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퇴 직연금 회계 이해의 기초

1. 퇴직 연금 제 (Retirement Pension Plan)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기업1)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사적 연금제도로서 기업이 퇴직한 근로

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고용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퇴

직 후에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arrangement)을 의미하는 것

이다. 역사적으로 기존의 근로보상 및 임금후불 성격의 정년 퇴직일

시금 등은 경영주와의 분리계정·사외적립과 사전적립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

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제도의 불완전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분리계정, 사외적립 및 사전적립을 정착시키

고, 세제우대조치로 기업의 연금기금(pension fund) 설립 활성화와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기하여 공적 연금을 보완하려는 프로그램

(quasi-social security program)으로서 출현한 것이다2).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일시금제도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퇴직후

노후보장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3). 최근의 경기불황은 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1) 기금갹출자(sp on sor) 또는 고용주(em p loyer)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이나 여기서는 기업 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부록Ⅴ] 연금참여자 , 기

금갹출자 참조.
2) 성주호·김진억(1998), p p .4-10.
3) 1994∼1996의 3년간 상장기업(996개사)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의하

면,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부족분

은 평균 5억6천만원, 최대 253억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고려는 1990년 퇴직급여충당금조항이 신설

되면서 적립부족분을 10년이내 기간에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둔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성빈(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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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8월 퇴직금 변제가 담보채무 변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헌법

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퇴직일시금제의 수급권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법

리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4) .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노동을 빌려주고 임

금을 후불로 받기로 한 근로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와는 상관없는 퇴직급부

수급권의 보장, 기업에 대한 퇴직금 연계대출의 금지, 대출금 상계

처리 금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존의 퇴직일시금

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

어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연금제의 설립과 운영은

관련법령과 법인세, 소득세 및 상속세 등 관련세제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본 정보는 기업과

연금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제도의

도입은 관련법령 및 세제와 회계제도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회계(이하 연금회계)에 초점을 맞

춰 우리나라보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 온 美國에서는 퇴직

연금에 가입한 기업들이 어떤 연금회계기준의 준수를 요구받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

4) 담보채권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매겨진다.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까닭이다. 한편 퇴직금은 후불임금이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

가 퇴직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에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채권자의

담보채권에 대하여 지급불능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흠결이 있다. 김학은

(1998).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점은 퇴직연금회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하나이다. 제Ⅱ장의 회계기준의 기본가정 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퇴직금제의 제도적 변천에 대한 요약자료는

제일화재의 기업연금사이트(h ttp :/ / w w w .hitel.n et/ ~w ien 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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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금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연금기금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장에서는 연금제의 발전과정과 이에 수

반한 제도의 정비, 퇴직연금의 특성 등 연금회계를 이해하는데 필

요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 볼 것이다 . 제Ⅱ장에서는 연금회계

기준의 변천과 연금형태별 회계처리를 간략하게 본 다음, 제Ⅲ장

과 제Ⅳ장에서 기업과 연금기금에 적용되는 연금회계기준의 설정

배경, 미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분석 등 핵심내

용들을 다룰 것이다 . 또한 제Ⅰ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연금회계

와 관련된 제도 및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다룸으

로써 연금회계 전반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짓고

자 한다 .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번 연구에 있어서 다루지 못

했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

2. 퇴직 연금 의 성 장과 관련 제도 의 정 비

가. 연금기금의 성장

미국의 근로자급부연구소(Employment Benefit Research Institute)의

자료에 의하면5), 미국에서 최초로 나타난 연금기금은 사망한 목사들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1759년에 출현한 것이었지만, 공식적인 기업연금이

탄생한 것은 이 보다 한 세기가 지난 1875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Company) 의 연금제였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주로 은행, 철도, 공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약 400개의 연금제가 설립되

었다. 194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쳐 1992년 사적 연금제는

5) http :/ / w w w .ebri.org/ fu n d am en tals/ ch p t04.h 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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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00개에 달하였고, 가입자는 4,500만명이 넘는다. 기업연금을 포함

한 미국의 사적 연금기금의 자산도 1980년 6,713억달러에서 1994년에

는 3조 2,30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인들의 개인금융자산에서 연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기준으로 33.1%에 달하고 있다6) .

나. 세제의 정비: 세제적격 연금기금(qualified pension plans)

한편, 연금기금의 성장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부문에서도 지속

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1921년 세수입법(Revenue Act of 1921)에

서 공식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주식

보너스제(stock bonus)와 이윤분배제도(profit-sharing plans)의 이자소

득을 현행 과세에서 면제해주고,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연시켜 준 것이다. 이후 1928년에 연금의 당기 필요 적

립액을 초과하는 기업의 적립부분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었고, 1938년

에는 기업이 신탁한 기금을 임의로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irrevocable)

조치를 취하였다. 1942년에는 연금기금의 갹출금과 급부액 및 보장에

있어서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금운영을 금지하는 무차별 규정

(nondiscriminatory rules)을 두었다. 1954년에 들어와 이들 조항들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하여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

의 연금기금의 세제적격요건(tax qualified requirements)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법령을 형성하게 되었다7).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기금에 납입하는

갹출금을 세금계산시 공제받게 되고, 근로자들은 향후 연금을 지급받

을 때에야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사이의 갹출금의 투자로 인

6) Kieso & Weygan dt(1998), p 1092., Josei Ito(1998), p 305. EBRI의 미국의

연금관련 통계는 제Ⅳ장의 [부록Ⅳ-4] 참조.
7) h ttp :/ / w w w .ebri.org/ fu n d am en tals/ ch p t04.h 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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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에는 면세혜택을 준다. 현재 이러한 세제우대는 1974년에 제정

된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이하 ERISA)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IRC와 ERISA에 근거하여 재무부(국세청)

와 노동부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세제적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금기금들도 퇴직급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적격 연금기금들에 대

한 규제는 세법이 아니라 신탁법(trust law)에 의하여 아루어지고 있

다8).

다. 연금기금과 감독

연금기금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금기금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에 대하여도 주목하게 되었다. 연금기금이 퇴직급부의 축적과 그

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환경기반

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기관투자

가들에 대한 분석자료에 의하면,9) 1995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중

45%가 보험사와 연금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의 투자활동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투자환경 기반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 초점이 수량중심의 감독(quantitative restrictions)보다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투자원칙(prudent man investment rule)10)을 중시하

는 감독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1]은 감독

8) http :/ / w w w .ebri.org/ fu n d am en tals/ ch p t04.h tm .
9) OECD (1998), p p .53-66 참조.
10) 선관주의(p ru d ent-m an ru le)란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져야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탁인(fidu ciary)은 신중한 사람에게서 기

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분야에 대한 전

문지식과 재량권을 가지고 수탁받은 자본으로 적절한 소득을 창출, 유

지하고, 투기적인 투자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J. P . Friedm 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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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른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며, 보다 장기간에 걸친 분

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제Ⅳ장 4절 참조).

[표1]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방식과 기금운용 수익률

감독방식 국가 1984-1993 수익률 1984-1996 수익률

수량규제

벨기에

덴마크

독 일

일 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8.8%

6.3%

7.2%

6.5%

7.7%

8.1%

4.4%

9.0%

6.0%

-

8.0%

-

-

4.0%

선관주의

아일랜드

영 국

미 국

10.3%

10.2%

9.7%

11.0%

10.0%

9.0%

수량규제

선관주의

6.9%

9.5%

5.2%

9.5%

자료: OECD(1998), p .60.

라. 퇴직연금의 회계·감사기준

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

가 연금회계 및 감사 기준이다.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건전한 회계기준

과 관행에 근거하고 있을 때만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U.S. GAAP)은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에게 재무회계기준서 제87호, 제88호(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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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 o.87, N o.88; 이하

SFAS 87, SFAS 88)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

고, 해당 연금기금에게는 SFAS 35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ERISA와 IRC에서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

금기금은 그 규모에 따라 매년, 혹은 3년에 2회는 국세청(IRS)과 노

동부(DOL), 연방급부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이하 PBGC)에 독립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연차보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 연금 제의 형태 와 기 금의 분리 운영

가. 연금자산의 분리

퇴직기금의 사전적립, 경영주와의 분리 필요성에서 나타난 연금

제에서 자산의 분리(segregation of assets from employer' s accounts)는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즉, 기금(연금자산)은

기업과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만일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

별한 보장(sp ecific gu arantees)11)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

리된 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irrevocable p ension tru st). 이는 기업이 임의로 기금을 환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연

금기금의 독립성이 퇴직연금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11) 장부상 연금계정의 설정(book reserve)을 통해 기업연금제의 시행을 허

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런 유형의 연금제가 전체연금제의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독일은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연금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미국의 PBGC와 유사한 정부기관인 PSVaG에서 지급

불능위험보험(in solvency in su ran ce)을 강제하고 있다. OECD (1998),
p p .103-108, 성주호·김진억(1998), p p .23-24, 성주호(199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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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연금참가자인 기업과 근로자 및 연금기금 또는 그 기

금의 수탁자인 보험회사·신탁회사간의 자금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연금기금은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지만, 많은 경우 기금의 운

용을 보험회사 등에 위탁하거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상품 등을 구

입하여 기금적립을 대체하기도 한다12).

[그림1] 연금참가자들간의 자금흐름

따라서 기금의 운용측면 등에서 [그림1]의 연금기금과 보험회사를

점선 안의 하나의 주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RISA에 의하면, 기

업의 퇴직연금제 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를 운

용하려면 ERISA에서 정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3).

12) 후자의 경우처럼 기업의 연금제가 보험회사 단체보험계약의 일부라는

것은 기업이 모든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을 의미하며, 보험감

독규정에 따른 보장(gu arantees)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제는 보

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그 지급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

는 것이므로, PBGC 등의 연급급부보장 대상이 아니며, 기업의 파산

시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기금수탁자로서 연금기

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기금을 보험회사 자체 계정(책임준비금)내
에서 운영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분리자산(분리계정)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험회사의 역할은 그 기금의 행정, 계리 및 재무관리에

국한된다. O ECD (1998), p .74 . 위의 내용은 다음에 논의 될 연금기금

과 기금수탁기관인 보험사의 차이, 급부할당 기금적립, 연금보험상품

의 연금기금의 자산·부채에서의 제외 등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는 기

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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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연금의 형태: 급부수준의 사전확정 여부14)

퇴직연금의 급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의하면, 확정갹출형 연금

제(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이하 DC)와 확정급부형 연금제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이하 DB)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연

금참여자에 대한 급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급부수준이 사

전에 확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는

사전에 급부액을 정하지 않는 반면, 확정급부형 연금제(DB)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기업이 납

입하여야 할 갹출액은 급부재원의 축적 정도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이 연금기금에 내는 갹

출액의 규모는 근로자의 연령, 근무년수, 급여수준 및 기업의 이익

등을 고려한 산출공식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진다. 확정갹출형 연

금제도의 특징은 기업이 납입하는 갹출액만이 확정되어 있지만, 근

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는 유동적이다. 반면, 확정급부형 연금제

(DB)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부를 사전에 확정한 형태로서 근무

년수와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향후에 받을 일정 급부에 대응되도록

갹출액을 결정하므로 갹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다. 연금형태에 따른 기업과 연금기금의 관계

확정갹출형 연금제(DC)의 경우 연금기금은 독립적인 제3의 수탁

기관으로서 연금가입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소유·관리한

13) 이 장의 제3절 ERISA와 PBGC 참조.
14) 퇴직연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는 연금회계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금급부설계에 따른 분류인 확정급부형

(DB)과 확정갹출형(DC)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며, 두 유형 모두

연금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을 전액 기업이 부담하는 비갹출형

(n oncontr ibu tory) 연금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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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 연금자산은 기업과는 명확히 분리되어 연금기금이 투

자와 급부의 지급을 관장한다. 그러나 확정급부형(DB)에서 연금기금

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시 그들에 대한 채무를 충

당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되도록 연금자산을 관리·투자하는데

있다. 따라서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은 형식적으로는 기업과 별개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in substance) 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가

企業에게 속하는 것이다. 결국 적립하여야 할 연금자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및 적립기준을 초과한 자산의 초과부분 모두 기업의 몫

이 된다.

[표2] 퇴직연금 형태별 勞·使의 연금제 선호도

연금 선호도 항목 기업 근로자

1. 갹출금의 안정성(stability)

2. 기금의 지급능력 보장성

3. 노·사간 제도에 대한 이해도

4. 운영상 간편성(simplicity)

5. 급부수준의 변동성 및 이관성

(portability)

6. 갹출금수준의 신축성

7. 노후소득보장의 적합성

8. 기금투자의 적합성

9.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10. 재정방식의 필요성

11. 경기의 장기적 호황(불황)예상

DC

DC

DC

DC

DC

DB

DB

DB

DB

DB

DB(DC)

DC

DC

DC

DC

DC

DB

DB

DC

DB

DB

DC(DB)

자료: 성주호·김진억(199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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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확정갹출형 연금기금의 수혜자가 근로자라면, 확정급부

형 연금기금의 수혜자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연금형태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

나기도 한다. 확정갹출형 연금의 경우에는 기금변동 위험을 떠안게

되는 勤勞者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기금변동에 상관없

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급부를 지급하는 확정급부형 연금에서는

기금의 변동에 대해 企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기업은

경기불황기일수록 연금기금의 변동위험을 기업이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확정갹출형 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5).

[표2]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확정급부형 연금과 확정갹출형 연금

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확정급부형(DB)은 지급할 급부액

을 사전에 정해 놓는 특성에서 연유하는 불확실한 미래변수들로 인

하여 그 계리적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확

정갹출형(DC)보다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의 선호도 항목 1∼5에 대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보다 간편한 확정갹출형(DC)을 선호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사간 공동갹출 (contributory)형태 등을

포함한 연금제에 대해서는 갹출금 수준의 신축성, 노후소득보장의

적합성 등의 항목에서는 확정급부형(DB)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선호도 항목 8

과 11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반응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15) 미국 연금기금의 형태별(DB, DC) 선호도 변화에 따른 기금의 수 및

기금가입자 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는 본문의 [부록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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