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기존의 퇴

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도입된 준공적연금제도이다.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68조 원 수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양

적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산운

용수익률은 기타 기금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약 

7.6%), 주택도시기금(약 4.4%), 사학연금(약 9.2%), 공무원연금(약 7.3%), 산재기금(약 

5.8%) 등과 비교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88%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저조한 자산운용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상품 일변도의 보수적 

자산운용에 기인한다.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중 88.1%가 원리금보장형상

품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제도 유형의 구분 없이 DB형, DC형 모두 원리금보장형상품

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수익률은 

1.49%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65%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용

의 비합리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최근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금융감독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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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째로 DC형의 경우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다음으로 DB형의 경우는 부채연계투자전략(Liability Driven Investing Strategy: 

LDI)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방안은 일찍이 영국, 미국 등에

서 이미 도입되어 그 효율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적용상의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방법론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제도유형별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개별 가입자들이 원리금보

장형상품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을 투자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DC형 퇴직

연금제도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자산배분 한계점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LDI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LDI 관련 리스크를 살펴보고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연령

별 DB 가입자들의 최적자산배분을 수치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제언을 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다. 제3장에서는 LDI 전략의 철학 및 방법론을 살펴보고 모형을 통해 최적자산배

분을 산출함으로써 국내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배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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