공제)

3.4 18.3 16.1 9.8 6.3 11.6 14.7 -18.8 -0.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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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기 재정 추계 및 자산부채 추이(75년 사이에 적립금이 40배 증가, 4조 8276

억 달러)에 기반하여 CPPIB는 10년을 넘는 장기시계(Long Term Time Horizon)에

서 투자전략을 구사한다. 둘째로는 자산규모가 확실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Certainties of Asset) 투자자금을 중도에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스케일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즉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다할만한 경쟁 상대가 없는 투자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1) CPPIB의 독특한 기금운용체계와 기법

CPPIB의 기금 운용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를 가

능케 하는 나름의 기금운용 틀이 있다. 우선 기금운용의 기반이 되는 참조 포트폴리

오(reference portfolio)가 설정･제시된다. 이는 일종의 벤치마크로 주식･채권 인덱스

에 의한 패시브 포트폴리오이며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주식･채권 비율을 의미한다. 

2015년 3월까지는 참조 포트폴리오는 국내외주식 65%+국내외 채권 35%로 정식화

되었다. 지금까지는 이 극히 간단한 자산구성에서 조금씩 다른 자산(부동산, PE, 인

프라스트럭처 등)을 편입하여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여기서 펀드를 리스크-

리턴의 특성이 서로 결합된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 일례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고정된 

목표비중( allocation)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주식과 채권의 요소로 분해하여 그것

들로 환원시킨다. 이 때문에 CPPIB의 자산배분에서 주식 65% +채권 35%로 되어 

있지만, 양자 모두 PE,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PPIB

는 운용자산 전체의 리스크 량을 조정할 뿐, 자산마다 목표비중을 설정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참조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

자할 때, 그 가격변동의 특성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중립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TPM: Total Portfolio Management)라고 부른다. 

요컨대 최근 부동산, 인프라, PE 등 대체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TPM에

서는 이들 대체투자자산의 리스크를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의 리스크와 일체

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즉 펀드의 주식･채권비율이 참조포트폴리오로부터 크게 괴리

되지 않도록 펀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한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CPPIB 운용역들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액티브운

용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 이들이 구사하는 액티브운용전략은 크게 Public 

Alternative Active Management, Private Alternative Beta Active Management, Alfa

추구형 등으로 세분된다. 첫 번째는 참조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자산을 대상으로 하

지만, 차별화된 기법과 독자적인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운용한다. Privat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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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와 Private Alternative Beta Active Management는 참조포트폴리오와는 

특성이 다른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알파추구형이란 

벤치마크 없이 일정한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2016년 최근 CPPIB는 리스크 관리 방식을 기존의 TPM에서 policy asset mix로 변

경함으로써 새로운 리스크 관리방법을 도입했다. 즉 2015년 4월 참조포트폴리오가 

종전의 국내주식 65%+국내채권35%에서 국내주식85%+국내채권 15%로 변경되었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우선 종래보다 리스크의 허용한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에셋믹스(policy asset mix)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전략적 포트폴리오

(strategic portfolio)와 목표 포트폴리오(target portfolio)이다. 전략적 포트폴리오란 5

년 이상 앞의 장기자산구성비율에 대한 비젼을 의미한다. 자산 군으로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 채권(국채 제외), 실물자산, 절대수익추구형 & 현금 등으로 구성된

다. 3년마다 내용이 개정되며, 참조포트폴리오와 동등한 리스크의 양으로 장기 수익

을 최대화하도록 결정된다. 목표 포트폴리오는 전략 포트폴리오와 당해년도 시장 상

황등을 고려하여 매년 변경된다. 전략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6개 자산군에 대해 당

해 연도 자산구성비율의 허용범위가 정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CPPIB는 금융수익성 극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매우 공격적으로 자

산을 운영했다. 2007-09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CPPIB는 주식, 채권, 구조화 

금융, 자산유동화상품 등에 적극 운용했다. 또한 CPPIB는 패시브운용보다는 액티브

운용,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CPP의 시장리스크가 아주 높아졌다. CPPIB의 기금자산운용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 

것은 2007-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구조화금융, 파생상품거래까지 끌어들

이면서 공격적인 액티브운용의 결과 전 세계 주요 거대 연기금이 커다란 손실을 입

었다. 특히 CPPIB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만큼 금융위기로 인

한 타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7-9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CPPIB 등 주요 

연기금의 운용전략이 변화하기 시작했다(Bedard-Page & Demers & Tuer & 

Tremblay, 2016:3-4).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전통적인 자산군

인 주식과 채권의 보유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 대신 부동산, 인프라스

터럭춰, PE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실물자산 대체투자 자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과 인프라는 현금흐름이 비교적 장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장기투자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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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자산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인플레 헷지도 가

능해 기관투자가들 사이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비공개주식( PE)의 경우에도 공개주

식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 대체 투자자산 운용비용이 전통적 자산군 운용비

용보다 훨씬 높기에 거대 장기투자의 성격이 강한 대체투자를 통해 비용을 분산･절

감하기에도 유리하다. CPPIB의 경우 2007-09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대체투자비

율이 15%에서 35%로 증가했다. 해외투자비율도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렇다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SRI와 관련하여 CPPIB는 어떤 실제적이고 가시적

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CPPIB의 경우 총 자산 중 주식투자 비중이 아주 

높아 보유주식종목만 국내외 합쳐 3100개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CPPIB가 

SRI, 기업의 ESG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특이할 게 전혀 없다. 하지만 

CPPIB의 경우, SRI와 ESG를 실행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적 임무(mandate)가 없다

(Richardson & Peihani, 2015:435). 특히 2007-9년 금융위기 직전만 하더라도 금융

전문가들인 CPPIB 이사들은 사회적 책임투자(SRI)에 무관심했다. CPPIB가 금융수익

성에만 눈이 멀어 무기를 생산하여 이라크 및 기타지역에 조달하는 민간군수기업에

도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하자, 시민단체 및 일부 국회의원들이 CPPIB의 이런 투자포

트폴리오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Flynn,2004,16). 또한 캐나다의 가스․석유회사인 탤

리스만 에너지(Talisman Energy)가 수단에서 활동하면서 수단정부의 군사행동을 지

원하자, 이 회사에 대한 CPPIB의 투자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들끓었다(Saas, 

2006:8). 이런 내홍을 겪으면서 마침내 CPPIB가 2004년에 SRI에 대한 정책을 공식

적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SRI 이슈를 전담하는 위원회도 결성되었다. 그 이후 ESG 

이슈를 둘러싸고 CPPIB의 기업개입 나아가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CPPIB의 기업 개입은 핵심 업체 10-15개 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

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이슈, 수질, 광산개발 등, ESG 리스크와 기업공시를 둘러

싼 현안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CPPIB 이사회가 문제시되는 해당기업에 대해 본격적

인 발언과 개입을 하게 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때 개입과 발언방식은 일방

적이기보다는 쌍무적이며 공개적이기 보다는 비공개･비밀 접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주총 참여, 경영진에 대한 설문지 배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다른 투자가

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들이 기업개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CPPIB가 적극적인 자산운용과 기업개입에 나섬에 따라 가장 큰 이득을 본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 CPP 사회보험료 납부자, 아니면 연금급여수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

계자들일까? CPPIB 핵심 경영진들은 기금운용을 잘 해 보험료납부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연금수급자 연금급여의 삭감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 약속의 준수는 전적으로 자

본금융시장의 변덕과 금융투기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것이다. 오히려 토론토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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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 Street)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자본세력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지도 모

른다(Crooke, 2003:129-30). CPPIB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금융기관과 금융엘리트

들 나아가 기업엘리트들이 결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감에 따라 CPPIB의 정치경제

적 영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과연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 

지배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3. 발전국가모델 전통의 일본 GPIF

1) 현행 GPIF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점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年金積立金管理運用獨立行政法人7)(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가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 12월 말 현재 시가평가기준으로 GPIF 적립금 총액이 약 134조 

7475만 엔에 이른다(年金積立金管理運用獨立行政法人, 2016:1)

GPIF는 후생노동성성 장관으로부터 기탁된 공적 연금의 적립금을 중기목표 및 운용

의 기본포트폴리오에 입각하여 분산투자하는 공적 연금적립금 운용기관이다. GPIF는 

기본적으로 적립금을 국내채권, 해외채권, 해외주식, 국내주식 등 전통적인 4개 자산 

군(asset class)으로 분류, 각 자산군별 비중을 정해 분산･ 투자하여 운용해 왔다. 최

근에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투자(alternative investment)가 전체 기

본포트폴리오 중 5%의 상한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실제 운용구조를 보면, GPIF가 대부분의 적립금을 민간의 운용기관(신탁은행, 금융상

품거래업자, 투자자문사)에 위탁해서 운용한다. 적립금 중 일부만 GPIF가 자가 운용

(인 하우스 운용)하고 있는데 인하우스 대상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국내채권뿐이

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GPIF가 주식에 대해서는 자가 운용을 하지 않고 모두 외

부에 위탁운용하고 있다8). 

7) 이하에는 GPIF가 자사의 정식명칭을 ‘관리운용법인’으로 축약해서 부르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연금적립금 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을 ‘관리운용법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8) 신탁은행과 투자자문사 37개 사, 76개 펀드가 외부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4개의 신탁은행이 자산관리

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끝으로 자가 운용 담당 주체로 7개의 펀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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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GPIF의 현행 거버넌스 구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일까? 

GPIF가 캐나다의 공적 연기금인 CPP를 운용하는 CPPIB, 국민연금(NPS)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완전히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조직의 성격

이나 정부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구조이자 조직 형태를 띤다.

<그림 1-1> 현행 GPIF 거버넌스 체제

현행 GPIF 거버넌스 체제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平成 16年 法律第 
105號), 獨立行政法人通側法( 平成 11年 法律 第103號)에 정해져 있다. 위 <그림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PIF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후생노동성(장관), GPIF이

사장과 이사장의 자문기구인 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책임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

하다(手島 望, 2016:68-71). 우선 후생노동 장관이 GPIF가 달성해야 할 업무 운용

의 목표로 중기목표를 설정･제시하면서, GPIF에 연금적립금을 위탁한다. GPIF는 이

를 반영하여 운용의 기본지침과 기본 포트폴리오의 책정 등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세

운다. GPIF 내에서는 이사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실제 법률상 GPIF 이사

장이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獨任制). 이사장은 GPIF의 

최고 수장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자이자 책임자이다. 기금운용에

서 벤치마크(benchmark)의 설정, 운용수탁기관의 선정･교체, 운용수탁기관의 관리 

등도 모두 이사장의 관할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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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운용위원회는 외부 유식자 7명으로 구성(노･사 대표 각 1명씩 포함)되어 

있는 이사장 자문기구이다. 이 운영위원회가 기본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중기계획, 업

무 방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나아가 운용상황 기타 관리운용업무의 실시상황을 감시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면에서 운용위원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틀로 되어 있

다. 이외에도 이사장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건의하기도 한다.

현행 GPIF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운용법인’ 이사장이 이 거대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다 내린다는 점이다(獨任制). 특히 법률상으

로도 이사장의 독임제 요소가 명시되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 후생노동성 산하 사

회보장심의회가 이 법률상의 이사장 독임제가 GPIF 거버넌스 체제의 결정적인 문제

점 중의 하나로 지적한다(社會保障審議會, 2016:). 이와 함께 사실상의 합의제로 운

영되는 운용위원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운영위원

회 위원 중 세 명은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관료의 입김과 정치적 

위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비상근이라 완벽한 감

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행 GPIF 거버넌스 체제는 이사장의 독단적 결정과 관료제에 휘

둘리는 운영위원회로 특징지어지진다고 하겠다. 아베 정부 및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료제(welfare bureaucracy)가 보기에도 현행 GPIF 거버넌스 구조로는 

134.7조 엔에 달하는 거대 연금 적립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

족인 것으로 비친다. 2015년부터 GPIF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

등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침내 2016년 3월 11일 GPIF 개혁 법안이 제출

되어 2016년 8월 현재까지 중의원에서 심의 중이다9).

9)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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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IF 거버넌스 개혁안의 주요 내용

<그림 1-2>

2016년 GPIF 개혁안의 핵심은 이사장의 독임제 구조의 약점을 해소하는 데 있다. 

GPIF의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명실상부한 合議制에 기반

한 의사결정기구였다. 신설되는 가칭 경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운영위원회 대신 신설되는 경영위원회는 기본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중기계획 

및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사항 및 조직 경영관리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최종의사결정

을 내린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집행부 직무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기존의 운용위원회가 중요사한에 대한 심의기관 내지 이사장 자문기구였던데 비

해, 신설되는 경영위원회는 기금운용관련 최종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양자 간 권한

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경영위원회는 경제, 금융, 자산운용, 경영관리 등 학식경험과 실무경험을 갖춘 총 9

명의 전문가 위원과 이사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운용위원회의 위원 

수가 7명이었던데 비해 신설 경영위원회 위원 규모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특기할 

것은 이 위원 중에는 공적 연금 보험료의 핵심 납부자인 종업원(노동자)과 사용자의 

대표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는 

주체는 후생노동성 장관이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했으며 이 감사위원회

의 위원은 경영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된다(후생노동대신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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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설되는 경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총 9명 중, 노사 대표가 각 1명씩임)에 몇 

가지 문제제기와 반론이 있었다. 가존 운영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노사 

대표가 각 1명씩이었던 점을 감안하다면, 신설되는 9명의 경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노사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문제제기다(手島 望, 2016:71). 보험료 납

부자의 양대 핵심 세력인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개진과 발언이 중요하기 때

문에 노사 대표의 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연금적

립금의 원자금이 보험료이기에 보험료 납부자인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경영위원

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비중이 더 커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노사의 대표성보다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

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경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은 핵심의사결정기관과 집행부(내지 집행기관)

간에 책임과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이번 GPIF 개혁안은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가 일상의 집

행부문의 업무와 활동을 적절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틀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GPIF의 중기자산운용 계획의 변경

<표1-8> 2014년 개정 이전의 기본 포트폴리오                                     (단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단기자산

기본 포트폴리오 67 11 8 9 5

괴리허용폭 ±8 ±6 ±5 ±5 -

자료: GPIF,2014년 연도업무보고서

GPIF의 자산운용 계획과 전략의 기본 틀은 기본포트폴리오에 집약적으로 담겨있다. 

기본포트폴리오란 재정검증결과 등을 감안한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운용

자산의 기본적 구성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내외의 경제동향을 고려하여 미래전망적 

리스크 분석을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정된다.

GPIF 설립(2006) 이후부터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립금 운용에서 국내채권의 

비중이 6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 국내주식 해외채

권, 해외주식 순이다. CPPIB나 NPS 등 주요 공적 연금적립금이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체자산투자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었지만, 이 당시 GPIF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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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체투자 비중이 전무했다.

<표1-9> 2013년 6월 기본 포트폴리오의 미조정                                    (단위:%)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단기자산

기본포트폴리오 60 12 11 12 5

괴리허용폭 ± 8 ±6 ±5 ±5

국내채권 투자 일변도의 자산운용 패턴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은 2014년 10월의 

기본포트폴리오 변경조치이다. 물론 2013년 6월 기존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을 통

해 국내채권의 투자비중을 60%로 줄이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표 1-10> 201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의 기본포트폴리오 (단위:%)

2014년 10월에 이루어진 기본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아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비해 국내채권투자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그 대신 해외주식, 국내주식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각각 종래의 두 배에 

해당하는 25%로까지 증가했다(국내채권 35%, 해외채권 15%). 여기에 추가하여 분

산투자에 의한 리스크 감축과 운용의 효율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체자산(부동산, 인

프라, 사모)에 대한 투자를 명기했다(2014년 10월 후생노동장관 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조치는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리스크-리턴 특성에 따라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으로 구분, 투자 비율을 자산전체의 5% 상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

기로 한 결정한 점이다. 이는 아베노믹스와 개정일본재흥전략(2014년 06월)과 맞물

려 있다. GPIF 적립금을 일본경제의 디플레 극복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실현된 포트폴리오구성 비율을 보면, 국내채권비중은 37.76%

로 목표비중보다 2.76% 높았고 나머지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모두 목표비중

보다 2-3% 내외로 낮았다. 끝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 실제 집행된 대체투자자산

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단기자산

기본포트폴리오 35 25 15 25 5

괴리허용폭 ±10 ±9 ±4 ±8

2015년 12월말 
기준 실제 

자산구성비율
37.76 23.35 13.50 22.82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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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로 나타났다(GPIF, 2016:1)

4) GPIF 운용의 기타 개혁과제

① 주식의 인하우스 운용(자가운용)에 대한 논의

현재, GPIF에서는 주식이라는 자산 군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운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GPIF 개혁과 관련하여 주식의 인하우스 운용을 인정할 것인가

의 여부문제가 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운용역의 실력향상, 비용절감 등에서 주식

투자의 인하우스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즉 정부 출자법인에 의한 주식보유가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식에 대해 인하우스에서 액티브 운용을 할 

경우, GPIF가 개별주식종목을 선정･보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을 보유

하게 된다. 이는 의결권 행사방식에 따라 민간기업 경영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식 인하우스 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내지 장점이 생긴다. 즉 기

동적인 리밸런스, 수수료 절감, 운용인력의 육성,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의 수준향상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점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GPIF가 국민

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우량기업의 발굴(우량 주식 종목 선택)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GPIF의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보면 투자일임방식에 의한 위탁운용이 

지배적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의결권의 공동화가 발생함으로써 주주의 규율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소유자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주주통제 내

지 주식시장규율장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애시 당초 모래알 같이 흩여져 있

는 소액 주주들한테서는 소유자의 통제력, 나아가 규율과 감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기관주주인 GPIF는 기업의 거버너(governor)로서 해당기업에 적극적으

로 개입･발언하여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내재가

치가 높아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식보유에 따른 장기 운용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Stewardship Code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외부(특히 신탁회사 등)에 위임할 경우, 기관주주가 

stewardship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GPIF는 위탁회사에게 자신의 투자원칙에 따

른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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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논의

일본에서도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군 외에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

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유인 즉, 리스크-리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 다변화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GPIF의 

경우, 201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자산투자가 전무했지만 2014년에 처음으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6년 현재 중기계획에 따르면 대체자산투자

를 전체 자산의 5%를 상한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체자산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GPIF 운용조직의 정비가 필수불가결하다. 2014년 4월에 운용부에 대체

자산투자를 담당하는 독립된 과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2016년 3월에 대체투자실로 격

상되었다. 대체자산 투자의 확대는 필경 리스크 확대를 수반하는데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2015년 1월 운용리스크 관리과를 운

용부로부터 독립시켜, 5월에 운용리스크 관리실로 격상되었다. 이 실은 대체투자를 

포함 운용자산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기로 되어있다. 이밖에 대체 투자 및 운

용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자산 투자가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 일

본 GPIF도 대체자산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GPIF가 인하우스로 특히 단독으로 대체자산 투자를 단행할 수는 없게 되

어 있다. 즉 비상장주식 취득 등으로 개별 투자안건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직접투자 

형식의 대체자산투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GPIF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투자신탁증권 

취득에 의해서만 대체자산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GPIF가 해외 연금 

운영 기관과 공동투자의 형태로 대체자산투자에 임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에 대한 

투자에 비해 수수료가 많이 든다.

해외 연기금과의 공동투자 이외에 일본 후생노동성, GPIF 등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

산투자 방식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거론 검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즉 첫째, LPS의 LP처럼 개별의 투자판단을 하지 않는 방식, 둘째, GP로서 

관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전체적으로 개별 기업 개별 경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정부 및 GPIF가 대체자산투자를 통해 개별 투자 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 그 투자 건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동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GPIF 및 국가의 책임이 도마에 오

른다. 정부 및 GPIF로서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GPIF가 직접 대

체자산 투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GP로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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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물건을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공적 연기금이 부동산 투자에 나선

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기 어려울 듯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GPIF의 대체자산 투자의 경우, LPS(Limited Partnership)라는 조

합을 설립하여 공동출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행법에서는 GPIF가 LPS에 가입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GPIF는 투자신탁을 구입하는 형태로 대체투자를 단행했

다(2014년 2월). 하지만 각종 수수료 등 투자 비용이 높아, 이것이 다른 투자가와의 

공동투자에 커다란 걸림돌 내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타개하는 차원

에서 최근 GPIF 개혁논의에서는 GPIF의 유한책임의 LPS에의 참여가 안정되어야한

다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政令에 

의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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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국민연금(NPS)의 기금운용과 거버넌스 구조

1.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

1) 기본체계

<그림 1-3> 국민연금기금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 ➡ ➡ ➡ ➡
기금운용

지침
중기

자산배분
기금운용

계획
연간자금
운용계획

월간자금
운용계획

투자 실행

‣투자정책
‣목표수익률
‣위험한도
‣벤치마크 등

‣자산별 
목표비중

 (중기)

‣자산별 
목표비중

 (연간)

‣자산별 
자금배분

 (연간)

‣자산별 
자금배분

 (월간)

‣자산별 
자금 집행 
및 투자관리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은 크게 전략적 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과 전술적 자산배분(TAA: Technical Asset Allocation)으로 나누어져 있

다.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기금의 자산 구성을 정

하는 의사결정으로, 즉 장기적인 기금 내 자산군(Asset Class)별 투자 비중과 중기적

으로 각 자산 집단이 변화할 수 있는 투자 비율의 한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으로 정

의된다. 따라서 이 전략은 투자목표와 제약조건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세워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은 5년 단위의 중장기자산배분10)과 연 단위의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전략적 자산배분에서는 중장기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각 연도 말의 자산

군별 목표 비중이 결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

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

험을 반영하여 자산군( asset class)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목표

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목표치로 실질경제성장

률+소비자물가상승율+조정치(α)로 설정된다. 또한 실질경제성장률은 최근 정부 KDI

의 잠재경제성장률 장기전망과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를 기초로 기금운용환경을 

10) 5년 단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 자산배분안으로 발표되는 대외비문건이다. 2007-2011년, 2011년-2015년

을 대상으로 한 중기자산배분안이 가장 최근의 중기자산배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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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정된다. 허용위험한도는 기금의 실질가치유지와 장기재정안정에 기여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최대한도로 정의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5년간 누적수익률이 누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확률(short fall risk)을 

15% 이내로 억제한다. 이는 약 7년 만에 한번 5년 누적수익률이 5년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위험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일정한 수익

률 창출을 위해서는 위험인수(risk taking)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위험을 너무 많이 

떠안게 되면 기금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리먼-브라더스(Lehmann 

Brothers) 베어스턴스(Bear Stearns) 사의 파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산운

용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담당하는 주요 임원들이 다른 어떤 내부 당사자들로부터 

하등의 견제와 상호체크를 받지 않은 채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무모한 위험인수를 감

행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적

인 운용과 관련하여 위험관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자산의 위

험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행 국민연금 기금 자산의 총위험(total risk)은 시장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 SAA 

자산배분의 체계적 위험(베타 위험)과 각 자산군들이 각각의 벤치마크에 대해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적극적 위험(Active Risk: 알파위험)으로 구성된다. 이

와는 별도로 투자자산의 신용변동에 따른 신용위험(Credit Risk)이 있는데 이것 역시 

총 위험의 하나로 적극적인 관리 대상이다.

모든 주요 공적 연기금의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각 연기금 

내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 이사회(Board of Trustee) 내지 집행이사회

(Board of Administration)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

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행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우선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한다. 전략적 자산배분에

서 기금운용지침 마련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안의 수

립이다. 다시 말해 중기자산배분안은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안을 수립･활용해 왔으며 가장 최근 판은 2014년에 세워진 2015-19년 중기

자산배분안이다.

다음으로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수급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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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연간 단위의 전략적 자산배분(SAA)라고 부른다. 이

렇게 설정된 특정 자산군에 대한 연간 목표비중은 단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상황, 이런 목표비중을 연중에 월단위로 배분하는 이행단계를 가정한다. 다시 말해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해 연말 기준의 목표비중이 설정되면 이에 기초하여 이행포트

폴리오 개념의 월 단위 목표비중이 설정된다.

이 때 기준비중은 특정 값으로 고정되는데, 실제 포트폴리오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rebalancing11)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매 월말에 이 리밸런싱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리밸런싱작업을 실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런 이유 때문에 실제 운용단위에서는 월말 시점에 실질적인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포트폴리오비중과 기준 비중간의 괴리가 그대로 남게 된

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술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의도된 괴리이다12).

전체 국민연금 적립금을 자산군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각 자산군별 벤치마크(BM: Bench Mark)를 제대로 설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산군별 벤치마크 설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또 다른 중

요 결정사안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벤치마크를 실제 전술적 자산배분을 수행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내려 보냄으로써 전술적 자산배분단위에 중요한 성과 기준을 제시한

다.

<표 1-13> 국민연금의 주요 자산군별 벤치마크

구분 벤치마크지수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W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All Countries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환율변동이 원화에 대해 헤지하지 않음.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BCGAI(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ex Korea, hedged-to-KRW) 환율변동이 원화에 대해 헤지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목표비중 설정방식 마련 전까지는 실제비중 사용)

자료: 보건복지부(2016),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2016년 4월

11) 자산별 비중이 각 자산의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성과 차이에 의해 최초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설정한 자산별 

목표에서 이탈, 이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위험과 수익의 특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위험이 생긴다. 이럴 경우 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실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목표 비중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리밸런싱

이라고 한다.

12) 연간 성과평가에는 08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금배분계획 주기인 월 단위로 리밸런싱하는 것을 가정한

다. 이에 기초하여 전술적 자산배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수행했다. 월간 단위로 측정되는 전술적 대응의 연간 

합이 기금운용본부의 전술적 자산배분 효과이며 그 결과로 운용역의 성과급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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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전술적 자산배분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

동시킴으로써 투자성과, 즉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

민연금기금의 전술적 자산배분은 전략적 자산배분의 틀 내에서 연간 및 월 단위로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년도 5월에 다음 연도

의 기금운용계획을 결정하면(이것을 기금운용계획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년 말에 자금운용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공단이 정하는 자금운용계획이란 기금운용

계획을 기초로 하면서도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이 확정되는 기간 사이에 발생

한 기금 내외의 상황변화를 반영한다(Kispricing, 2010:332). 전술적 자산배분의 주체

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전략실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와 기금운용본

부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투자 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

<표 1-14>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구조

구분 대상 자산 의사결정 참여자 최종승인자 관련규정

전략적
자산배분

중장기 상위자산군
복지부,연구원,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연단위 상위자산군
복지부, 연구원,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전술적
자산배분

연단위/
월단위 조정

상위/하위자산군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이사장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규정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으로 들어가 보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운용체계,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부

터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부서(연금재정과)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단인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음해 기금운용계획13) 

초안을 마련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이 초안에 대해 예

13) 여기에는 가입자 및 수급자, 경제 금융시장 전망 등 기금운용 여건 전망을 비롯해 기금운용방향(기본방향 및 

부문별 방향), 자산배분계획(자산배분의 기본방향과 여유자금배분),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계획이 포함된

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43

비평가를 수행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서 가장 핵

심적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지침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다시 말해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기구가 바로 기금운용위원회이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14). 실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절차 및 결정과정을 보면 우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전년도 3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금일반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

는 기재부에 제출․송부해야 한다. 다른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국

민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끝으로 이 기

금운용계획이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보고된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주식, 채권 투자 등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이다. 즉 공단은 연간기금운용계

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각 운용팀과의 협의를 거쳐 분기별․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기금운용

본부는 전략적 자산배분 등 주요 기금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며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맡고 있다. 끝으로 공단 이사장이 이 자금운용계획을 승인한다.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그 성격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행 기금운용

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6명(근로자 3, 사용자 3), 지역 가입자 대표 4명(농협대표

이사, 수협부회장,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음식업중앙회 회장) 시민단체 2명(소비자보

호단체협의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대표(보건사회연구원원

장, KDI원장) 9명 등 총 21인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대표(6), 지역가입

자대표(4), 시민단체대표(2) 등 가입자 대표가 총 12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가입자의 민주적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목소리가 비교

적 충분히 기금운용위원회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현행구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제1차 국민연금법개정으로 이

14) 국회가 매년 연간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점

에서 국회를 실질적인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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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만 하더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재정경제

부 산하에 있었지만 1998년 개혁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관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정

책마인드가 강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또한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이전에

는 총 15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가입자의 몫이 7명으로 과반수에도 이르지 못

했으며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직을 담당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1998

년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및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진일

보한 안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금운용체계와 기금운용위원회는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가 비상설기구인 분기별 회의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하 각종 위원회 역시 비상

설기구로 되어 있어 기금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하기에는 근원적

으로 한계가 있다. 몇 차례 회의와 논의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연금 재정 팀이 기금운용계

획수립에 관한 공식적인 상설지원조직15)이지만 주기적인 인사이동과 교체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

용계획수립에 관한 상설지원조직에 불과한 보건복지부 특히 그 중에서도 연금재정과

는 기금운용체계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

본부 나아가 국민연금연구원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독자적인 입장과 발언을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련 기구들은 그만큼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많이 본

다는 것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주요한 결정사항은 보건복지부

와 기금운용본부가 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연금에 대한 주무부처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공식적 상실지원조직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장직을 맡도록 되어 있어 주무부처나 상설지원조직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위상과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자본시장이나 자산운

용업계 쪽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15)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은 기금운용정책을 수립하며,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한다. 이외에도 기금

운용위원회에 의안상정 및 위원회운영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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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 및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기금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전혀 자기 

본연의 권한과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회보장 공적 연금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 이사회 내지 집행이사회가 자산군의 설정 및 변경 자산

군별 자산의 비중을 등을 결정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는 전혀 그런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

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 인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 

내용을 다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적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대표들은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등이 사전

에 막후에서 마련한 주요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

할 뿐이다. 전술적 자산배분에서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문 운용인력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사회보장 공적 연금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역

연금 기업연금에서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 이사회 내지 집행이사회의 독립성

과 전문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원리와 전략 나아가 현재의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시가 더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등 

모든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에 더 많

은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에서 가장 큰 결

함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명실상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

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취약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

정하는 주체는 형식상 기금운용위원회이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능

력이나 의지가 없다.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도 이런 결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

지만 스스로 이 결함을 시정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

냐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다른 선진국의 공적연금의 수탁자 이사회나 집행이사회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경우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크

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기금이 해외의 사회보장 공적연금처럼 명실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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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탁자이사회 집행이사회 틀을 갖추게 되면 지금까지 특히 상설지원조직이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막강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형식적으로 국민연금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을 운운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게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양대 노총이나 시민단체의 대표 출신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구조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자산배

분에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주

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대

표가 지속적인 대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

과 개입을 해야 한다. 기금 운용위원회가 전략적 자산배분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연금·금융·재무적 전문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필자는 이것을 노조와 

시민세력의 금융행동주의16)(financial activism: or financial engagement)의 한 부분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양대 노총이나 시민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

원이 된 사람들은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기본원리와 성격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방향제시를 해야 하며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자산군의 배분과 새로운 자산군의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투자를 독자적 자산군으로 분류하여 이 범주 안에 

사회적 책임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중소벤처기업육성, 장애 노인 등을 위한 각종 사

회보장관련사업 및 이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원이 제안을 하고 여기서 최종적인 결의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20%에 육박하고 향후 이 비중이 크게 늘

어날 것을 감안하다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진

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뮤추얼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행사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다 보니 연기금이 해당기업지배구조에 관여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응당 해야 할 의결권행사를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 방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를 취약하

16) 미국에서 노조에 의한 금융행동중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Marens(2004), Marens(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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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 2007-9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기업지배구조가 취

약했다. 다시 말해 해당 조직의 최고책임자의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 주요 기관 대주주들이 자신의 책임과 권

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Davis & Lukomnik & Pitt-Watson, 2010 

). 원래 소액주주는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인센티브가 애시 당초 약하지

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기관 대주주 내지 보편적 소유자로서 거버넌스 구조

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Lyndenberg, 2007). 기업지배구조개입을 주주가치극대

화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치의 극대화

에 초점을 둘 것인지도 수탁이사회 집행이사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21세기 금융화와 금융자본주의가 심각한 경제·금융 불안정성과 양극화를 수반하면서 

진전됨에 따라 금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 온다(전창환, 2002; 

전창환, 2008).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노동자·시민의 삶에 금융이 중핵적 요

소로 들어와 있는데(Martin et al, 2008), 노조나 시민세력이 금융·재무적 전문성을 

소수의 금융엘리트들의 전유물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이상 우리는 금융화와 금융자본

주의 시대의 모순과 갈등구조를 해결하는데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형식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는 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형식적으로 참여 민주적･개방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등의 관료조

직이 국민연금의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연금관련 소수의 관료와 연금재무전문가들의 정보독점으로 모든 결정이 이들에 

의해 다 이루어지고 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를 사후 추인할 뿐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공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은 1

년에 2회 이상 의회에 공개 보고회를 연다. 그만큼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에 대해 

전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설명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는 공적 연금에 대한 공시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다른 한편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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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

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이런 

이사회 멤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내

부 전문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17). 아울러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학계, 야

당 및 진보정당 출신 연금전문가들을 모아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네트워크를 결성해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국민연금의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가 실질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노조와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나 

시민단체 대표 출신의 기금운용위원들은 무기력해지거나 고립되고 말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현황 

<표1-13>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억 원)

17) 캐나다의 노조대표 수탁자의 생생한 경험과 노조대표 수탁자가 효과적으로 연금거버넌스에 개입하기 위해 노

조가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Weststar &Verma(2007) 참조.

구 분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12

운용금액 계 2,195,400 2,354,325 2,776,424 3,239,908 3,488,677 3,919,677 4,269,545 4,698,229 5,123,241 

공공부문 - - - - - - - - - 

복지부문 2,036 1,842 1,540 1,282 1,081 1,271 1,249 1,264 1,362 

금융부문 2,190,099 2,350,015 2,772,519 3,235,975 3,484,681 3,915,683 4,264,473 4,692,534 5,116,983 

채    권 1,748,442 1,910,538 2,150,866 2,291,663 2,380,719 2,524,704 2,566,186 2,786,586 2,902,300 

-국내직접 1,494,034 1,728,776 1,948,133 2,009,885 2,039,489 2,095,397 2,124,244 2,290,940 2,364,539 

-국내위탁 80,780 89,620 97,563 148,896 195,602 248,549 257,380 289,781 321,829 

-해외직접 150,689 60,296 59,674 68,532 63,277 78,684 80,929 88,838 93,821 

-해외위탁 22,939 31,846 45,495 64,350 82,351 102,075 103,633 117,027 122,111 

주    식 384,704 339,737 495,051 748,939 818,600 1,046,367 1,283,243 1,405,409 1,648,322 

-국내직접 152,408 140,111 183,041 293,474 319,484 379,018 426,293 422,992 492,435 

-국내위탁 178,484 142,943 180,062 256,280 301,911 354,148 413,088 416,304 456,530 

-해외직접 - - 10 24,557 21,519 55,599 88,832 117,061 200,263 

-해외위탁 53,812 56,683 131,938 174,628 175,686 257,603 355,030 449,052 49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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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위 <표 1-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

속도로 증가해 오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적립금이 512조원 넘어섰는데 이는 2007

년 말 219조원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규모이다. 이는 그 만큼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

금기금 적립금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적립금의 99.9%가 금융부문(주식, 채권, 대

체투자)에 투자했다. 나머지 0.1% 더 정확히는 전체의 0.03%정도가 복지부문(복지타

운운용, 노후긴급 자금 지원)에 사용된 것이다. 대부사업 중 노후긴급자금대부가 그

나마 우리들에게 알려진 복지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의 모든 적립

금이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된다고 보면 된다.

<표1-14>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잠정치) (시가 기준, 단위 : 억원, %, %pt)

1) 금융부문의 자산군별 비중은 금융부문 내 비중

2) 단기 자금 포함. 2016년 4월말 기준 단기자금규모는 원화 2조 71억 원. 외화 742억 원

3) 기타 부문은 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기금보관금 등이며 기금보관금은 자산만기에 따라 증감

4) 금액과 비중은 반올림 처리에 인해 세부단위의 합계와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집, 7월 1일, p.3

구 분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12

대체투자 54,061 88,025 125,222 188,981 271,940 329,930 403,227 466,550 546,585 

단기자금 3,726 16,908 3,422 6,391 13,422 14,681 11,817 33,988 19,776 

해외대여손익 -835 -5,193 -2,042 - - - - - -

기타부문 3,264 2,468 2,365 2,650 2,915 2,723 3,823 4,431 4,896 

구분4)
2016년 4월말(A) 2015년 4월말 2015년말(B) 증감(A-B)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

금융부문 5,253,020 99.8 4,903,844 99.8 5,116,983 99.9 136,036 △0.1

국내주식 963,996 18.4 968,302 19.7 948,965 18.5 15,031 △0.2

해외주식 706,559 13.5 599,685 12.2 699,357 13.7 7,202 △0.2

국내채권2) 2,791,999 53.2 2,670,112 54.4 2,702,634 52.8 89,365 0.3

해외채권2) 224,752 4.3 204,648 4.2 219,442 4.3 5,310 0.0

국내대체 220,149 4.2 213,613 4.4 223,404 4.4 △3,255 △0.2

해외대체 345,564 6.6 247,484 5.0 323,181 6.3 22,382 0.3

복지부문 1,391 0.0 1,277 0.0 1,362 0.0 29 0.0

기타부문3) 10,727 0.2 8,958 0.2 4,896 0.1 5,831 0.1

기금자산 계 5,265,138 100.0 4,914,079 100.0 5,123,241 100.0 14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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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5> 2016년 4월말 기준 대체 투자의 세부 내역                   (단위: 억, 시가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2016:3)

단일 자산 군으로서 국내채권투자 금액과 비중이 가장 많고 높다. 하지만 2016년 4

월 현재 국내채권투자비중 53.2%는 2013년 55.8%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편이다. 

그 대신 해외대체 투자 금액과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2014년 해외대체투자비중이 

5.2%였지만 2016년 4월 기준 6.6%로 증가했다.

<표1-16> 기금운용 수익률 현황(잠정치) (시간가중수익률1)기준, 단위: 억원, %, %pt)

1) 시간가중수익률은 자산규모 및 자금유출입의 영향을 배제한 수익률로, 벤치마크 타기관펀드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 단 복지, 기타, 기금자산 계는 평잔수익률(연율화하지 않은 기간수익)임

2) 대체투자 성과평가용 BM은 2013년 이후 적용, 해당연도말 이후에 반영됨. 이에 따라 금융부문과 

국내외대체투자의 2015년과 2016년 1-4월, 과거 5년 연평균 BM대비 수익률은 미표시

3) 단기 자금은 원화 단기자금과 외화단기자금을 포함

4) 기타부문은 회관 관련 수입과 기금보관금 등의 예금 이자로 구성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2016:6)

2015년 기금 전체 수익률은 전년의 5.25%에서 4.57%로 하락했다. 이중에서도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BM대비 수익률을 -2.21%pt 하

회했다. 이에 비해 국내대체(8.98%) 및 해외대체(14.90%) 투자부문의 수익률이 상대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국내 대체 5조 6,247억 8조 3,773억 8조 129 억

해외 대체 17조 931억 7조 8,430억 9조 6,202 억

구분
2016년 1~4월 2015년 1~4월 2015년 5년(̇′11~′15)연평균

수익금 수익률 BM대비2) 수익률 BM대비2) 수익률 BM대비2) 수익률 BM대비2)

금융부문 72,215 1.39 - 3.15 - 4.57 △0.30 4.65 -

국내주식 21,501 2.30 △1.16 10.87 △1.67 1.67 △2.21 △0.46 △0.82

해외주식 △9,066 △1.31 △0.11 2.65 0.07 5.73 1.50 7.55 0.03

국내채권 51,945 1.93 0.03 1.61 0.01 4.29 0.02 4.92 0.00

해외채권 7,715 3.47 △0.34 1.73 △0.08 1.52 △0.77 5.47 △0.57

국내대체2)3) 2,535 1.14 - 1.35 - 8.98 4.02 7.29 -

해외대체2)3) △2,584 △0.56 - △3.17 - 14.90 △0.06 10.92 -

단기자금4) 169 0.65 - 0.23 - 2.09 - 2.65 -

복지부문 4 0.32 - 0.37 - △2.08 - △1.04 -

기타부문5) 11 0.11 - 0.15 - 0.72 - 1.23 -

기금자산 계 72,231 1.43 - 3.18 - 4.57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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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아주 높게 시현되었다.

<표1-17> 국민연금 자산배분 비중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전체 포트폴리오 국내외구분 주식 채권 구분

수익률국내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채권

해외
주식

대체
투자

단기
자금

국내 해외 채권 주식

2005 79.3 12.1 7.3 0.4 0.5 0.4 91.4 7.7 86.6 12.5 5.4

2006 78.3 11.0 8.7 0.7 1.1 0.2 89.3 9.4 87.0 11.6 5.9

2007 71.9 15.1 7.9 2.5 2.5 0.2 87.0 10.3 79.8 17.5 7.0

2008 77.3 12.2 3.7 2.4 3.7 0.7 89.4 6.1 81.0 14.6 -0.2

2009 73.7 13.1 3.7 4.8 4.5 0.1 86.8 8.5 77.4 17.9 10.8

2010 66.7 17.0 4.1 6.2 5.8 0.2 83.7 10.3 70.8 23.2 10.6

2011 64.1 17.9 4.2 5.7 7.8 0.4 82.0 9.8 68.3 23.5 2.3

2012 59.8 18.8 4.6 8.0 8.4 0.4 78.6 12.6 64.4 26.8 7.1

2013 55.8 19.7 4.3 10.4 9.5 0.3 75.5 14.7 60.2 30.1 4.2

2014 55.0 17.9 4.4 12.1 9.9 0.7 72.9 16.4 59.4 30.0 5.3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2005-14

출처: 제로인(2015:92)

3. 국민연금의 향후 자산배분 방향

1) 공적 연금 적립금 운용과 대체자산 투자의 증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공적 연금인 OASDI를 제외하고 주요 공적 연금

기금들이 약간의 시차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대체 투자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물자산 등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공적 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아주 중요해졌다.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이라고 하면 해당 국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

을 뒷받침해주는 공적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OASDI, 캐나다의 

CPP, 일본의 후생연금+국민연금(기초), 한국의 국민연금(NPS) 등이 대표적이다. 좀 

더 넓게는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화된 공무원연금(연방공무

원, 주･지방정부 공무원연금, 의료･보건･교육 종사자를 위한 연금)까지 공적 연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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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란 전통적 포트폴리오 투자의 자산 군으로서 주식, 

채권 이외에 토지(삼림과 농지, timberland & farmland) 및 부동산(상업용부동산), 

사모(PE: private equity)펀드, 인프라스트럭춰(SOC: 유료도로, 항구, 공항, 다리, 철

도), 벤처캐피탈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자원･ 광물,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헤

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일컫는다. 대체로 대체투자 자산은 정형화된 공개거래시장

을 통하지 않고 비밀리의 협상을 통해 개별 실물자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된다.

전통적 투자자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시장 내지 자산시장 내에서 시세(공정가치)가 형성･확정된다. 이에 

비해 대체투자자산은 시장거래빈도가 적고 거래형태도 사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체자산의 경우 시장에서 시세(가격)형성이 어려워 종종 외부평가전문기

관을 통해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가 제공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투자는 기초자산이 아주 다양하고, 수익창출구조가 매

우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담당 운용역의의 분석역량이 아주 중요하

다. 이에 따라 대체자산투자에는 전통적인 자산운용에 비해 상당한 거래비용과 그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가 지출된다. 특히 최초 운용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여, 초기비

용이 높은 반면, 투자자산 만기시점에 수익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인식구조가 

J-Curve 형태를 띤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금흐름이 불규칙이고 기간별 수익인식이 

쉽지 않다. 이외에도 대체자산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자산 중도환매가 어려워 환금성

이 낮다.

그럼에도 전세계 유수 공적 연기금의 대체자산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점차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통적 자산들의 매력이 상대적으

로 약화되고 특히 장기저금리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수익창출기회를 확보하기 아주 어

려워지게 된 것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투자환경이 이처럼 나빠지자, 저금리 

이외에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등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기

는 부동산투자가 큰 기금운용에서 큰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은 인플레 

헤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다.

대체 투자의 하위 자산군의 하나로서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등의 타자산

과 상관도가 낮은 자산이다. 또한 그것은 middle risk-middle return의 속성을 갖는 

자산이라 하겠다. CPPIB, CalPERs, ABP 등 해외 대형 연기금들이 운용자산의 

9-12%를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등 하위자산 군으로서 일정한 비율을 꾸준히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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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최근에는 연기금 이외에 대학의 재단(endowment),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사모펀드(private equity), 헤지펀드 등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

체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북미 등에서는 공적 연금, 주･지

방정부 공무원연기금 등이 부동산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다18). 이에 비해 특이하게도 

민간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연금은 대체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1990년대말 이후부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체투자

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제 세계 주요 연기금들이 대체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다.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최근 왜 삼림, 농장 등 토지 및 부동산이 포트폴리오투자의 

대상, 내지 기관 소유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일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금융

화, 토지소유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landownership)라는 거대한 사회경제구조

변화의 반영(Gunnoe, 2014)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주택(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의 

금융화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뭉칫돈(wall of money)이 주거용 주동산, 비주거

용 부동산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 인프라, 원료, 심지어 광물자원에 투자됨으로써 

금융화을 더욱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Fernandez & Aalbers, 2016). 결론적으

로 적절히 선택된 대체투자는 위험 다변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동요했을 때, 인프라 대체투자가 아주 중요했다.

부동산 못지않게 대체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교통인프라 대체 투자이다. 이 

분야에서는 캐나다 연기금 CPPIB, 캐나다 공적 연기금(공무원 연기금) 등이 독보적

이다. 코펜하겐, 시드니, 브뤼셀공항, 멜버른, 토론토, 산티아고 유료도로, 밴쿠버, 뉴

욕, 뉴저지항구 등 교통인프라 등이 모두 캐나다 주요 연기금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18) 미국 주 지방정부 공무원 연기금의 경우 미적립 부채(unfunded liability)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적극 활용하면서 알파라는 높은 초과수익률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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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캐나다 주요 공적 연기금의 인프라 투자 현황

구분
기금총액
(10억$) 
2011

인프라
투자액
(10억$)
2011

인프라
투자

비중(%)

전체기금
수익율

(%), 2011

인프라투자
수익률(%)

2011

인프라투자
BM수익률

BM
대비초과수

익률

CPPIB 148.2 9.5 6.4 11.9 13.3 N/A N/A

Borealis 55.7 8.49 15.3 8.79 8.4 8 yes

OPTrust 13.8 0.978 7.1 5.5 29.6 7.4 yes

BCIMC 86.9 4.1 4.7 N/A 10.6 8 yes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116.3 8.7 7.5 11.2 7.7 6.1 yes

CDPQ 159 5.8 3.6 4 23.3 12.7 yes

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68.8 1.7 2.4 8.2 8.2 10.1 no

총계 648.7 39.2 6.7 7.3 14.4 8.7

자료: Siemiatycki(2015:168)

인프라는 대체투자자산의 기본 성격을 보면, 우선 직접적인 경쟁제한 및 대체불가능

성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환경 하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진입장벽이 아주 높다. 뿐

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거대한 선행투자(up-front)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를 기간별로 분리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인프라는 단기 비유동적 자산에 

가깝다고 하겠다. 한편 공항, 항구, 유료도로, 다리 등의 인프라투자는 모두 장기 수

익흐름을 갖는다. 나아가 이들 자산들이 모두 인플레에 연동되어 있어, 연기금과 같

은 장기 기관투자가에게는 절호의 투자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대체투자는 여러 가지 난점과 위험을 수반한다. 우선 대체자산의 경우, 공

정 가치 평가(fair value; mark to market)가 전통적인 자산에서처럼 쉽게 실시간으

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체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평가기관에 

따라 달리 나오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엄밀

한 가치평가와 성과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둘째, 대체자산 투자에서는 대체투자 

특유의 이중적인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존재한다. GP(general partner)가 

LP(limited partner)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LP자격의 공적 연기금은 

아주 심각한 정보부족 상태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LP 자격의 공적 연기금이 

연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에게 대체자산의 가치평가와 성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대체투자의 비밀주의 관행이 이런 어려움과 난맥상을 더

욱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의 원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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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공정가치평가의 빈도가 높지 않고 공정가치평가의 엄밀성이 떨어진다-으로 인

해 대체 투자 전체에 대한 감시유인이 더 약화된다. 이는 연금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시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할 공적 연기금

으로서는 심각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CPPIB, CalPERSs, NPS 등과 달리 일본의 

GPIF, 미국의 Federal Retirement Thrift 등 세계의 일부 공적 연기금이 부동산을 중

심으로 한 대체투자에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1-19> 세계 주요 연기금 적립금의 부동산 배분 비율                            (단위: %)

자료: 加藤 えり子(2014:1)

*: 부동산 배분비율을 공시하지 않음

순위 시장과 국적 부동산 배분 비율

1.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일본 0

2.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노르웨이 1.2

3.National Pension Service(NPS) 한국 3.7

4.Federal Retirement Thrift 미국 0

5.ABP 네덜란드 8.9

6.CalPERs 미국 10.4

7.National Social Security 중국 *

8.CPP 캐나다 11.6

9.PFZW 네덜란드 *

10.Central Provident Fund 싱가포르 *

11.Local Government Officials(지방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일본 0

12.California State Teachers 미국 11.7

13Employees Provident Fund 말레이시아 *

14.New York State Common 미국 6.7

15.New York City Retirement 미국 *

16.Florida State Board 미국 7.7

17.Ontario Teachers 캐나다 *

18.Texas Teachers 미국

19.GEPF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ATP 덴마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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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0> 국민연금과 해외 공적 연기금 자산배분 현황

2)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대체투자

국민연금은 일본의 GPIF보다 훨씬 일찍부터 대체자산투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

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특유의 사정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인다. 우선 적립금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하에서 적립금의 마땅한 투자 운용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국내채권시장,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각각 200조, 1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기금운용에서의 home bias 문제를 위시해 국민연금

에 의한 시장의 왜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 요컨대 주식, 채

권 등 전통적인 자산군(asset class)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정도 거대한 국민연금 적

립금 전체를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환경 하에서 보건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전통적 자산군 보다는 대체투자 자

산군,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의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런 방침이 기금운영지침과 중기자산배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이끌고 갔다.

그 결과로 우선 국내투자 보다는 해외투자를 더 늘리는 중장기계획이 채택되었다. 그 

이후 전체적으로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대체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

다. 이와 동시에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 대신 부동산, 인프라, 기타대체(벤처, 사

모, 구조조정투자)로 구성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

부 및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자산이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

산으로 보고 유동자금이 풍부한 국민연금기금에 아주 적합한 투자 대상으로 간주했

다.

국내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기타대체투자(벤처, 사모, 구조조정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해외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 등 세 가지 하위 자산군으로 구성

된다. 가장 최근 2015년 12월 국민연금기금은 대체투자의 세부 자산군으로 헤지펀드

구분
국민연금(‘14.1-’14.12) CPPIB(‘13.3-’14.3) CalPERS(‘13.6-’14.6)

투자금액(조원) 비중(%) 투자금액(10억 달러) 비중(%) 투자금액(10억 달러) 비중(%)

주식 140.5 30.0 65.5 29.9 159.8 50.93

채권 287.7 59.4 73.5 33.6 77.3 24.63

대체투자 46.7 9.9 80.1 36.5 65.6 20.92

단기자금 3.4 0.7 11.0 3.52

계 469.3 100 219.1 100 31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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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 2016, pp.27-30).

국내대체(부동산)에 대한 대체투자는 주로 위탁운용사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는 섹터 선정을 위한 운용사 선정과 개별 프로젝트 건별 운용

사가 동시에 선정되다. 국내 부동산 투자형태는 지분형과 대출형, 혹은 양자 혼합형

으로 분류, 국민연금은 주로 지분형으로 투자한다. 국내부동산 투자 단계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는 연 1회 시행한다. 

투자자산 전건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 한다.

이에 비해 해외 대체투자 운영 프로세스(해외부동산 투자)를 보면, 양상이 조금 다를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위탁운용사 선정시, 위탁 운용사 선정과 프로젝트(건별) 운용

사 선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전자의 경우 운용사 인력구성, 펀드운용성, 외부평가자

문기관 등을 종합하여 실사 후 최종 선정한다. 후자의 경우 운용사에서 제안한 건별 

투자안에 대해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선정(투자자산 대부분을 차지)한다. 

투자자산의 평가(공정가치 평가 등) 및 사후관리는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 설정의 문제이다. 대체 투자의 벤치마크(특히 부동산의 벤치마

크: customized IPD지수)가 성과평가 기준에서 정한 일정에 비해 늦게 산출된다. 기

본적으로 벤치마크는 성과 평가 이전, 자산운용 이전에 미리 설정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벤치마크를 비롯한 대체투자 벤치마크는 모두 사후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사전적 지수의 정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대체투자 벤치마크는 운용역들의 

운용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적 지침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표1-21> 國民年金基金의 中期 資産 配分案(2013년 대비 2019년)

자료: 보건복지부(2014), 중기자산배분안

구분
2013년 말 2019년 말

금액(조 원) 비율(%) 비율(%)

주식총계 128.3 30.1 35% 이상

국내주식 83.9 19.7 20% 이상

해외주식 44.4 10.4 15% 이상

채권 총계 257.8 60.4 55% 미만

국내채권 239.3 56.1 50% 미만

해외채권 18.5 4.3 10% 미만

대체 투자
(AI: Alternative Investment)

40.3 9.5 10% 이상

합계 427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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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9년을 목표로 한 중기(2015-19)자산 배분안을 

논의해서 <표1-21>과 같이 확정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의 큰 방향을 보면, 평균수익률 

5% 달성을 위해 채권 특히 국내채권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해외투자(주식 및 채권) 

및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표1-22> 국민연금적립금 중 대체투자의 추이

1)운용비중은 금융부문내 대체투자 비중

2)2010-14년은 실적, 2015-16년은 계획

출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 KG ZEROIN(2015),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성평가, p.69

2015년 말 대체투자 실적은 약 56조원으로 계획치 59조원에 약 3조원 못 미쳤다. 

2015년 대체투자실적치의 국내외 구성 비율을 보면, 국내대체 4.3%, 해외대체 6.4% 

합계 10.7%에 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대체 투자의 경우 비중을 늘리기가 쉽

지 않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해외대체투자 실적 증가율(부동산 자산증가율)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내대체에서는 국내부동산, 해외대체에

서도 해외부동산의 증가세와 비중이 돋보인다.

<표1-23> 국내대체 투자의 세부내역1)(시가평가액 추이)

1)대체투자 내 투자비중

자료: 보건복지부(2015:71)

<표1-24> 해외 대체 투자의 세부자산 비중1)

1) 대체 투자 내 투자비중

자료: 보건복지부(2015:7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조 원) 19 27 33 40 47 59 65

비중(%) 5.8 7.8 8.4 9.5 9.9 11.5 11.5

2012.12 2013.12 2014.12 2015.06

부동산 13.7 14.0 13.1 12.5

인프라 23.3 20.0 18.9 18.0

기타 18.5 16.9 15.6 14.6

2012.12 2013.12 2014.12 2015.06

부동산 25.3 28.1 26.1 25.8

인프라 7.8 8.4 10.6 13.2

PEF 11.4 12.6 15.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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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내에서도 국내대체투자비중은 55.5%➡50.9%➡47.6%➡45%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대체투자비중은 44.5%➡49.1%➡52.4%➡55.0%로 그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25>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투자허용범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2.0 ±3.5 ±1.5 ±0.5 ±1.2

자산군별 2015년 말 목표 비중
20.0%

(±2.0%pt)
52.9%

(±3.5%pt)
11.6%

(±1.5%pt
4.0%

(±0.5%pt)
11.5%

(±1.2%pt)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 ±3.0 ±5.0 ±2.0 ±2.0 ＋1.2/-2.2

총 허용 범위 ±5.0 ±8.5 ±3.5 ±2.5 ＋2.4/-3.4

주: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목표비중으로 간주, SAA 비중이 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rebalancing)

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2015:15)

<표1-26> 국민연금 운용계획 대비 투자 진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4년말

실제비중(A)
15년말

기준비중2)(B)
15년 순증
투자금액

15년말 현재

실제(C)
전년대비

C-A
기준대비

C-B

주식 30 30.5 208,520 32.2 2.2 1.7

국내주식 17.9 18.2 104,198 18.5 0.6 0.3

해외주식 12.1 12.4 104,322 13.7 1.6 1.3

채권 60.1 56.7 59,563 57.1 ▲3.0 0.4

국내채권1) 55.5 52.5 61,877 52.8 ▲2.7 0.3

해외채권1) 4.6 4.2 ▲2,314 4.3 ▲0.3 0.1

대체투자 9.9 12.8 38,109 10.7 0.8 ▲2.1

국내 4.7 6.7 ▲10,882 4.4 ▲0.3 ▲2.3

해외 5.2 6.1 48,991 6.3 1.1 0.2

금융부문 계 100 100 306,191 100 - -

1) 단기자금 포함( 국내는 국내채권, 해외는 해당자산인 해외채권 등으로 처리)

2)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자산군별 SAA 허용범위 내에서 해당 시점의 자산 시가변동을 반영한 기준 비중

3) 금액과 비중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세부단위의 합계와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자료, 3월 9일자

계획대비 실제 투자집행 현황을 나타낸 <표1-26>를 보면, 2014년 이후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적출할 수 있다. 우선 채권(국내채권, 해외채권)이라는 자산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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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비 실제 투자비중이 0.3%pt, 0.1%pt 상회, 하지만 전년대비 비중은 2.7%pt, 

0.3%pt 감소했다. 둘째, 대체투자에서는 전체대체 투자 비중이 기준비중 대비 

2.1%pt 하회했는데, 특히 국내 대체투자가 목표 기준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된

다(2.3%pt 하회). 이는 국내대체투자 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협소하다는 것을 우회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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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_토론�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

국민연금 기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안정

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가입자 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행 

체계를 내실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기금의 집행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도 공사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까지 금융 전문가로 바꾸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만들

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금 운용의 원칙이 무엇인지 등 근본적 질문

을 바탕으로 기금운용 방향과 정부여당의 안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의 주인은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 성실 납부를 통해 급여를 받

고 있는 국민들이다. 즉,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논함에 있어 가입자 대표

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연금의 주인인 국민, 즉 가입자의 참여를 배

제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은 500조가 넘어 GDP의 30%를 넘었다. 이렇게 거대한 기금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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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익성만 좇게 될 것이 뻔

하다. 높은 수익성 추구에는 높은 손실 위험이 수반되는 바,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보게 될 우려가 크다. 반사회적 기업에도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나아가 공적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시

장의 이해에 순응하는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본

부를 공사화하기 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연계성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

는 등 현행 체계를 내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지난 19대 국회 기금운용 체계 개선 관련 개정안들에서 극

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이들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1. 기금운용체계 변화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98년 IMF 당시 세계은행의 권고 및 노동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기금운용 관할권

이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됨. 

○ 특히,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강제로 예탁하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던 의무예탁규

정이 폐기됨으로써, 정부 임의사용과 이에 따른 재정 불안정 초래라는 문제점이 개

선됨. 

○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가입자대표가 점함으로써 가입자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형식적 기반이 마련되고, 연금기금 사용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상당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됨.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의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을 상대적으로 높임. 

○ 기금운용본부라는 투자전문조직을 만들어 본부장을 비롯한 투자전문가를 통해 연금 

수익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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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체계 혁신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문제점

○ 현재 기금운용체계는 1998년 이전보다는 분명 개선된 것이지만, 기금 규모의 급격한 

증가 등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기금운용 원칙설정, 가입자 대표성 강화, 독립상설화 등이 주요 쟁점임. 

2. 19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쟁점 비교 

<표1-27> 19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쟁점 비교 

구   분 현      행 김재원의원안 김성주의원안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복지부) 상설(민간) 비상설(복지부)

인  원 20인(비상임) 7인 (상임 3인) 15인(비상임)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보건복지부장관

위  원

 민간위원 14인
 ․ 사용자 대표 3
 ․ 근로자 대표 3
 ․ 지역가입자 대표 6
 ․ 민간전문가 2

 정부위원 5인
(기재,농축,산통,노동,공단)

 민간위원 7인
 ․ 사용자단체 추천 2
 ․ 근로자단체 추천 2
 ․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
 ․ 공익단체 추천 1인

 민간위원 12인
 ․ 사용자 대표 2
 ․ 근로자 대표 2
 ․ 지역가입자 대표 4
 ․ 여성대표 2
 ․ 민간전문가 2

 정부위원  2인
(기재부차관, 공단이사장)
☞지역․여성․전문위원은 국회추
천으로 위촉

임  기 2년, 연임(1차) 3년, 연임(제한 없음) 3년, 연임

자  격 -

금융투자 전문가
(자산운용, 미시·거시경제, 

금융, 외환, 부동산, 
대체투자 분야)

-

임  면
각 단체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추천위 추천 → 대통령임명

* 위원장 국회인사청문
각 단체 추천(국회추천)→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분야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이 각 1인의 

전문위원 추천)

운용조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운용공사

(공공기관 제외-부칙 명시)
기금운용본부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2명)

정부의 책임성
 ․ 정부의 관리․감독  장기성과평가, 출석발언, 

특별감사요청, 재의요구, 최
저수익률 제시 등

 ․ 정부의 관리․감독
 ․ 국가지급보장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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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의원 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민간기금운용체계로 개

편하고, 운용위원회를 공사 내에 설치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임.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에서 분리하지 않는 대신 기

금운용본부 설치를 명문화하고 부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을 별도로 선임하는 등 조

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정부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늘려 가

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민간위원 비전문성 논란을 막기 위해 분야별 전문

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상설로 두어 지원토록 하는 것임. 

3. 쟁점별 검토 

1)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민간전문가 중심 vs 가입자 대표성 강화’

○ (상대 주장)

  -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기금운용체계로 인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금운용 탓

에 수익률이 낮다는 논리임. 

  - 초과수익률을 1% 올리면, 연금보험료율을 2% 올리는 효과와 동일하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김재원의원 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민간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

회를 설치하고, 가입자단체들이 이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임. 

○ (반박 1)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민간전문가 맹신 위험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수익률, 안정성, 공공성 

구   분 현      행 김재원의원안 김성주의원안

기금운용목적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
익을 최대로 증대

(현행과 동일)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고 
적정 수준의 수익성 도모

기관의 독립성 -
보건복지부장관을 제외한 중
앙행정기관장은 보고 및 자
료요구, 검사·지시 금지

-

※ 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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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운용 전략 중 어떤 것을 우선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

익률 제고만을 위한 개편은 지지를 받기 어려움. 전문성이 필요해 민간금융투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운용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

이 달라질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한 전문성은 자산운용시장 실물경험이 아님.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의사결정단위이기 때문에 전체 기금운용의 목적을 이해하

고 평가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함. 거대 연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

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조정하고 가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실무평가위원회가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는 금융전문가로 구

성되어 있음. 

  - 민간투자전문가가 반드시 수익성을 높인다는 보장도 없음.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도 금융위기를 맞아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을 보더라도, 세

계금융시장의 불안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한다면 금융전문가라 할지라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음. 

  - 오히려 민간투자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성에만 집착하거나, 금융시장의 왜

곡 및 국민경제의 자산배분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입자 대표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기금운용의 대표성이나 정치적 책

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전문성을 내세워 오히려 가입자 대표를 내쫓는 것은 공

적연기금의 연금주권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와 함께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

바른 개혁 방안일 것임. 

○ (반박 2) 수익률 제고 만병통치론의 허구성과 위험성 

  - 수익률이 오르면, 변동성과 손실확률 역시 증가함. 연금기금 주식투자에서 발생되

는 평가손이 연금에 대한 불신 증폭과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확률을 높이는 

수익성 치중 전략을 앞세운 기금운용공사 설립 주장은 위험을 높이는 일임. 

  - 수익률은 비교기간에 따라 다름. 증시상황이 좋은 기간에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낮은 편이나, 주식 폭락기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우수함. 

  - 수익률 1% 상승 때 고갈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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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가정들을 교묘히 과장한 것임. 출산율도 0.2명 늘면 기금소진시기가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계됨. 하나의 가정 변수를 갖고 유리하게 이용한 주장으로 부

적절함. 

  - 더욱이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GDP 50%에 달하는 기금을 가지고, 1% 초

과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2)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정부로부터의 독립 vs 시장 지배 위험’

○ (상대 주장)

  -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임. 

  - 김재원의원 안은,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자산운용전문기관으로 설립하고자 함.  

○ (반박 1)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시장에 지배당할 위

험

  - 과거 정부(주로 경제부처)가 공공자금 강제 예탁을 실시했던 사례나, 주식시장 부

양책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투입해오는 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 사

실임. 

  - 그러나,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금융전문가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김재원의원 안을 기반으로 한 공사 독립은, 오히려 금융전문가에 대한 

경제부처의 개입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지배당할 위험이 높음. 

  - 더욱이 장래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는 정부의 권한

을 배제하는 별도의 독립 공사로의 전환은 국가책임 약화로 이어짐. 

  - 따라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뿐 아니

라 거대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 역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 사용자, 

가입자 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가입자를 기금운용의 실질적 

주체로 확고히 서게하는 일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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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19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국민연금기금공단의 개편구조 비교

4.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금운용 원칙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촉발된 것은 현행 체계가 출범한지 4년만인 ’03년에 기금

운용의 전문적 운용을 명분으로 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터

임. ’03년부터 ’08년까지 정부는 4차례의 정부안과 2차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붙임 1 참고).

○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 

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지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된 철학과 원칙 없이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거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구성, 본부 공사화 등을 논의해야 함. 

현행(김성주의원안)

대통령

복지부장관

연금심의위
(비상설)

기금운용위
(비상설)

국민연금공단
(제도운영)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 등 역할 강화
․기금운용본부 법적 근거 마련
  (기금이사 1인→기금운용임원 3인)

김재원의원안

대통령

복지부장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상설)

연금심의위
(비상설)

기금운용공사
(자산운용)

국민연금공단
(제도운영)

․기금운용공사 설립(무자본특수법인)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공사가 관리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구성
․복지부: 재의요구, 출석발언, 성과평가

※ 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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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았던 해외 연기금의 자산 

급감 상황을 경험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약화되었

음. 

○ 당시 정부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모델로 삼았던 CPPIB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해

외연기금과 주식투자비중이 50% 이상인 해외 연기금은 ’08년도 9～10월에 있었던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25%대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금융위기 5～6

년 전인 2001~2002년도 주식시장 악화기간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비교하더라도 동

일한 결과를 볼 수 있음.

○ 결국 공적연기금의 자산배분은 호황기의 높은 수익률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점차 

빨라지고 있는 불황 주기에 대비하여 자산종류별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즉, 안정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용해야 함. 

기금명
CPP

(캐나다)
AP 2

(스웨덴)
GPIF
(일본)

CalPERS
(미국)

APG
(네덜란드)

NPRF
(아일랜드)

규모 
108.9

십억CAD
173.3

십억SEK
95.2(9월)

조JPY
183.3

십억USD
173

십억EUR
16.4

십억EUR

주식 비중
(2007년말)

65% 61% 24% 60% 51% 72%

운용수
익률

2008
-13.7

(3월-12월)
-24.0

-3.0
(4월-9월)

-23.1 -20.2 -29.5

2007 -0.3 4.8 -6.10 10.2 3.8 3.3

2006 12.9 13.0 4.6 15.7 9.5 12.4

2005 15.5 18.7 14.4 11.1 12.8 19.6

2004 8.5 11.6 4.4 13.4 11.5 9.3

2003 17.6 17.8 13.0 23.3 11.0 12.8

2002 -1.5 -15.3 -8.6 -9.5 -7.2 -16.1

2001 4.0 -3.2 -2.7 -6.2 -0.7 4.4

주 : 1. CPP 및 GPIF 2007년 이전 수익률은 익년도 3월말 기준값임. 

     2. CPPIB와 NPRF는 2008년도 정부안의 모델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배구조임

<표1-28>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해외 공적연기금 규모 및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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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기금의 통합적 관점에서 기금운용체계 개편논의를 진행해야 함

○ 연금제도 전체 관점에서 기금운용 수익은 기금수입의 증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제도안정을 보장하는 받침목은 될 수 없음. 

○ 우리 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 있고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향후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여액(부채)이 기금 적립금(보험료+기금 수익

금)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만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은 보장 할 수 없음. 

○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고,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

으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적 요인과 기금운용이라

는 두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함. 

○ 따라서, 기금운용체계 독립 등 개편 논의에 앞서 제도와 연계한 장기재정목표를 수립

하고, 제도와 기금의 책임 분담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금운용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 수익성 강조 및 민간기구화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두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

는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①�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설치할� 경우� 지본시장을� 사실상� 과점할� 기금이� 국

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금을� 운용할� 가능성

이�있음

�②�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자본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기금운용� 등� 국민연금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미치는�결과가�초래�가능

�③� 국민연금기금운용� 결과에� 대해�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보

완하고,� 정부부처의� 참여를� 완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가� 아닌� 정부부처

의�기금운용에�참여하여야�함

�④�기금의�소유자인�가입자�등이�기금운용�정책결정에�참여하는�것이�필요

�⑤� 수익률� 증가에� 따라� 변동성과� 손실확률� 역시�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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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안정성을�담보하는�장치가�필요함

�⑥� 개정안의� 기금운용공사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으로�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에서� 배제하여� 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법�개정�취지는�달성할�수�없음

○ 이러한 검토의견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와 자본시장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

(현행 기금운용원칙 중 공공성과 유동성 원칙에 입각한 운용)되어야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 보장, 정부의 책임성과 기금의 독립성의 조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을 고려한 체계 개편 등이 기금운용체계 때 고려되어야 하다는 것임.

□ 연금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

○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함. 이를 위해 연

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 기금운용에 있어서

도 수익률 극대화에서 벗어나 안정성과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 

○ 최근 기초연금 도입 과정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동기를 약화시키고 신뢰

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제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임.

○ 따라서,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가입자대표)의 연금주권 강

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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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99 - 현재)
정부제출안

(’03.10/’04.6)
당정합의안

(’04.12 이후)
’07년 정부안

(’07.12)
’08년 정부안

(’08.8)
’11년 정부안

(‘11.6)

성  격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

소  속 정부(복지부) 정부(복지부) 정부(복지부) 대통령
기금운용공사
(민간기구)

기금운용공사
(민간기구)

구성

인  원 20인 9인 15인 7인 7인 10인

위원장 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정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정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

민간전문가
(공무원 ×)

민간전문가
(공무원 ×)

위원

정부 6인 3인 5인 - - 2

민간 14인
4인

*경제금융․
복지전문가

9인
*경제금융․
복지전문가

6인
*금융투자전문가
*공사사장 포함

6인
*금융투자전문가
*공사사장 제외

7인
*금융투자전문

가(5명)
*가입자단체추
천 전문가(2)

상  임 -
2인

(위원장 ･위원)
2인

(위원장 ･위원)
-

3인
(위원장･위원)

3인
(위원장 및 

위원)

위원 추천 －
국민연금

정책협의회
(10)

기금운용
추천위원회

(9)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11)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11)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11)

기금운용
실무조직

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기금운용공사
(사장, 상임이
사 4, 감사2)

기금운용공사
(사장, 상임이
사5, 감사1)

기금운용공사
(사장, 상임이
사5, 감사1)

기금운용공사
(사장, 상임이
사5, 감사1)

사장 추천 - -
임원추천위원회

(9)
사장추천위원회

(9)
사장추천위원회

(7)
사장추천위원회

(7)

기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조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조건

[붙임 1] 정부 개정안 제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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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_토론� 2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혁 방안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평가: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 동반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다. 이 기금은 2040년대 중반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래 급여 지급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부족한 규모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고수익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존재한다. 국민연금기금공사를 설립해 금융 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전

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 서있다.

하지만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한다. 2011년 이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외국 연기금

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공적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는 장기 관점으로 접

근해야 한다. 근래 수익률이 높은 외국 연기금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20%대의 손

실을 기록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채권 중심의 안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덕분에 

국제적인 금융 위기에서도 손실은 면할 수 있었다.

<표1>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과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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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손경우(2014), “국민연금의 수익률 및 자산배분”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 & 동향분석> 17호.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을 진단할 때 기금 운용 수익률의 변동성에 주목해

야 한다. <표 1>은 세계 주요 연기금의 평균수익률과 수익률 편차를 정리한 자료이

다. 2004~2013년 기간 국민연금기금의 평균수익률은 6.1%로 일본보다는 높지만 미

국, 캐나다, 스웨덴 연기금보다는 낮다. 그런데 수익률 편차를 보면 한국이 크게 낮

다. 그만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구조가 안정적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위험 

대비 수익률은 다른 연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손 경우, 12쪽).

고수익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기금과 제도(급여율/보험료율)

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국민연금 미래 재정의 불안정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법도 제도 영역에서 나와야 한다. 기금 운용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

이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략: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과거에는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점차 주식, 대체 투자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이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미 국민

연금기금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

한 채권 중 절반을 차지하는 국채는 2014년 국내 국채 시장의 34.7%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주식도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6.8%에 달해 단일 투자 기관이 보유한 

몫으로는 무척 크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도 자산 운용 시장에

서 존재하는 기금인 이상 ‘연못 속 고래’로 머물기보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것

을 막기는 어렵다. 비유하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 구조에

서 현대인이 지닌 성인병처럼 ‘꾸준히 관리’해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어떠한 운용 전략을 가져야 할까?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금이 

지니는 금융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민간 펀드와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공적 기금이다. 금융시장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

나 민간 펀드가 수익을 절대 목표로 삼는 투자 자본이라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대비하는 공적 예탁금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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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기본 운용 전략으로 사회 책임 투자를 적극 활성화하자. 사회 

책임 투자는 연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는 투자 전략이다. 

보통 기업의 재무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일반 주식 투자와 달리 환경, 사회, 기업 지

배 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사회적 책임을 기업 평가

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부터 사회 책임 투자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UN 책임 투자 

원칙UN-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도 가입했다. UN-PRI는 전

통적으로 중요시되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자는 

국제 권고 규범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12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

침을 개정해 ESG 원칙을 명시했고, 2013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책임투자팀을 두었

다. 2015년에는 국민연금법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 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

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마련했다.

이제 국민연금기금의 전향적 활용에 관심을 쏟자. 미우나 고우나 국민연금기금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까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국내 채권 

시장이 협소하므로 주식 투자에 나서고, 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사회 

책임 투자를 운용 원칙으로 분명히 세워 가야 한다. 

첫째, 사회 책임 투자를 전체 기금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2015년 

현재 사회 책임 투자의 규모는 약 6조 원에 불과하다. 사회 책임 투자의 원리

를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주식 투자에 적용하지 않고 외부 위탁 투자의 한 유

형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사회 책임 투자를 전체 기금 운용으로 

확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지표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

둘째, 사회책임투자의 한 영역으로 공공투자에 적극 나서자. 현재 임대, 요양 시설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엔 너무 벅

차다. 이에 당분간 국민연금기금이 이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

금의 공공투자는 자산을 남기면서 사회적 효과가 큰 미래 지향적 사업이란 점

에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수적이

다.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임대주택이나 보육 시설에 투자할 경우 다른 자산 운

용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정부의 재정 보전이 요청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국

민연금기금은 자신의 의결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고 있고, 2015년에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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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의 경영권 계승 프로그램으로 지적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불

신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을 활용해 국내 대기업

들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고 사회 책임 경영을 유도해가야 한다.

3.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혁: 실질적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도 절실하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

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상설조직이 아니라 분기별 회의체이고 구체적 투자 내역에 대해선 관여하지 못해 사

실상 형식적 논의기구로 전략해 있다. 이에 기금공사 독립이 논의되지만 현행 국민연

금 제도에선 적합하지 않은 방안이다.

첫째,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금운용 최

고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의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기

금운용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여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

둘째, 가입자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기금운용위원 추천단체가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민가입자 위원의 추천권을 금융기관인 농협, 수협이 아니

라 농어민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이 가져야 한다.

셋째, 가입자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기금위원회만 

전담하는 전문직 임원을 기금운용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정부가 기금운용체

계 개정안에서 가입자 대표를 주변화하려는 주요 명분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단체들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넷째, 기금운용조직은 강화하되 따로 기금공사로 분리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는 가입자대표의 상시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일상적 감독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이 경우 연금공단 업무를 기금과 제도를 양분하고, 각각 부이사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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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의 노후연금 지불준비금이다. 때문에 운용에 있어 안정성이 제

일 중요하다. 그리고 운용자금이 500조원대 넘어서고 1000조원 넘어가는 시점이 멀지 않은 

가운데, 그 운용주체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한다.

1. 기금은 국민연금 지불 준비금이므로 안정 운용이 최우선

2014년 5월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안팎에서의 기금운용을 수익률을 높이자는 요구를 반영

해 국내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대체투자·주식채권투자 비율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전창

환교수 발제에서도 이미 언급했다. 좁은 국내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해외투자의 확대는 부

득이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안정적 관리가 우선이다.

2015년 각국의 연기금은 운용성과가 미진했다. 기금운용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CPPIP 3.7%, 

노르웨이 GPFG 2.7%, 네덜란드ABP 2.7%, 일본 GPIF 1.8% 이익을 봤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수익률이 -0.1%로 손실을 봤다. 반면 주식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

라 국민연금은 지난해 약 4.6% 수익률을 챙겼다.

2000년 초반, 2008년 세계경제가 휘청거렸을 때처럼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과 유사하다. 

이 때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그나마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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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본격 활동한 2000년부터 14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6.33%였다. 세계 연기금 중 1위다.

같은 기간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단 2번이다. 2000년 

-0.1%, 2008년 -0.2%로, 모두 IMF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 기간 동안 일본 GPIF은 6번, 네덜란드 ABP는 3번의 손실을 기록했다. 나머지 국가 연기

금은 4번의 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의 CalPERS는 -24.0%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GPFG -23.3%, 

캐나다 CPPIB -21.1%, 네덜란드 ABP -20.2%, 스웨덴 AP3는 -19.7%, 일본GPIF는 -8.5%

였다. 

이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성과는 장기 불황기 속에서, 손실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 등의 

비율을 낮게 운용한 결과였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발생을 용납하지 못한다. 만약 2008년 외국기금들처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 해외투자 확대 방향은 맞다하더라도 세계경제 불확실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한

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성 높은 주식투자의 비율을 더 높여 나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기금운용위원의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운위원회는 기금운용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이고, 현재 가입자 대표성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의 대표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멈추지 않고 있다. 각 

가입단체의 소속 직원이 대부분 참석하고 있지만 이 운용위원들을 일상적으로 보좌할 사무

처 같은 기구도 없다.

이러다보니 기금운용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실무팀에서 준비한 기금 운용 전

략이나 운영지침을 정함에 있어 ‘들러리’를 선다는 지적이 오래됐다.

물론 양대 노총 등이 가입자 입장에서 그동안 기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나 정부나 재벌의 입

김을 막으려 노력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도 가입자인 국민들을 대표해서 기금운용 최고의결기구에 참석한다면, 

혹 있을지 모르는 ‘부실하거나 가입자의 권리와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안’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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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면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창환교수도 지적을 한 것처럼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 대표가 형식적으로 가입자 대표가 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융, 투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전제로 가입자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무적으

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사회적 책임, 공공투자 논의 확대 

기금운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투자 입장은 중요하다. 환경 친화적 기업, 도덕적인 기업, 투명

한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비리기업,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근 가습기 관련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전력과 관련해 그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엄선한 기업이더라도 투자 수익 관점에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선정되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같은 맥락이

다.

또 공공 투자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 매입

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고 공약했다. 이후 이 공약을 받아 6월2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법과 국채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이 해마다 87조원씩 늘어나고 있는데, 60%는 채권, 30%는 주식, 나머지 10%

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채권투자액 가운데 10조원 정도를 저출산 대책에 투자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투자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거나 한편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안심채권 또한 수익률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미제로 남는다. 그리고 저

출산 해결을 위한 재정은 별도 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주요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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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질문>

1)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국내주식 비중이나 국내 채권 비중 면에서 시

장을 교란할 정도로 너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고려할 

때 위탁투자를 통해서 해위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전 교수는 

대체투자로 이를 표현한 것인지?)

2) 현행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였고 동의한다. 현재 정부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유명무실화시키

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가입자대표의 전문성 강화 외, 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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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_토론� 1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토론문

윤소하� /�정의당�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

1.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

□ 국민연금 현황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잔액은 91조5천억 원으로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1407조7천억 원의 6.5%에 이름.(2016년2월말 기준)

- 회사별 지분율의 경우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 종목이 122개사, 이 중 10% 이

상 보유 종목이 33개 사에 이르고 있음. (2016년1분기 기준)

□ 현행 의결권 행사 개요

○ 의결권 행사 방식

- 의결권 행사 여부는 기금운용본부내의 투자위원회가 심의·의결함. (업무 담당 : 운

용전략실장 ➡ 의결권 행사 안 마련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준법 감시인에게 송부)

- 자체 찬반을 판단이 곤란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

회(이하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할 수 있음. (위원 9명/ 정부추천 2명,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연구기관 1명 참여)

- 의결권 행사 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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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금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011년2월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정하

여 해외투자 주식까지 의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됨. 다만, 보유 지분율이 1% 미만, 

보유비중이 국내 전체 주식 대비 0.5% 미만,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0.5% 미만인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 의결권 행사 지침 및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은 공시를 의무화함.

- 전문위원회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 선관주의 :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함.

- 주주가치 증대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함.

- 책임투자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함.

◯ 의결권 행사 현황

- 상장주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건 수는 2010년 2153건에서 2015년 2836건으로 

증가함. 이 중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의 비중은 2010년 8.1%에서 2015년 

10.12%로 증가함.

- 반대 안건의 종류는 ‘이사 및 감사 선임’이 제일 많고,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의 보수’, ‘재무제표의 승인’등 임.

○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 및 과제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세부지침에 명시된 판단 근거를 공시하고 있음. 장기연임, 

이사회 참석률 저조,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등의 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과

도한 겸임,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이해관계자 등은 논란이 있음. 공정위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을 참고로 하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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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자체 판

단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1. 정몽구(현대차그룹 회장) 현대건설 이사 선임안 반대 :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침해 사유

ex2. 정의선(현대차 부회장) 현대제철 사외이사 선임안 반대 : 과도한 겸임 사유19)

- 정관변경 : 기업의 자본구조 관련 사항.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분야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영향력이 

큰 분야이기도 함.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적절한 보수 

정책을 책정하고 준수하도록 함.

- 재무제표의 승인(배당관련) : 재무제표 승인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배당정책의 합

리성이 될 것임. 과소배당, 과대배당 모두 문제이며 적정배당의 원칙에 입각해야 

함. 배당 수준 결정은 기업의 고유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존중하더라도 주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배당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함. 기업

과 재무적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의결권에서 주주권으로

◯ 의결권을 포함하는 주주권은 상법에서 명시한 소수주주권의 권한 외에도 

투자자연대, 입법운동 등 주주로써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도 해석

할 수 있을 것임. 연기금이 행사하는 주주권은 상법의 소수주주권의 범주로 

한정하고자 함.

◯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

- 2011년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주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곽승준 위원장이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

다고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핀바 있음. 이후 재계에서는 ‘연금사회주의’가 우려

된다며 비난함. 연금사회주의는 연금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연기금을 통해 기업경

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재계는 본래의 의미인 ‘노동자’ 대신 ‘정부’를 넣어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19) (한겨레, 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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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봄. 부적

절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대형주주인 연기금이 경영권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임.

- 하지만 주주 자본주의 하에서 주식은 투자자산 이기도 하지만 주식에는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 것임. 연기금은 가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운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가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연기금은 주주권

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음.

- 문제는 주주권 행사를 위한 원칙임. 

◯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써 가입자의 최대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치 금융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주주권 행사의 공

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2. 국민연금기금의 올바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과제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함.

앞서 말한 재계의 입장과는 본질적으로는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결론적으로 연기금을 

이용한 관치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한국 사회 현실에서 연기금이 총수일가 중심의 왜곡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

사’는 마음에 안 드는 기업 대표를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임.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됨.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가 보장

되어야 함.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정부로부터의 완전 독립 역시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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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큼. 재계의 장악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또한 독립기관을 만들게 되더라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준정부기관으로 국정감사, 임원, 정원, 평가 등

을 받게 되므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임.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독립성 

보장과 무관함.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가입자가 수탁자와 함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

이를 위해 연기금 운용 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현재 연기금은 비상설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하고 

있어 연기금이 자칫 정부의 재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용의 전문성이 신

뢰받기 어려운 상황임.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강화해야 함. 

기금운용위원회의 내실화 및 가입자 위원 증원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함. 기금운용위원

회 산하에 투자정책, 성과평가, 주주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 이

를 통해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함.

 

둘째, 연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률 지상주의를 벗어나야 함.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행 법 상 

최대 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격적 

투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손실의 위험도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

실임.

수익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어떠한 논의도 

의미가 없음. 연기금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요구하는 최대 주주에 불과하다

면 이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주권 행사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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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활성화해야 함.

‘사회책임투자(SRI)’는 기업의 재무적 지표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 반환경, 

반노동 기업은 투자에서 제외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기금의 사회책임

투자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함.

사회책임투자와 ‘최대수익률’은 공존할 수 없음. 초과수익을 목표로 할 경우 기반을 

갖춘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음.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셋째,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함.

현재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지나치게 간결하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기

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주주권 행사지침을 체계화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행사했는지 주주권 행사 결과를 투명

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민들로부터 직접 감시받는 체제를 갖춰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나아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시할 것이 아니

라 사전에 공시할 필요도 있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한다면 소

액 주주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결국 수많은 

소액 주주들의 사표를 방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증폭될 것임.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찬반 의견만 행사해서는 지배구조를 개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와 감사를 직접 추천할 필요도 있음. 물론 투명한 추

천 기준이 있어야 함.

현재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국민연금연구원 및 외부평가사에서 수행하므로, 주주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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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관한 사항도 외부 평가 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함.20)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민주화(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임. 주주권 행사를 통해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으며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주식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

계,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등에 대해 제재할 수도 있을 것임.

연기금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운용되어야 하지만 

이는 수익률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원칙에 입각해야 함. 이와 함께 연기금이 선량한 

투자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올바른 주주권 행사 방안이 담긴 법 개정이 필요

함.

20) 이슈와 논점 (원종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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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_발제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Ⅰ. 한국 노인의 빈곤 현황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49.6%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48.8%, 2015년 45.7%를 기록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던 노인빈곤율은 2013년에 정점에 이른 이후, 2014

년과 2015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14년과 2015년 빈곤율 감소의 상당분은 2014년 7월 실시된 기초연금의 영향

임.

  - 기초연금이 6개월 지급된 2014년의 빈곤감소보다 2015년의 빈곤감소 폭이 더 

컸음.

<표3-1> 한국 노인빈곤율(66세 이상)

주 1) OECD의 2012년 기준은 소득에 자영자의 자가소비 재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핵심 변경 내용으로 함. 

소득 규정의 변경은 농업이 발전한 곳, 또는 비현금 경제가 발전한 곳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Canberra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년 이전
소득정의 기준

0.439 0.446 0.455 0.47 0.472 0.486 0.485

2012년 이후
소득정의 기준

0.485 0.496 0.488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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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011: 32). OECD는 가입국 외 국가의 소득자료를 포함한 비교를 목적으로 소득 정의를 변경함.

    2) 그간 OECD 통계에서는 66세 이상(above 65) 노인인구에 대한 빈곤율을 사용함에 따라 통계청의 65세 

이상 빈곤율과 혼란이 있었으나, 최근 통계청도 66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 수치를 제시하기 시작하였음.

자료 1)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

     2) 2015년 값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그러나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감소 효과가 모두 발현되어, 향후 이로 인한 

추가적인 큰 폭의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빈곤율 증가 경향을 가져왔던 소득 격차 폭이 줄어들

면서 앞으로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상위 소득분위의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2012년까지의 경향에 비해서, 2013년부

터는 상위 소득분위의 소득증가율이 평균 이하를 보였음.

 ○ 2014년과 2015년은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근로연령

대 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특징적인 해임.

  - 이는 기초연금의 효과로 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증가율은 여전히 근로연령

인구보다 낮은 편임. 

<그림3-1>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처분가능소득)

<그림3-2>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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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2015년 값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노인가구의 소득

은 늘지 않는데 비해서 전체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임.

 ○ 동시에 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줄어들었음.

 ○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 증가가 사회전체의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노인빈곤율이 증가하였음.

  - 노인이 근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소득증가

를 따라가지 못함.

  - 또한, 연금급여 등을 통한 사회전체의 후생과 연계하는 소득이 적음에 따라 노

인의 소득증가가 고립된 상황에 있었던 것임.

 ○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노인 소득수준을  일시

에 끌어올리면서, 빈곤선 경계 하에 있던 노인들의 빈곤탈출이 나타남.

□ 그러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노인빈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 증가와 노인의 후생 수준 증가가 대체로 일치

<그림3-3> 연령집단별 중위소득

(처분가능소득)

<그림3-4>연령집단별 중위소득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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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이들이 연금제도 성숙 기간 및 제도 개혁 과정에서 상당히 특수한 

가입자임을 고려한 해석도 필요함.

 ○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수준과 노인 세대의 후생수준의 적정한 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적정성은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어떠한 수준으로 유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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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특징: 국제 비교 관점에서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인해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OECD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할 때, 근로세대 빈곤율은 보통이면서 노인빈곤율

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임.

  - 2012년 기준으로 근로세대 빈곤율은 14.6%이지만, 노인빈곤율은 48.5%를 보였

음.

<그림3-5> 근로세대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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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2년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국가는 근접년도 자료를 활용함.

자료: OECD(2015). “Income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계산함.

 ○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의 소득불평등도와 노인빈곤율이 동시에 높은 편임.

  - 노후소득 분포가 불평등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을 가지는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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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노인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의 상황은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과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이들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분포는 공적연금 등이 

미성숙하거나, 기능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경우에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게 됨(뒤

의 <그림3-8>, <그림3-9> 참조).

<그림3-6> 노인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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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2년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국가는 근접년도 자료를 활용함.

자료: OECD(2015). “Income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계산함.

□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2000년대 후반 노인가구 총소득 중에

서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에 그치고, 대신에 근로소득

의 비율은 63%에 이르고 있음(사적연금 등을 포함한 자본소득은 20.8%).

 ○ 부족한 노후 소득의 상당부분을 근로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함.

  - 다만 OECD 자료 해석에서는 아직까지 노인세대가 근로연령대 자녀와 함께 거

주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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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연금수급연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으나(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소득자일 확률이 높음), 우리의 경우에는 저소득

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59%, 근로소득은 24%, 

자본소득 17.1%임.

  - 「PAG 2011 」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전소득 15.2%, 근로 58.4%, 자본소득 

26.4%였음(OECD 평균은 21.4, 59.6 이전, 19.1% 자본소득이었음).

<그림3-7>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원(200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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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p.71.

□ OECD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할 때, 총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소득 불평등도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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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노인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중과 노인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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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노인 총소득 중 공적연금 비중과 노인 소득불평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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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OECD(2013), PAG, p.71.      2) OECD(2015). “Income distribution”

□ <그림3-10>은 공적 노령사회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데, 대체적으로 노령사회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그림3-10>의 좌하단에 있는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는 정액제(또는 보충연

금제도)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노령사회지출 자체의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GDP 대비 노령사회지출은 2011년 2.536%, 2012년에는 2.898% 수준이

었음(현금급여 기준. 각각 24.3조원, 28.5조원)

<그림3-10> 노령보호 지출과 노인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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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노령사회지출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노인빈곤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함. 

   2) 노령사회지출은 공적 제도 및 법정 민간제도의 현금 지출을 모두 포함하였음.

자료: 1) OECD(2015),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2) OECD(2015). “Inco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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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노령사회지출의 상당수 금액이 전체 노인이 아닌 특수직역 종사자를 위한 

연금지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

  - 2011년 기준으로 노령을 위한 사회지출 28.5조원 가운데 연금지출은 26.5조 원 

가량이며, 이중에서 국민연금 9.9조, 기초노령연금 4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

원연금 등으로 지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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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인소득의 적정성 진단

□ 우리나라의 노인가구 소득은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의 44.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균등화한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노인가구 98.96만 원, 비노인가구는 223.63만 

원 정도로 나타남(전체 평균 201.96만원) 

  - 이 때 노인가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1

인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로 정의함.

 ○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83.8%의 상대 소득수준을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임(<그림3-11> 참고).

<그림3-11>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비교(근로연령대 소득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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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2년 기준이나, 일부 국가는 예외로 함(일본은 2009년 자료임).

자료: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를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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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평균은 한국과 라트비아를 제외한 33개국 평균임.

  - 참고로 과거 OECD(2011:147)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이 전체인

구 집단 대비 66.7% 수준이라고 소개한 바 있음.

<표3-2> 유형별, 소득원천별 평균 소득(2015년 기준) (단위: 세, 명, 만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농어가 제외) 분석.

□ 빈곤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평균은 59.0만원, 비빈곤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 평균은 1,789.1만원 가량임.

 ○ 균등화한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빈곤기준선은 99.6만원임.

□ 공적연금은 빈곤 노인가구에 평균 8.91만원, 비빈곤 노인가구에 평균 

63.7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 공적연금 소득의 세부 범주를 확인할 수는 없음.

 ○ 빈곤한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65.8만 원 가량으로 나타나며, 이전소득

은 51.9만 원이었음. 빈곤노인가구는 평균 약 19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약 8.9만 원을 받고 있음.

  - 비빈곤한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217.8만 원 가량으로 나타나며, 이중

가구주
연령

가구
원수

경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
산
소
득

이전
소득

가처분
소득

균등화
가처분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빈곤

노인 75.3 1.3 690.0 81.0 81.8 7.8 519.3 89.1 190.6 658.1 580.2

비노인 52.6 2.2 1,038.2 523.7 167.7 10.0 336.8 60.9 43.7 946.9 638.6

전체 65.2 1.7 845.2 278.4 120.1 8.8 438.0 76.6 125.1 786.8 606.3

비빈
곤

노인 72.3 1.5 2,289.1 514.9 443.0 76.9 1,254.3 637.3 116.5 2,177.5 1,768.2

비노인 47.4 3.0 4,453.0 3,158.1 899.5 15.0 380.3 86.6 16.6 4,087.0 2,435.5

전체 49.3 2.9 4,289.9 2,958.9 865.1 19.7 446.2 128.1 24.2 3,943.1 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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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전소득이 약 125.4만 원이었음. 기초연금은 11.7만원, 공적연금은 63.7

만 원 가량을 받고 있음.

□ OECD는 2013년 『Pensions At a Glance』 보고서에서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분석하였음.

 ○ 이는 퇴직 소득의 적정성(retirement income adequacy)에 이들 세 자원의 영향

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음. 

  - 현재 이 세 자원을 고려하면, 노인의 객관적 삶의 질(living standard)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이와 같은 분석은 부자노인, 즉 근로세대보다 풍요로운 노인에게도 강력한 연금

제도가 필요한 가를 고민하면서 도출하게 된 것임.

  - OECD 각국의 연금제도가 직면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위기 하에서 연금급여 

수준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연금급여 수준이 적절한가

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음.

  - 즉, 적절성(adequacy)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급여 수준만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을 벗어나보자는 의도임.

 ○ 일부 OECD 국가에서는 노령지출도 높으면서, 노인의 자가보유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가 대표적임(<그림3-12>참고).

  - 만약 청·장년 세대의 자가보유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유추된 임대료(imputed 

rent)를 고려하면 노인의 삶의 질이 더 높을 수 있음. 이는 연금급여의 적정성 

문제에 세대간 분배의 공정성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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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OECD 국가의 연금지출 수준과 자가보유율

자료: OECD(2013), PAG, p.81.

□ 연금제도를 고려한 적정성의 분석에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원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 즉, 유추된 임대료 등이 노인의 삶의 질 고양에 활용된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주택소유가 모든 노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때 효과를 발휘함.

 ○ 주택소유가 불평등한 구조로 이뤄지게 되는 경우에, 부유한 노인이 주택을 소유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에는 귀속임대료를 계산하더라도 가난한 노인에

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유한 노인의 보충적 소득원으로서만 기능하고, 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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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노인에 대한 정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순자산은 3억 

1,257만원이며 이 중 순 실물자산의 값은 2억 7,448만원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인구의 순 실물자산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자산 규모 상으로 보면,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청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3-13> 세대별 자산보유 현황

주: 순 실물자산의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가구주연령계층별 가계재무건전성 자료 재구성.

 ○ 총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율은 노령세대주 가구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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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가구주 특성 및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2015년 기준)(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2015.12),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 2015.12.21.), p.9.

□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집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생애기간 축적한 재산의 불평등이 노후에 

오면서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임.

<그림3-14> 생애주기별 재산 불평등도

자료: 여유진 외(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p.122.

구     분 자 산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ㆍ월
세보증

금
구성비 부동산 기타

적립식 예치식 거주주택

전   체 34,246 9,087 6,740 3,844 2,411 2,346 25,159 73.5 23,345 13,179 1,815 

가
구
주

연
령
대
별

30세미만 8,998 5,523 2,288 1,744 479 3,235 3,475 38.6 2,840 2,416 635 

30~39세 24,007 9,206 5,010 3,346 1,366 4,196 14,801 61.7 13,166 9,349 1,635 

40~49세 33,175 10,190 7,139 4,707 1,899 3,051 22,985 69.3 21,022 12,787 1,963 

50~59세 42,229 11,235 9,278 5,255 3,227 1,956 30,995 73.4 28,482 14,839 2,513 

60세이상 36,042 6,502 5,537 2,330 2,891 965 29,540 82.0 28,259 15,081 1,28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133

 ○ 그러므로 노인 세대의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고양이라는 것은 제한된 집단에게

서만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는 세대내 불평등은 감소하고, 세대간 

불평등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여유진 외, 2015: 123).

 ○ 이러한 형태로 보충적 기능으로 역할이 제한되는 것은 사적연금 등 금융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즉,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노후 소득의 적정성 논의의 장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자원의 분포가 균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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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연금과 노후소득의 적정성

□ 한 국가의 노인빈곤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노인소득 중에서 공적연금

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 물론, 연금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또는 사업)를 하거나, 사적연금 등 자산

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금소득의 비중이 적을 수 있음.

  - 2000년대 중후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논의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후 소득원의 다양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적절한 노후소득원의 적정한 안배가 필요할 것임.

  - 다만,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은 이미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고려

해야 할 것임.

□ 여기에 노인집단 내에서 연금급여의 균등한 분포도 중요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불평등도는 제도적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액급여가 많을 경우, 연금가입의 범위(coverage)가 넓을 경우 급여수

준의 불평등도가 낮아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연금가입 범위가 집단에 따라 매우 차이가 컸기 때문임. 또한, 수급

자 내에서도 특례연금 등 급여차이가 발생함.

(201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수급자는 34.8%였음.)

  -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노령세대의 경우, 이미 근로활동 

기간에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한 재산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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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 과정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의 평균적인 가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임.

 ○ 다만, 최근 출생(1980~1993) 코호트에서는 약 29.32% ~ 29.61%의 소득대체율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현가로 보면 약 50.6천원~50.5천원 수준임), 약간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955년생의 경우에는 월평균 연금이 49.17만원으로 추정되어, 전체 세대별로 현

가 기준 평균연금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 즉,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기능할 수 있

는 바는 크지 않음.

<표3-4> 1952~1993년 출생자 전체 및 성별 소득대체율, 연금액, 수익비, 순이전액

(단위: %, 천원, 배, 만원, 2012년 현재가 기준)

자료: 우해봉·한정림(2014), p.421.

□ 지금까지 연금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

고, 일부는 실제 시행되었음.

 ○ 여성의 연금수급을 높이기 위한 가입기간 인정제도, 추납제도의 확대, 임의가입

의 허용 등은 모두 노후의 가계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임.

 ○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시점에서

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훼손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

 ○ 노후빈곤 감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재정소요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은, 



� �

공적연금 대토론회136

국민연금의 기능을 최소한 소득보장으로 설정하였기 때문 아닌가 생각됨.

□ 반대로 연금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논의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연금납부소득의 상한을 높여서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보장하자는 논의

도 진행한 바 있음.

  - 최고소득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약 50% 수준으로 유

지할 수 있는 소득상한액은 5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남.

<표3-5> 소득상한 변경에 따른 2016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추정

 ○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음.

  -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 하에서는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득 상

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총재정 소요폭은 더 큼.

소득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조정 전
조정 후

440만원 500만원 640만원

최저소득(조정 전 27만원) 100.0% 100.0% 100.0% 100.0%

100만원 62.4% 63.2% 64.6% 66.6%

A값 (조정 전1)) 41.0% 41.4% 42.0% 43.0%

A값 (조정 후2)) - 41.0% 41.0% 41.0%

300만원 34.5% 34.7% 35.2% 35.9%

최고소득(조정 전3)) 30.4% 31.0% 31.3% 31.8%

최고소득
(조정 후4))

본인소득 대비 - 30.2% 29.3% 27.7%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

45.0% 49.6% 60.0%

주 1) 조정 전 최고소득은 2015년 말 기준의 421만원, 조정 후 최고소득은 각각 440만원, 500만원, 

640만원임.

주 2)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5인 이상 사업자의 전산업 

평균임금을 임금상승률에 연동시켜 2015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2014년 전산업 평균임금은 

2,754천원임.

자료: 정해식, 한정림(발간 예정), “국민연금 납부소득상한 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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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에 수익비는 크지 않지만, 순이전액은 더 크기 때문

임.

□ 그러므로 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연금개혁의 장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임.

 ○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서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지를 만들어야 

함.

 ○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소득의 생애주기별 평탄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수치상으

로 확인되는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기능도 수행함.

  - 또한 ‘적절한 삶의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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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_토론� 1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토론문

김광수� /�국민의당�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간사

1. 서론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1999년 전 국민 대상 확대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

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함

○ 국민연금제도가 이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신

뢰를 주고 있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은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의 소득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실

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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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발제문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짐.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와 달리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제

도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연금의 적정성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

어지는데, 그러한 흐름을 잘 짚어내고 있음

2.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 = 낮은 공적연금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및 노인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임은 부정할 수 없음

[노인 빈곤율]

◦ 2013년 기준 49.6%(중위소득 50%기준). OECD 평균 4배, 압도적 1위.

◦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하더라도, 58.5%로 1위(OECD평균 22.5%).

◦ 2006년 43.9%에서 지속적 증가추세.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빈곤율
(%)

43.9 44.6 45.5 47 47.2 48.6 48.5 49.6

*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노인소득 불평등]

◦ 우리나라의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0(2013년 기준). 

  OECD 평균은 0.294

◦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국가 중 세 번째. 2008년 0.407에 비해 오히려 확대

 

○ 65세 이상 소득불평등(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멕시코, 칠레에 이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OECD 35개국 기준, 32개국의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노인빈곤율은 더욱 낮음. 즉, 노인빈곤 문제

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단순 반영한 결과라기보다 이에 대한 

사회제도적 노력의 차이(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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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공적 노령사회지출이 클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은 경향을 보

임.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2.3%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 평균 노인가구의 총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 반면, 근로소득은 63%를 차지하고 있음. 

즉, OECD국가 대부분의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인

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 가구는 공적연금이 부족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함

○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4%로, OECD 평균(11.8%)보다 약 

2.7배에 이르고 있음(특히, 노인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2.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

○ 또한 우리나라 법적 퇴직연령은 가장 이르지만(60세), 실제 퇴직은 가장 늦음(남

성 71.1년, 여성 69.8년).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84.1세, 여성 87.2세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을 통해 기대수명까지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함

○ OECD 국가들이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 역시 공적연금의 역할 때문임. 시장소

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국

가 대부분의 노인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임. 그러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가처

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세,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23개국 이상이 50%이상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

장소득 기준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 61.3%로 가처분소득 기준 49.6%에 비해 

11.7%p 낮은 감소효과를 보임

○ 노후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역시 아래 <그림3-15>에서 보듯이 매우 낮은 수준임

(0.5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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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 가구대상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효과 비교

*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사회공공연구원 2015 계산에서 재인용). 

○ 결국 한국사회 높은 노인빈곤률과 소득불평등은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3. 공적연금의 적정성

○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이라는 개념은 노후의 생활수준이 빈곤하지 않아야 한다는 

‘빈곤방지(poverty alleviation) 기능’과 경제활동연령 당시의 소득수준을 어느정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소득유지(income maintenance)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함

○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은 국가가 보장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필요한데, 한국은 기초연금 최고 20만원,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33만 7560원(2015

년 기준) 정도인데 과연 이 정도가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

문임

○ 소득유지라는 측면에서는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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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못하고 있는 것임

○ 연금급여수준만 놓고 봐도 적정성은 요원함. 그런데 본 발제문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자가보유율, 자산 등 재산이라는 측면까지 놓고 본다면 세대간, 세대내 불평등

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

의 국민들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노후생활을 꾸리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남. 

결국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려고 함. 이 문

제는 한국사회의 특성임

○ 현재 노인세대 내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결국 여성 등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국민연금에 포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들이 필요함

○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재정적으

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임. 이번 20대 국회에서 야3당

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4. 공적연금의 역할 : 노인빈곤 해소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까지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우리 사회

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나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서 보듯이 그동안은 보

험수리적인 재정안정화나 정부의 재정지출에만 초점을 맞춰왔음.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후 소득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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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 국민연금의 양육크레딧 도입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부담(300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

음

○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 뿐 아니라, 후세대의 노후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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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_토론� 2

토론문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실�실장



� �

공적연금 대토론회146

주제� 3_토론� 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토론문

김성욱� /�건양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발제문은 국민연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고, 이를 통

해 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된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기능할 수 있는 바가 커

짐에 따라 ‘미래의’(제도성숙 이후)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효할 수 있음

을 설명하고 있음

- 보험료율 인상 주장에 대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을 적정성 확보의 대안으로 생

각하는 것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험료율을 높일 것인가와 같은 해

결되지 않는 민감한 쟁점이 존재함.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보험료(인상)에 따른 효용의 감소가 

미래 연금액(증가)에 따른 효용증가를 상회하는 차입제약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을 높이며, 이에 따라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률이 감소하고 향후 연금소득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남는 유력한 대안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방법. 현

재 상황에서는 미가입 혹은 미납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크레딧 제도)과 출산율

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일 것임. 그러나 크레딧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를 규정

하고 합의해야 하는 제한을 수반.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효할 것임. 

물론 저출산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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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에 틀림없지만 국민연금 차원에서 저출산은 제도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문제임

- 사실 현시점에서 노인빈곤 해결과 연금적정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의문임. 

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 세대’의 미래노후소득보장이 일차 목적이므

로 지금 현 시점 노인빈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약함. 따라서 현 시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스웨덴)와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발제

문 상의 적정성 확보는 미래의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전략일 수는 있겠음 

- 발제문의 논리는 적정성을 높이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따라서 재원확보차원

에서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차입제약의 문제와 함께 향후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험료 인상이 타당한지는 확실하지 않

음. 현 급여산식대로라면 보험료 인상이 급여인상을 완전히 담보하지 않기 때문임. 

즉 가입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중요.

- 적정성은 질적인 측면.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규정할 것인지 여전히 모호. 이러한 

상태에서 급여인상과 직결되지 않는 보험료율 인상을 화두로 제시한 것은 결국 납

부유인을 저해한 채 제도의 연금재정의 기계적인 지속능력만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우려됨

- <그림3-4> 노인의 중위가처분소득과 중위시장소득의 증가율. 기초연금 전환(‘14

년) 이전인 2012년 이후 66세 이상 은퇴세대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격차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2014-15년 근로세대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노인 중위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2014년 기초연금의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

려움(사적이전, 여타 공공/민간 사회보장성 급여 등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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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_토론� 4

토론문

정호원� /� 보건복지부�연금정책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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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_발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제갈현숙� /�민주노총�정책연구원�원장

Ⅰ. 서론

“경제력이 전혀 없는 노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부각시킬 수단이 없다. 착취하는 사람

들의 관심사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 관계를 

끊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호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다.(시몬 드 보부아르, 『노년』중)”

경제력이 없고, 자산이 없는 노년을 상상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이 상대적으

로 짧았던 시절, 자본주의는 공적연금이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

해서 운영해 왔다. 노년은 생체적인 노화로부터 기인되기도 하지만, 노동력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정 시기 이후의 사람들을 퇴직시키면서 노인은 농경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무능력한 존재로 집단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집단의 규모가 일정 수준의 비

용으로 관리 가능해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길어지는 기대여명, 노동시

장의 불안정성 심화, 실질임금의 저성장, 청년 실업 및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와 맞물

리면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사회적 회의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노동구조와 공적연금 체계는 서로 조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40년 이상 매월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만 적어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공적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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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은 노동의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해고의 자유화, 실질임금의 삭감 등을 비정규직 고용형태 도입 및 확대를 통해서 공

적연금 보험료 납입의 안정성마저도 보장되지 않도록 변화되었다. 또한 공적연금기금

의 재정운용방식이 친금융적 정책(적립, 민영화)으로 전환되면서 공적연금 제도 운영

의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금융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유럽역시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몰락 위험에 직면한 중산층, 높은 교육을 갖

췄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 연금을 삭감당한 노인들이 일상화되었다. 대

다수 유럽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절대변수로 설정해서 ‘작은 유럽(긴

축재정)’을 강요해왔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요는 만성적으로 약자의 힘을 무시해 

왔다(Beck, 2012)21). 그러나 신자유주의 일련의 처방, 특히 긴축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우리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발 양적 완화정책은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두면서 최근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 대통령이나 의회의 주도로 실현되고 있다. 잠정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고,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935년 미국이 그랬

듯이 긴축정책과는 대조적인 방향으로 국가정책들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거의 대다수 복

지공약은 파기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취임 첫해, 공약에서 파기된 기초연금 법제정, 

이듬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 없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재정주의자인 경제학자 

문형표 박사를 복지부 장관에서(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뒤로 한 채) 국민연금공단 이사

장으로 임명하였다. 즉 정권의 공적연금에 대한 소신과 정책방향은 문형표씨를 통해 

상당히 추측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부자노인들까지 국가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과 급여액을 축소했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나 많이’ 받

고 있다는 선전을 앞세우며 국가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관철시켰다. 이

제 국민연금이 어떤 개혁 혹은 개악의 폭탄을 맞을 것인가? 또한 보편적 수당을 지

향했지만 공공부조인지, 수당인지 그 성격조차도 모호한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은 국민

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21) Ulrich Beck(2012). Das deutsche Europa. Neue Machtlandschaften im Zeichen der Krise. Berlin: Suhrkamp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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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노인 실태

- OECD “ Pensions at a glance 2015” : 노인빈곤율

 ○ 201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심각했음. 4년이 

지난 2015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1위로 2011년보다 0.9%p 높

아진 반면, OECD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12.6%로 0.4%p 축소됨. 한국의 노

인빈곤율은 증가했지만, OECD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감소했음.

<그림4-1> 2015년 OECD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

* 노인빈곤율: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의 비율

** 자료: 탁현우(2016). 『기초연금제도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쪽에서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재인용.

- 제5차 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22): 노후소득원천

 ○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약 26,242천원으로 60.5%를 차지하였으며, 금융소득 

약 480천원(1.5%), 부동산소득 약 1,003천원(2.7%), 공적이전소득 약 3,604천원

22) 송현주・이은영・임란・김호진. 2014.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 2013년도 국민노후보

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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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사적이전소득 약 1,621천원(11.3%), 기타소득 약 1,336천원(5.1%) 

 ○ 근로소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61%), 공적이전소득이 19%, 사적이전소

득 11%보다 무려 8%p 높음. 이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소득에서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사적이전소득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반영한 것임. 그 외 

금융/부동산/기타소득의 비율은 모두 합해도 9% 수준으로, 현재 한국사회 노인

들은 대다수 여전히 노동을 해야 하고, 미약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기대어 생활

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림4-2>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단위: %)

근로소득: 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 이자 등)

부동산소득: 집세, 토지임대료 등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은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국가에서 지급해 준 일체의 정기성 현금지원금, 산재 및 고용보험에서 받은 돈, 보훈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자 보호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 급여 등

사적이전소득: 용돈, 생활비, 교육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친척/친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이혼한 배우자간 별거수당 등

기타소득: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퇴직금, 공적연금/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시금,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사금, 복권당첨금, 주식의 매매차익, 부동산의 매매차익 등의 일시적 소득

- 중고령자 경제활동 상태: 전체 중 취업자 53%, 구직자 1.6%, 비경제활동인

구 45.4%.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취업자의 비중 70%, 여성 비경활자 

58%.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50대  취업자 72.5%, 구직자 2.0%, 비경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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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60대 취업자 48.1%, 구직자 1.7%, 비경활자 50.2%로 취업자와 구

직자 비중이 점차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중고령자의 소득원천 중 61%가 노동소득에서 기인하고, 중고령자 경제활동

은 남성 70%가 취업상태이며, 60대가되면서 50%미만으로 취업자가감소함.

즉 연령으로 볼 때, 60대는 고용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임. 여성과 60대 이상에게 공적연금

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근거가 됨.

<표4-1> 중고령자 경제활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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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도입배경

- 2007년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 내용 

 ○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60%에서 40%로 감액하면서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보장성 보완

을 전제로 국민연금 보장성 삭감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화라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퇴됨.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

유는 국민연금의 저급여 문제 때문. 평균소득가입자(186만원 기준)가 평균보다 

약간 길게 25년 가입하더라도 급여수준은 5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

음. 

 ○ 국민연금 40%와 기초연금 10%로 달성으로 공적연금을 통해 적어도 노후소득보

장의 소득대체율을 50% 달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실체. 현행 기초노령연금

에서는 2028년 모두가 20만원의 급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 그러나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A값 10%의 전면 적용이 무시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급여삭감 수

용

<표 4-2> 노인소득보장 관련 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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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법제화

- 2014년 기초연금 핵심 내용

 ○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나머지 30%는 대상

에서 제외

 ○ 노인 70%에 대한 급여는 2014년 기준 10~20만원으로 차등화

 ○ 기초연금 급여차등화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정부 기초연금 급여공식에서는 

소위 소득재분배 급여라고 규정한 a)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

금 급여액이 줄어듦

 ○ 부부 동시수급시 1인당 급여액 20% 감액 

 ○ 201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노인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

연금 감액을 받지 않고 급여 20만원을 모두 받음. 이로 인한 소득역전현상을 보

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가 30~40만원인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여 50만원을 채움 

 ○ 기초연금액(20만원이란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 국민연금급여 30만원 기준 등) 

산정 기준은 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니라 물가에 연동, 5년에 한 번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함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부가연금액

a: 수급자의 국민연금급여 중 소득재분배급여

기준연금액 : 현재 20만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 기준연금액 20만원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의 

10%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약 두 배로 올린 것으로 이

해됨. 정부 법안에서 소위 소득재분배 급여라고 명명된 a는 각 개인의 국민연금

액 중 ‘균등부분’의 액수를 의미함. 이는 전체 국민연금급여액에서 전가입자 평균 

연금값이 반영된 부분.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예, 

10년 가입자) 20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예, 40년 가입자) 

10만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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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액 산식의 문제

 ○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급여 중 소득재분배값 a와 역의 관계를 가짐. 최종

적인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준연금액 20만원에서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값 a를 

반영하여 삭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값을 통해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의 연계삭감이 이루어짐. 즉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값이 크면 기초연금 급여가 많이 삭감되고, 소득재분배 값이 적으면, 기초연금 

급여가 덜 삭감되는 원리임. 

 ○ 소득재분배값 a의 의미: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따라 총연금급여 중 a의 비중은 

소득계층 하위에 있을수록 커짐. a값은 절대액이므로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남.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값 a를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공적연금 전체 급여액에서 

재분배 요소의 반영률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함. 

 ○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의 보장성: 국민연금 저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조정 규정은 A값 대비 %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기준연금액이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실질가치가 저하되고, 국민연금급여 30만원 

기준 역시 고정되어 있게 되면 저연금 수급자에 대한 완전기초연금액 보장은 수 

년 후에는 유명무실하게 됨.

<그림4-3> 대상유형별 기초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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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시행(2014년 7월 1일)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23)인 노인가구가 대상이 됨.

- 2015년 12월 기준 지급대상의 93%(414만 명)에게 최대금액 지급. 국민연금 소득

이나 일정한 감액요건에 해당하는 노인(약 34만 명)은 2~18만원까지 감액된 금액 

지급. 부부(2인)의 경우 최대 32만 4,160원(단독노인의 100분의 160)으로 1인당 

16만 2,080원에 해당. 기초연금의 수급으로 같은 소득의 기초연금 비수급자에 비

해 높은 소득을 얻게 되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도 진행됨.

-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노인

의 생활안정. 2014년 현재 전체 노인 664만 명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232만 명(약 35%)에 불과. 국민연금 가입자 2,095.7만 명 중 상당수인 570.9만 

명이 납부예외자(457.1만 명), 장기체납자(113.8만 명)로 사각지대에 놓임([그림 

3]).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 중 소득 자료가 없는 사람 168만 명과 임의가입

자 22만 명은 잠재적 사각지대에 편입이 예상됨(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는 평균 

약 34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62만원)의 56% 수준에 그침). 

<그림4-4>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23) 2016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임. 한편, 2016년 3월 현재 기준급여액은 

단독수급의 경우 20만 2,600원이고, 부부수급의 경우 32만 4,16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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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재원

 ○ 전액 조세로 조달되고,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집행됨. 국비의 배분은 시도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이루

어짐. 국고기준 예산현황은 2015년 7조 5,824억 원, 2016년 3천억 원 정도 증

액된 7조 8,692억 원. 재정규모는  향후 5년 간 60.9조원 필요함. 2020년에는 1

년에 17.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기준 시도별 지방비 규모는 국고에서 5조 1,270억 원, 지방비는 1조 

7,186억 원 투입되어 총 6조 8,456억 원 지급. 국고 대비 지방비의 비중은 약 

33.5%에 해당. 총 수급자는 435만 명으로 경기도가 75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

울이 64만 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경향

 ○ 2014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중 80.5%가 기준지급액 

전액을 받았고, 19.5%는 감액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음.

 ○ 수급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2014년 10월)에서 전액 수급자 

비중이 91.8%라고 발표함.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

급하는 사람, 즉 소득이 선정기준액 미만(2016년 1월 기준: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임에도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액수

급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줌. 이러한 경향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음.

<표4-3> 2014년도 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액별 분포현황(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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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연금

1. 주요 문제제기

- 국민연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이지만 1998년 1차 국민연

금제도개혁부터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정안정화’가 부각되면서 

급여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하락되어옴. 또한 IMF 구조조정이후 유연화된 노동

시장 환경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순응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사각

지대 발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이래 마땅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함.

-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법인소득의 비율은 

1990년대와 지난 4년간을 비교해 보면 15.1%에서 25.8%로 10.7%p 상승한 반

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71.9%에서 60.7%로 11.2%p로 낮아짐. 즉 기업소득은 증

가해 온 반면 가계소득은 감소되었고, 이것은 임금비용을 축소해왔던 자본의 전략

이 반영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강력하게 억제되었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구조

에서 노동자들은 현재의 소득에서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

황임.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됐던 사회보험의 원리로부터 불안전한 노동시장 구

조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보완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국민연금은 40년(480개월) 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완전한 노령연금을 지급

받음. 이에 40년 기여를 기준으로 보장되는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제 가입자가 보

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급여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구분됨. 국

민연금 도입년도인 1988년의 명목소득대체율은 70%에서 시작됨.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연금기금 재정안정화’ 개혁에 따라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되

었고, 향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락하여 40%까지 축소될 예정임(2016년 

현재 46.5%). 그러나 실질소득대체율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

입기간을 20년으로 할 때 보장성은 소득대비 20%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용돈연

금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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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현황

1) 사각지대

- 2012년도 기준 적용사각지대: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는 현재 외형적으로 1,990만 

명(경활 인구 2,222만 명 대비 약 89.6%). 경제활동인구 대비 소득신고자(총가입

자에서 납부예외자를 제외)의 비율 즉, 가입률은 약 68.5%(1,524만 명/2,222만 

명) 수준. 그러나 보험료 납부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가입률은 63.5% 수준. 국민

연금 적용 대상 대비 보험료 납부 실가입률은 단 43.2% 수준임.

<그림4-5> 국민연금 사각지대 추정통계

 

- 2014년 기준(<표4-3>참고):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는 2012년보다 증가해서 2,095만 

명(경활인구 대비 91.6%). 경활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71.6%수준이고, 실

가입률은 66.7%수준으로 2012년 대비 가입수준이 증가함. 이중 보험료 납부자는 

적용대상 기준 46.2%, 장기체납자는 3.4%, 납부예외자는 13.9%임. 장기체납자가 

약간 증가함. 약 67%의 국민연금 실가입률은 유사 보험 제도를 가진 선진외국 및 

OECD 국가평균 83.6%에 비교 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

-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49.8%(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에서 

2013년 53.7%로 꾸준히 증가해옴.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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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4년까지 소득신고자가 더 많다가 2005년부터 납부예외자 규모가 더 커짐. 

2013년 말 기준 납부예외자 비중은 54.5%, 소득신고자 비중은 45.5%로 납부예

외자 규모가 소득신고자 규모를 상회함. 

- 급여사각지대: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결과, 국민연금수급률은 2030년 50.7%, 

2050년 78.8%로 추정. 해외사례의 경우 이미 2000년대에 100%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 40년 정도의 연금 성숙기간 이후 수급률은 90%이상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 시행 40년 시

점에서 37.6%, 제도 시행 60년 시점에서 65.5%.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수(천명)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노령 장애 유족 노령 장애 유족 계

2008 5,016 969       7    105 19.3 0.1 2.1 21.5

2010 5,357 1,214      10    153 22.7 0.2 2.9 25.8

2020 7,701   2,285       6    568 29.7 0.5 7.4 37.6

2030 11,811  4,687      81   1,213 39.7 0.7 10.3 50.7

2040 15,041   7,842    113   1,909 52.1 0.8 12.7 65.6

2050 16,156  10,196    120   2,428 63.1 0.7 15.0 78.8

2060 15,141  10,489    108   2,433 69.3 0.7 16.1 86.1

2070 13,264   9,624      92   2,169 72.6 0.7 16.4 89.7

2078 11,263   8,231  78   1,940 73.1 0.7 17.2 91.0

* 기본인구 가정. ** 수급자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임.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표4-4> 국민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전망                                    (단위: 천명, %)

- 사각지대에 대한 공단의 진단 및 대응: 소득파악 곤란, 저소득층의 보험료부담, 제

도불신, 제도인식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업장가입 

범위 확대, 보험료지원, CSA(노후설계서비스) 사업 등으로 지원해 옴. 그러나 이

제까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제도 제약과 행정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주력해 

옴. 반면 낮은 기여능력, 기여대비 낮은 급여,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했음. 특히 기여대비 낮은 급여의 경우 연금기금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

화 패러다임에 종속되면서 20년 이상 가입이 유지되더라도 실질 보장률 20% 머

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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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적정성

<그림4-6> 노령연금급여액

- 20년 이상 가입유지가 될 경우 평균 889,570원 예상. 순서대로 특례, 10~19년 사

이, 조기연금의 각각 평균급여액을 알 수 있음. 급액별을 볼 때, 20만원에서 40만

원 미만 구간이 43.8%, 20만원 미만 구간이 29.3%로 73%에 이름. 급여수준의 적

정성 수준은 여전히 낮고,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낮음.

<그림4-7> 급액별 급여수급자 현황(2016년 4월 기준)

- 수급연금액의 수준은 표준소득대체율은 평균가입기간 및 신고소득수준 등에 의해 

결정됨. 그러나 수급액 결정요소인 평균가입기간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불

리해졌기 때문에 향후 수령연금액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또한 ‘평균가

입기간’이 점차 상승하더라도 표준소득대체율의 감축스케줄에 따라 상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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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연도별 급여지급액 및 수급자 현황(2015년)

- OECD 34개국 표준소득대체율(45년 가입, 평균소득자)은 57.3%, 국민연금은 

42.1% 수준임. 평균가입기간이 2070년에 이르러야 25년에 도달하게 됨.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신고소득월액의 격차, 실제 근로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월

액(A값)의 편차 심화, 노동 유연화 결과 늦은 입직연령, 빠른 퇴직연령 등 노동시

장 구조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 수급액 향상을 위해 지금

까지 가입기간 확대 및 신고소득수준 상향조정 등을 노력(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사회보험료 지원)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종합평가

-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함.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

당한 한계를 보임

- 그러나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

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

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옴. 정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에 접근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

장이란 정책적 목적에 매우 수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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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안정화 담론이 공적연금에 미친 영향

□ 국민연금제도개혁과 1～3차 재정계산 변화 과정 요약

- 1998년 1차 제도개혁: 소득대체율 70→60% 인하, 연금 수급연령 2013년까지 60

세, 2033년까지 61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보험료율(9%)과 급여수준(60%) 유지 시 2036년에 수지

적자 발생, 2047년까지 기금 보유. 제1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

안(보험료율 15.9%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을 제출(‘03.10월)하였으나 무산

됨

- 2007년 2차 제도개혁: 소득대체율 60→40% 인하(2008년 60→50%로 인하,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하여 2028년에 40%에 도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법 개정(‘07.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2007년 제도개혁으로 2044년에 수지적자 발생, 기금보

유 시기는 2047년→2060년 13년 연장, 추가적인 재정안정화는 제3차 재정계산의 

과제로 넘김

- 2013년 3차 재정계산: 기금최대 2043년으로 2,465조원, 수지적자는 2044년, 기금

소진 2060년으로 2차와 동일한 결과, 대안가정 적용시 수지적자는 3년 연장한 

2047년, 기금소진은 4년 연장한 2064년.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 재정안정화 담론의 주요 내용

- 기금고갈의 절대성: 기금고갈이 갖는 의미와 연금재정 안정이 갖는 의미는 일치하

지 않음. 즉 단순히 기금고갈 시점이 아닌 국민연금 재정안정이 갖는 독립적 목표

와 이를 위한 제도 변화의 기준이 목표와 원칙하에 명확히 되어야 함. 이러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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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기금고갈, 기금소진이란 대전제 하에 급여수준

은 고려되지 않은 채 보장성이 축소되어 옴.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검토 요인

 ○ 적정한 급여수준: 노후 빈곤 예방에 적절한 수준의 급여수준 보장 및 유지  

 ○ 수용 가능한 부담수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수용 가능한 부담수준과 세대 간 형

평성 있는 부담의 분배구조  

 ○ 기금규모의 적정성: 운용가능하고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규모의 기금  

 ○ 급여지출 수준: 현재와 미래에 걸쳐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지출 규모 유지

⇒ 국민연금 재정목표 설정에서는 적정한 급여수준, 기금규모의 적정성, 국민의 

수용성 부분은 고려되지 않음. 그 결과 연금기금의 규모는 거대해졌지만,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보장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제까지 재정적 측면에서 급여율과 보험료율이 조정됐다면, 국민연금으로 보장되

어야할 소득대체율의 절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명목보장성과 실질보장성의 

갭을 축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보장되어야 할 소득수준 현실화

- 공공부조제도와 공적연금의 재구조화: 노년층의 다층소득보장에서 0층과 1층에 해

당하는 제도 조화. 노인빈곤율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공공부조의 대상과 기능, 

공적 연금의 대상과 기능을 실질적 의미의 소득보장 구조를 다층 화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함

- 국가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재정방안의 다각화 책임

□ 재정안정화의 대안 프레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재구성

- 모수적인 재정안정화 프레임의 주장처럼 연금기금의 소진을 곧바로 재정위기로 진

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근본적으로 연금재정의 문제는 사회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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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의 포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 그러므로 

연금재정의 문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 대두.

- 사회적 지속성의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관련 지표: 출산율, 고용률, 생산

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기반 약화에 따라 국민

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은 상당히 손상됨. 단순히 기금의 소진이 아닌, 이러한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연금재정의 위기론은 타당한 근거를 갖게 됨.

-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설정’: 첫째,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지금 당장 단기적으

로 효과 있는 조치보다도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필요, 둘째, 공

적연금의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안정화 방안 필요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은 제도 안팎에서 찾아야 함: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출산율,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등의 회복을 통해 연금

재정의 사회적 지속성 요소 강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 목표 설정과 재정안정화 조치: 재정안정 목표는 단기, 중기가 

아닌 장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강화하여 국민연금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함. 기금 성장기에는 과도한 적립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역설적인 불안정성 문제에 대응하

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 감소기에는 부과방식으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목표로 다양

한 재정안정화 조치 모색. 끝으로 제도 내적 대안 설정의 제약 요인으로서 국민연

금의 보장성 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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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 공공부조와 사회적 수당의 성격 분명히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재고, 기초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 기능 제고

 ○ 공통의 사회적 필요한 부족한 개입의 결핍 혹은 needs를 어떻게 연금제도 내에

서 조화시킬 것인가?

- 국민연금

 ○ 2017년도 재정재계산 및 제도발전위원회를 앞두고 있음. 보험료 인상만이 개혁

의 내용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화된 노동자들 간의 평등 및 소득재분배 제고

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즉각적이 노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적인 근원적인 처방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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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_토론�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토론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

1.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국민연금 고갈론 대두

○ 국민연금재정계산

 - 1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03년): 연기금 고갈시점 2045년으로 추정 

 - 2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08년): 연기금 고갈시점 2060년으로 추정

 - 3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3년): 연기금 고갈시점 2060년으로 추정

○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반응 

 -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을 

60%(40년 가입 기준)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추진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1988~1998년에는 소득대

체율이 70%였는데, 1999~2007년에는 60%로 낮춰짐. 또한, 2008년에 50%로 

하향조정 되었고, 2009년 이후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에 40%까지 내려

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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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시 정부는 ‘연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민이 연금고갈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또한 연기

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들이 자신이 낸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하

고 있음.

 - 전국경제인연합 설문조사(2011.7): 응답자의 50.8%가 ‘기금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응답

 - KBS 여론조사(2013.4):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 응답 

16.5%,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 83.5%

□ 국가지급보장 명기 필요 

○ 연기금의 대상 및 국가지급보장 명기 여부

 - 국민연금기금(전국민-無),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有), 군인연금기금(군인-有)

○ 국가지급보장 관련 국내외 입법례

<표4-5> 국가 책임 관련 국내 입법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

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

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

정균형 유지 ) ①이 법에 따른 급여 수

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

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

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

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

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

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

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

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

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

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

제39조의

2(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

에 소요되

는 비용을 

기여금 ‧부
담 금 으 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부족한 금

액을 국가

에서 부담

한다.  

 

제53조의7(국

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

도적인 사유

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

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

가 그 부족액

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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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국가 책임 관련 해외 입법례

○ 국가지급보장 지급 명기 진행 경과

 - ’12. 7 : 국가 지급보장 명기 국민연금법 대표발의(남인순)

 - ’12. 9~ ’13. 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논의(법안소위 4회)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

 - ’13. 4~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논의(제2소위 2회)

복지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변경됨. 

<표4-7> 2013년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개정안 논의과정에서의 변경내용

국민연금법(현행-법사위 수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기 발의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
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

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

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 ⑧ (생  략)

독일 일본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족분을 정부에
서 보조하며, 필요 이상 지급된 부분은 반환하도록 규정
함.

기초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
상 재원의 2분의 1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
정을 두고 있음. 국고부담률은 원래 3분의 1
이었으나, 재정 악화로 ’09년 법 개정을 통해 
2분의 1로 인상함.

사회법전 제6편 공적연금보험규정
제214조(유동성 보장)
1. 노동자와 직원연금보험이 지급의무를 수행하는데 책임
준비금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방은 노동자와 직
원연금공단에 부족한 만큼의 유동성보조를 수행한다(연방
보증). 
2. 연방에 의하여 유동성보조가 수행된 자금은 당해연도
에 지급의무를 이행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때
에는 그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만큼 늦어도 지급이 이루
어진 다음연도의 12월 31일까지 반환되어야 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법
제85조(국고부담) ① 국고는 매년도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에 열거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1. 당해 연도의 기초연금의 급여에 소요되
는 비용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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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2. 19: 국민연금법 개정안(법사위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지급보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및 OECD 국가 사례 

 -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면 국민연금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어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명기할 수 없음. 

 - OECD 가입국 중 국민연금을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사례는 없음. 

 - OECD 가입국들은 가입자 집단의 다양성으로 변수추정의 불확실성이 커 장래 

연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곤란하여 국가회계기준 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

지 못하므로 국민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임.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 연기금 고갈로 인하여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내용을 명기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발의(남

인순 의원 대표발의) 및 국회 통과 

2)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사각지대 분과 논의 내용)

○ 성년축하 및 취업장려 연금보험료 지원

 - 만 20세(성년축하) 및 만 30세(취업장려)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청

년에게 보험료(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24,300원)을 3개월간 정부에서 납부 및 

국민연금제도 홍보문건 배포, 년 520억 필요.

 -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남인순),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 청년취업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18~34세 청년을 대상으

로 국민연금 지원(두루누리: 신규 60%, 기존 40%) 시 청년은 최대 70~80%가 

되도록 지원(두루누리에 10~20%p 추가지원), 년 289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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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 사항

○ 청년창업 크레딧

 - 10인 미만 사업장의 18~34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된 

경우 20%p 추가 지원, 년 82억원 필요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 사항

○ 청년구직보험료 지원

 - 연금가입이 없는 청년(27~29세) 실업자에 대하여 A값의 50% 소득인정액 기준 

보험료 전액 최대 11개월간 국고지원. 

 -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사항

○ 군복무 크레딧 확대 

 -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22개월로 확대 

3) 여성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사각지대 분과 논의 내용)

○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첫째아부터 지원

* 현재 2째아 12개월, 3째아 30개월, 4째아 48개월, 5째아 이상 50개월 지원

 - 출산과 양육은 세대간 계약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이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인구의 재

생산을 위한 개별 가정의 기여와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를 제도의 내용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출산크레딧 제도는 아이를 2명 이상 출산 할 경우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균분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8월 현재 364명(여성 3명, 남성 361명)에게 월 1,196만원 지급(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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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 외국의 경우 출산크레딧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양육크레딧(childcare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 제고의 관점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노동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

를 강조하는 것임.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모두 첫째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 중임. 

 -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남인

순 의원(아이당 12개월), 박광온 의원(아이당 36개월) 대표발의). 

○ 출산축하 보험료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인 여성에게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1~3개월의 보험료 지원(개

월수 미정)

4)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사각지대 분과 논의 내용)

○ EITC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일용근로자, 사업자) 중 EITC 수급자로서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50% 지원

* 점증구간: 연소득 600만원(단독가구), 900만원(홑벌이 가구), 1,000만원(맞벌이

가구) 미만 가구 / EITC 수급가구 중 약 50%

 -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사항, 년 426억 원 필요.

○ 영세자영업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지원

 - 영세자영업주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 확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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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 기초연금제도 개선

 - 기초연금액 인상: A값의 10% → 15% → 20%

 -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70% → 80% → 100%

 -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 연계 폐지

 -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A값 상승률로 변경 

 - 부부감액(20% 감액) 폐지

 - 기초연금법 개정안(남인순·오제세·전혜숙 의원) 국회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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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_토론� 2

토론문

남찬섭� /�동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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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_토론� 3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가

서한기� /� 연합뉴스�사회부�기자

▲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인구 절

벽에 유입될 자금이 없어 보이니까...

▲ 국민연금을 지금 30~40대가 20~30년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을까? 노령자는 늘

고 국민연금 보험료 낼 세대는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하는 게 주식투자인데 주식

투자로 수익 잘 내고 있나? 5년 동안 코스피 2000대 박스피인디??? 아무리 생각

해도 그냥 세금이다 세금... 혜택 보는 사람들은 일부이고 말여...

▲ 20~30년 뒤 받을수 있다? 없다?는 아무도 모른다..

▲ 자~... 헷갈리지들 마시고~... 잘 기억해 두삼 ~ 국민연금 내는 돈 ~ 내 계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님. ~.. 지금 내는 건... 현재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 앞으

로 우리들이 받을껀 ~... 향후 젊은이들이 내게 될 것임 ~.. 근데 ㅋㅋㅋ 저출산

에 ~ 저성장에 ㅋㅋㅋ... 머... 우찌 될 지.. 찍어먹어 봐야 알 수 잇음 ? ㅋㅋㅋ

ㅋ

▲ 풋...최초 설계 자체가 허황된 설계지~본인이 낸 액수로 발생 가능한 수익 + 원

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다음세대 삥뜯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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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노후를 개인이 지금 힘들어도 무조건 돈 쪼개서 연금

을 부어서 니 노후는 니가 책임지라는 정책. 사람들이 잘 안내니까 법적으로 의

무화시켰고, 급할 때 다 빼버리니까 법적으로 연금 개시일까지 돈을 찾지 못하도

록 만들었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내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납을 하면 

연체료 물게 하고 체납우편물 보내고 난리법석 괴롭힘. 이 게 무슨 정책인지 도

무지 이해가 안됨.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할 법한 정책임. 돈많은 사람은 연금 안내

도 노후 걱정 없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니 노후 지금 준비하라 해서, 지금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 거기에다 연금액수도 지들 멋대로 조정.

국민연금 관련 기사에 붙는 댓글들입니다. 일반 대중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거칠게 표현됐지만,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들을 압축적으

로 드러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래 지급불능 사태 벌

어질지 모른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등 투자실적도 신통찮다. 그런데도 국

가는 연금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한다며 국민동의도 없이 지

급할 연금액수를 줄이고 수급연령을 뒤로 늦췄다. 국가가 미래 받을지도 불확실한 국

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를 강제로 거두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국

가가 거대한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연

금이 맞닥뜨린 냉엄한 현실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국민의 인식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합계출산율이 1%대에 그치면서 우려했던 가입

자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16~2020)' 연구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늘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 2천177만 명에서 

내년에는 2천167만 명으로 줄고 2020년 2천122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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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올해 6.1%에서, 2017년 3.0%에 이어 

2018년 2.81%, 2019년 2.89%, 2020년 2.84% 등으로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급격한 고령화에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해가 갈수록 무르익으

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6년 423만3천명(16조9천174억 

원), 2017년 447만8천명(18조5천795억 원), 2018년 456만5천800명(19조9천774억 

원), 2019년 487만4천명(21조8천754억 원), 2020년 522만6천700명(24조9천137억 

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금 수급률은 36.4%에 불과하지만,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65.1%, 

2050년 80.6% 등으로 증가해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본 2060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1천762만2천 명 중 1천608만7천명

(91.3%)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고갈 시점에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꼴로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연금기금투자의 수익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2015년 수익률은 4.57%

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해외의 다른 주요 연기금보다는 

선방했습니다. 그렇지만, 1988년 이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6.01%에 못 미칩니

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향후 5년간 중기자산배분(2017~2021)에서 당분간 목표수익

률을 연 5%로 정했습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때 목표로 잡고 기금고갈 

시점을 추산하는데 반영했던 연평균 수익률 6%보다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수익금)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연금)은 

불어나는 구조에서 과연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입

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이제 겨우 28년, 30년이 채 안 되는 이때 벌써부터 

국민연금 주위에 드리운 불안의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해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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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깊고 외부환경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매듭을 

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식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단순화해서 분석해보면, 문제의 근원은 거시적으로는 

성장의 정체와 한계, 비정규직 양상,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의 악화와 일자리 불안, 

이로 말미암은 결혼기피, 만혼에 따른 저출산 심화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 편입 인구

가 감소하면서 제도 기반이 약화, 붕괴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구조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들은 현재 문제해결의 의지 자체가 

없거나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과 관료는 무능과 무책임, 비전 없는 리더십

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무력감

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어로 자리 잡은 ‘헬조선’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

담한 현실입니다. 

발제자(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의 제안처럼, 출산율, 경제활동참여율, 고용

률 제고 등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성을 뒷받침하며,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담수준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

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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