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 연 금기금 회계 105)

1. 연금 기금 에 대 한 회 계기 준 : SFAS 35106)

가. SFAS 35의 제정과 재무제표 포함정보의 명시

ERISA가 회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당시에는 연금

기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FASB는 가능한 한 빠

른 시일 내에 연금기금에 대한 일단의 회계기준들을 개발하기 위해

제Ⅱ장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를 통해 1980년 3월에 SFAS 35, 확정

급부형 연금기금(DB)의 회계·보고기준 을 공표하고, 1980년 12월 15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확정급부형 연금

기금이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을

받으려면 SFAS 35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SFAS 35에 일

치하는 정보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양식 5500 의 명세서 B의 관련항

목에도 사용된다.

SFAS 35에서는 연금기금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107)를 포함하도록

105) 이 장의 내용은 Don McGill, et al.(1996), p p .621-625의 "Accou ntin g
for the p lan "의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106) SFAS 35는 현존 확정급부형연금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

외한 ERIS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금 및 세법상의 비적격연금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SFAS 59와 SFAS 75로 인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연금에 대해서는 SFAS 35의 시행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는 정

부회계기준위원회(GASB)가 이들 연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SFAS 35는 청산될 연금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갹출형 연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 on McGill,
et al.(1996), p .623, 각주8. 참조. 한편 SFAS 35 이후에 공표된 SFAS
87, "기업연금회계"에서도 연금기금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SFAS 35
를 따름을 정하고 있다. SFAS 87, p ara .8.

107) 여기에는 연금기금의 회계년도말 현재 순자산, 순자산의 변동, 누적급부

의 현재가치, 연금제의 수정, 연금기금간 합병·분사(p lan merger or
spin-off)와 같은 요소들과 누적급부의 현재가치 산출에 있어서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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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계기간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연금급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회계기간 개시일이 정해지면 재무제표에는 그

날의 순자산가치(추가적으로 기말 현재의 순자산)와 2개 회계연도간의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연금기금은 자산을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에는 갹출액이 공식적인 이행계약서나 법적·계약상 요건

에 따라 납입되어야 할 것이라면 보고일 현재의 미수갹출액

(contributions receivable)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자산은 공정가액(fair

value)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공정가액이란 기본적으로 ERISA에

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가치(current value, 즉 시장가치)와 같은 의미

이다. 일부 또는 모든 참가자에게 연금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한

연금보험상품에 대하여는 그 가치를 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 모두에서

제외한다. 연금관리를 위한 연금기금 소유의 건물, 비품 등의 운영자산

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로 기록한다.

나. 누적급부기준 및 공시사항

SFAS 35를 공표하면서 FASB는 발생연금급부를 해당 연금기금의

급부산출공식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통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즉, 누적연금급부 기준으로 급부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미래급여의 변

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누적급부는 연금이 지속되리라는 가정하

에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급부를 지급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기금의 감소 상황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가치는 현실적인 이자율 가정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나타난다. SFAS 35에 의하면, 투자수익의 예정율은 연금지

급이 이연(deferred; 후불)되는 기간동안의 예상수익율을 반영하여야

초의 변화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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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수익은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형에 따라 현실적

으로 성취 가능한 수익 및 연금기금의 투자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적립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미래급여반영급부의 이연기

간 보다 이미 발생한 급부(benefits already accrued)의 평균 이연기간

이 짧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적립의 목적보

다는 SFAS 35의 목적에 맞는 보다 높은 이자율 가정을 사용하는 연금

기금들이 많다108).

SFAS 35에서는 누적급부의 현재가치를 지급상태별 급부(benefits

in paym ent status), 기타 연금수급권 획득자의 급부(other vested

benefits)와 연금수급권 미획득자(nonvested benefits)의 급부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 근로자들에 대한 누

적 갹출액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확정급부형 연금의

제양식에 누적급부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계리적

방식과 계산기초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화를 기술하도

록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연금의 합의사항에 대한 일반적 기술 뿐만 아니라 기

금적립정책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시하여야 할 기

타 항목들도 열거하고 있다. SFAS 35에서의 금액들은 기타 다른 목적

으로 산출된 가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자산평가규칙

들에 연유한 것으로서 특히 양식 5500의 대차대조표나 명세서 B의 기

금적립에 쓰이는 가치와는 상당히 다르다.

2. ERISA에 따른 연금 기금 의 연 차보 고서 제출

108) 뉴욕주 보험법에서 단체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는 것(뉴욕주보험법 제4217조, 제4606조; 1979년 이후 계약이

체결된 단체연금의 경우 5%)도 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장의 제4절 참조.

- 89 -



ERISA와 내국세법(IRC)에서는 기업 또는 연금기금이 연금제에 관

한 서류를 노동부(DOL), 연금급부보장공사(PBGC), 국세청(IRS)에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감독기관들은 공통의 연차보고

서 양식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양식 5500 이다. 양식 5500이 IRS에

제출되면 IRS는 그 사본을 DOL에, 내용중 특정 추출자료를 PBGC

에 제공한다109). 약식인 5500-C는 연금가입자가 100인 미만인 연금

기금110)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들 소규모 연금들은 더 단순화된

양식 5500-R로 3년에 2회만 제출할 수도 있다. 양식 5500과 5500-C

에는 자산·부채표와 연금기금변동표 및 추가적인 특정 재무정보를

덧붙이도록 되어 있다.

양식 5500과 5500-C에는 연금기금의 회계기간 기초 및 기말의

자산과 부채가 나타난다. 연금자산은 일반적으로 현행 가치(current

valu e)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111) 대다수 투자자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한편 연금급부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구입한 연금

보험상품112) 등의 가치는 위 양식들의 자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양

109) ERISA §103(100인 이상 연금기금의 연차보고서 보고), §4043, IRC§

6058(보고사항: rep ortable events). 연금에 대한 법령상 세제우대도 이

들 3개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기업이 준수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

다. EBRI(http :/ / w w w .ebri.org/ fu n d am en tals/ ), D on McGill, et
al .(1996), p .52, p p .621-622, p p .746-747.

110) ERISA§104(a)(2)(A)
111) ERISA의 현행 가치는 연금기금에 대한 회계기준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FAS 35에서 공정가액으로 표현하고 있다.
112) 관련된 개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급부할당(allocated benefits)과

급부할당을 위한 기금적립상품(allocated fu n d in g in stru m en ts)이다.
급부할당 이란 연금기금이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각 연

금참여자, 즉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급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상품

(in su rance or ann u ity contracts)을 구입함을 말한다. 이로써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과 관계없이 퇴직시 연금지급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거수보험료에 상응하는 법률상 모든 급부채무

를 지게되는 것이다. 이 때의 보험상품을 "급부할당 기금적립상품"이
라 한다. 이는 제Ⅰ장의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의 관계 설명, 제Ⅲ장의

연금자산의 측정 에서 설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대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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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양식 5500의 부속명세서
1

명세 주 요 내 용 비 고

A
보험정보; 연금의 기금적립에 이용되는 연금보험

상품 등에 관한 재무정보

B

ERISA의 적립기준에 따라 확정급부형(DB) 연금

에 대하여 소속 계리인이 작성, 서명한 명세서

계리정보;

- ERISA의 최소적립요건 준수 정보

- 회계기간 기초에 누적연금급부의 현재가치2

- 계산기초

최선추정

치 반영

SSA
연금수급권 취득권자의 중도 퇴사시 사용

명세서의 사본은 사회보장관리국(SSA)에 제출

기타

1. 모든 투자명세서

2. 이해관계자 투자명세서

3. 부실 채권·리스 명세서

4. 연금자산 현행 가치의 3%를 초과하는 모든 거

래의 명세서

5. 독립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1, 4, 5는

5500-C에

서는 없음

주) 1. 확정급부형이나 확정갹출형 연금기금에 위 요건들 모두 적용(명세서

B 제외).
2. 100인 미만의 연금가입자를 가진 연금기금의 경우는 누적급부액 생

략 가능.

식에 나타난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현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를 보장

하기 위하여 연금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할당된 금액 뿐만 아니라 퇴

직근로자들을 위하여 구입한 연금증권들의 가액은 제외한다. 양식

5500에 기재되는 부채에는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거나 미지급된 연

금급부를 포함하여 지급할 금액을 표시하지만 미래에 지급하게 될

급부에 대한 연금채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표시된 채무를 총자산에

개념이 미할당 적립상품(u n allocated fu n d in g in stru m en ts)이다.
H arvey W . Ru bin (1995), [부록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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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감하여 향후 연금급부 및 비용에 충당할 순자산을 산출한다.

양식 5500과 5500-C에는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 조정표가 있다. 여기

에는 소득, 비용 및 자산의 미실현 평가손익을 포함한 순자산의 변

동이 나타나 있다. 양식 5500은 [표5]에 있는 부속명세서들을 요구하

고 있다.

ERISA에서는 최소 100인 이상의 연금가입자를 가진 거의 모든

연금기금에게 매년 독립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113)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들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

견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사의견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

준(Generally Accepted Au diting Standards: GAAS)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에 의하여 [표5]의 재무정보에 대한 공인회계사 의

견서의 기초가 제공되는 것이다.

3. 연금 기금 과 연 금계 리인 의 역 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 처럼 상당

한 부분들이 계리적(actu arial)"이란 용어를 많이 보아 왔다. 이렇듯

연금제도는 수리적이고 복잡한 각종 위험율들을 감안하고 있어 해

당 연금제도가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

해 줄 계리인, 정확히 말하자면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이 있어

야 한다114).

계리인의 주 목적은 기업이 자신의 연금채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113) 전적으로 연금보험상품 등의 구입으로 기금을 적립한 연금기금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가치는 연금자산과 부채 모두의 계산

에서 제외되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114) 미국의 연금계리인에 대한 사항은 h ttp :/ / w w w .asp a .org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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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적립방식을 수립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확인에 따르는 계

산에는 일련의 계산기초들을 설정하고 그 계산기초들이 현실을 제

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사망률,

이직률, 이자율 및 수익률, 미래의 급여, 기타 연금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 등 연금기금의 적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들을 예측

하는 것이 바로 계리인들이다. 계리인들은 해당 연금기금이 미래의

연금급부를 지급할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 재무적 평가를 행하는 전

문인들이다115). 확정급부형(DB) 연금에서 계리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측정치들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계리인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116). 대표적인 퇴직연금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들117)은

계리인(app ointed actu ary)들로 하여금 위험을 평가하고, 갹출액, 즉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기타 약관(증권)에 관한 사항들에 대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의 개발, 시행 및 기금적립에 있어

서 계리인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라 연금기금 등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컨

설턴트로서 활약하는 계리인들도 있다.

115) 영국의 경우, 연금계리인은 최소한 3년6개월마다 확정급부형 연금제

(DB)에 대하여 향후 지급능력 및 지급능력 제고대책 등 연금기금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표준지급능력준

비서(Stan d ard Solvency Certificate or Sim p ly Certificate A) 라는 보

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은 보

험계리인회의 연감에 등록되어 연금참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된

다. 성주호·김진억(1998), p .62, p .67 주35.
116) 퇴직연금에서의 연금계리인의 역할과 그 밖의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호·김진억(1998), p p .60-66. 참조.
117) 역사적으로 우호조합(fr ien d ly societies)에서 시작하여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연금수리에 입각한 연금수탁업무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전

통적으로 생명표의 작성이 생명보험사의 고유업무와 직결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은행, 투자신탁사 등 비보험권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고

유 생명표가 없기 때문에 확정갹출형 연금제(DC)를 운영함이 일반적

이지만, 일본의 경우 국민생명표의 85 %를 퇴직연금 생명표로 사용하

고 있어 상품설계상의 차이는 없다. 성주호·김진억(1998), p 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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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기금 에 대 한 감 독과 회계 기준 118 )

가. 두 가지 관점에서의 기금적립

연금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적립방식이다. 연금기금

의 계속성에 초점을 맞추느냐, 기금의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느냐

에 따라 기금적립에 대한 시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청산 관점

(winding-up approach)에서 보면 불충분한 기금의 적립도 계속성

관점(on-going approach)에서 보면 충분한 기금적립이라고 할 수 있

다. 전통적으로 보험에 대한 감독의 초점은 청산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당국들의 감독방식도 청산 관점에 기초

하고 있다119).

계속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체

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근무(past services)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루

어 질 미래의 근무(future services)도 중요시 한다. 기업연금회계에

서 보았던 미래급부방식은 이러한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에 청

산 관점에서 보면, 연금기금은 최종급여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도 하지만 기존의 근무를 강조한다. 연금기금의 지급능력측정과 기

금적립의 최저기준설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

의 연금기금간 이동과 이전가능성(portability and transferbility)에

관한 수급권과 감독수단들의 강화도 청산관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

118) 이 절의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OECD의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분석자

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금회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일부 사항들만을 살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OECD (1998),
p p .67-134. 참조.

119) 최근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 추세는 규제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감독규정을 강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독규정들을 건전성 규제라는 동일한 감

독목적을 지니고 있는 보험관련 감독규정에 맞추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ECD (199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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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

청산 관점의 접근방식은 확정급부형 연금제의 누적급부채무

(ABO) 개념에서 볼 수 있다. 최저적립기준들(minimum funding

requirem ents)은 이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121) . 미국은 1980년대 기존

의 계속성 관점(entry-age cost m ethod; EAM122))에서 청산 관점의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projected-unit credit m ethod; PUCM)으로

회계기준을 전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기금적립규정에도 변화

를 가져와 1987년 총괄예산조정법(Omnibus Bu 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7; OBRA)에서는 PBO기준 100% 적립액과 ABO기준

150% 적립액 중 작은 금액의 적립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ABO로

전환하게 되었다123).

나. 연금회계기준과 기금적립규정124)

120) 이러한 이유로 청산관점의 접근방식을 법률적 접근방식, 또는 소급적

접근방식이라고도 한다. OECD (1998), p .74-75.
121)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최저급부보장의 보장급부채무(Gu arantee

Benefit Obligation; GBO), 물가연동 급부채무(In dexed Ben efit
Obligation ; IBO) 등도 누적급부채무와 산정방식을 달리 할 뿐 기본

적으로는 누적급부채무에 대응되는 발생급부방식의 개념들이다.
122) 가입연령방식(EAM)은 근로자의 미래급여상승과 미래급부발생을 동시

에 고려하는 미래급부방식의 하나이다. 성주호·김진억(1998), p .159,
p p .175-176. 참조.

123) 실제로 이러한 적립기준의 하향은 많은 연금기금들이 초과 적립상태

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확정급부형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들에

게는 갹출금 지급이 감소되거나 당분간은 내지 않아도 되는 소위

contr ibu tion h olid ay "를 가져 왔다. 한편으로 연금기금의 초과적립은

관련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금의 지급능력

을 중시하는 연금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선호하지만, 과세대상소

득의 감소로 받아들이는 세제당국의 이해와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ABO의 150%를 최저적립의 기준으로

삼았고, 영국에서는 PBO 또는 IBO (in dexed ben efit organ ization)의
5 %가 기금적립의 최저 한도로 정해졌다. OECD (1998), p .76, p .84 .

124) 여기서는 연금회계기준들인 미국의 SFAS 87, 영국의 SSAP 24, 국제

회계기준인 IAS 19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있다. 주의할 것은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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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FAS 87과 영국의 SSAP 24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연금에 대한 회계기준들이다. 두 회계기준은 모두 기업의 갹출

금의 가능한 변동을 주석이 아닌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지만, SSAP 24가 계속성 관점에 근거하여 계리방식(actu arial

m ethods)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SFAS 87은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PUCM)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잉여

금125)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126). 평가에 관련해서도

SFAS 87은 시장가치(공정가액)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전의

IAS 19는 발생급부방식과 미래급부방식 모두의 사용을 허용하였지

만, IASC는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발생급부방식이 보다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같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IAS 19도 청산 관점에

서 평가방식을 수정하였다. 현재의 추세는 회계기준이나 최저 적립

기준 모두 청산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SSAP는 미국의 보험감독회계기준(SSAP)에 대응되는 기준이 아니라

U .K. GAAP이라고 할 수 있는 Statem en ts of Stan d ard Accou n tin g
Pratice를 말한다.

125) 확정갹출형에서 기금의 초과적립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잉여자산

의 문제는 확정급부형 연금제(DC)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다. 연

금부채를 초과하는 연금자산, 즉 잉여금(su rp lu s assets)은 제Ⅱ장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의 몫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신 기금적립의

부족분 역시 기업이 책임진다는 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임금후불의 입장에서 생명보험의 이윤배분과 유사하게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초과적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잉여금을 나눌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잉여금은 기업의 갹출금 규모나 지급을 면제하거

나 근로자들의 급부수준을 상향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기금 자체적

으로 추가적인 준비금으로 비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OECD(1998),
p .81.

126)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기금의 오용·유용방지 목적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기업이 연금기금으로부터

초과적립된 잉여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

로자들의 급부를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의 경우에는 기업 환수액에 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OECD (1998),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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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립규정에 있어서 이자율과 상각(am ortization)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캐나다 온

타리오주는 연금제가 시작된 초기 미적립 채무를 25년 이내 상각을,

그 이후의 연금제의 수정 또는 새로운 연금제의 추가 등으로 나타

난 미적립 채무에 대해서는 15년내 상각을, 투자수익의 저조로 나타

난 미적립 채무에 대해서는 5년내 상각을 적용하고 있다127). 반면에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미적립채무를 10년∼30년 또는 40년에 걸쳐

서 상각할 수 있었으나, SFAS 87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연금참여

자의 미래 근무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128) .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제Ⅲ장에서 언급했듯이 채택된 할인율 정도에 따라 연

금채무의 규모가 큰 폭으로 달라진다129) . 역사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많은 과소 적립상태의 연금기금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연금채

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이자율 가정을 채택해 온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자

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네델란드에서는 4%, 일본은 5%, 벨기에

는 7%, 스페인은 6%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같은 경

우는 사전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연금채무에 충당할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들마다 상당히 다르며, 규제와도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시장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실현 손익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EC의 제4 회계

지침130)의 기본원칙과 상반되며, 보험회사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127) OECD (1998), p p .86-87.
128) W .M . Mercer (1988), p .5.
129) 제Ⅲ장 제2절의 각주51. 참조.
130) 제4지침은 1978년 제정되어 영국과 덴마크는 1981년 회사법 제정으로

이를 처음 적용한 이래, 1983년에 네델란드, 1991년 이후부터는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1)각국의 회사법을 조정함으로

써 공동체내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행정·법령상 장애를 제거하고, (2)
기본적이면서도 수용가능한 재무제표 양식의 제정과 공동체내 회계정

보의 최소한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감사·공시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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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회계지침은 자산평가를 원가법과 시가법 모두에 근거하여 하

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두 가지 방법 중 채택되지 않은 방식에

의한 결과를 대차대조표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

계기준을 제외하고는 연금자산에 대한 평가규정들도 대체적으로 이

와 유사한 규정들을 채택하고 있다131).

다. 연금기금의 증가와 효율적인 감독 필요성의 증대

연금기금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제당국이다. 연금기금은 세제당국이 정한 일정한 요

건(세제적격)을 갖추면 상당한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음으

로는 규제·감독당국이다. 규제·감독당국은 금융시장, 특히 여러

나라의 경우 보험부문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다. 연금기금이 금융시

장에서 주요 기관투자가라는 점과 연금기금의 조직과 운영이 보험

회사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3층보장 중 제3보장에

해당하는(pillar 3) 개인연금 외에도 제2 보장인 연금기금(pillar 2)의

약 20∼30%의 자산을 단체보험판매나 투자·급부관리자로서 담당하

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시장, 특히 보험부문을 맡고 있는 규제·감독

당국이 연금기금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규제·감독당국의

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은행, 보험을 제외한 모든 공·사

유한기업에 적용된다. H askin s et al.(1996), p .70.
131) 연금자산의 또 다른 가치 추정방식들에는 자산의 향후 수익을 계리적

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장기소득을 평준화하는 동시

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투자소득의 변동도 고려한다. 이 방식으로

인하여 영국의 연금기금들은 다른 나라들의 기금들 보다 상대적으로

주식투자가 많았다. 그러나 1995년 연금법(Pen sion Act of 1995)으로

시가평가에 근거한 최저적립기준이 도입되면서 급부의 물가연동요건

과 함께 영국 연금기금들의 투자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가져왔다.
OECD (1998),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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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

다132). 이에 따라 현장감사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감독기관의 감시는

주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점검(review of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 ents)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요율산출기관

(rating agency)이 제공하는 정보 이용과 연금기금의 참가자인 기

업·근로자들에 의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비중이 커지고 있

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은 법적 요건·의

무의 준수 여부, 재무보고서 점검 등 재무통제, 책임준비금 및 갹출

율의 계리적 점검, 통계 및 시장상황 등 경제상황 고려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감독기관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연금기금 이전의 각 기

업의 연금제도이다. 기업의 연금제는 연금기금의 토대가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이 계리적이고 재무적인(actu arial

& financial) 부문에 집중되는 반면, 연금제에 대한 통제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계약 조항들, 즉 세제 등의 재정적·법적(legal &

fiscal)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연금기금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

금의 사후감독(ex post controls) 경향을 가져 왔고,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방향의 최근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

금기금에 대한 감독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33).

132) 미국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단지

1%만을 검증할 뿐이라고 한다. OECD (1998), p .90. 미국 연금기금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록Ⅳ-4]의 Ⅰ. 미국 연금기금의 각종 통계 참조.
133) 최근 유럽평의회(European Comm ission)는 1997년의 녹서(Green Paper

of 1997)에서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네 가지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현재 단체생명보험에 적

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연금에 적용, (2) 현재 연금의 틀에 단체생명보

험에 대한 지급여력규정을 수정 적용, (3) 제2 보장(p illar 2)인 연금과

단체생명보험에 대한 새로운 EU 공통기준 마련, (4) 현 상태의 차이

점을 존속시킴(사실상 이 차이점이 경쟁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초

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OECD (1998), p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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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기금과 보험회사는 분명한 차이점

을 지니고 있다. 그 차이점들을 보면, 첫째, 보험회사는 재무서비스

를 제공하는 반면, 연금기금은 이 서비스를 구입하는 기관이다. 둘

째, 연금기금은 주주가 없지만 보험회사는 주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둘 모두 많은 변수를 가진 장기적 계리방식을 사

용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단기상품의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다. 넷

째, 연금기금이 보장하는 급부가 최종급여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의 상품은 명목기준이 통상적이다. 다섯째,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만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기업

과 근로자간에 이루어진다. 여섯째, 연금기금은 비영리기관이지만,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영리기관이라는 점이다. 사실 보험산업에 대

한 규제는 연금에 대한 규제보다 그 강도가 크다. 그리고 이들 차이

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134).

라. 연금 세제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규제 및 공시

세제상의 규제는 연금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

들과 기업의 연금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나라들은 세제혜

택을 통하여 퇴직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세제혜택은 공제대상

인 갹출금에는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초과적립이 수혜자에게는 바

람직하지만 세제당국에서는 초과적립분 중 일정 한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제혜택은 크게 갹출금, 기금

적립, 급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갹출금과

급부에 대한 각 나라별 세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적격연

134)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보험회사에 적용하

는 규정이 연금기금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치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

국, 일본 등은 유사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르게

규제되고 있다. OECD (1998),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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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 경우 기업이 연금기금에 내는 갹출금은 공제대상이며, 또한 그

세금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지도 않는다. 즉, 그 갹출금을 근로

자들에 대한 간접소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35). 한편

공동갹출형의 경우 근로자가 내는 갹출금도 공제대상이다. 물론 이

러한 공제수준은 갹출금 자체나 간접적으로 갹출금에 의한 급부수

준에 대하여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자산운용수익과 자본

이득은 연금기금이 세제당국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136) . 반면에 연금보험상품의 구입과 마찬가지로 연금급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37).

한편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책임준비금과 자기자본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저자본수준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투자는 규제

를 하고 있지 않으나, 자산 뿐만 아니라 자산의 평가방식에 대해서

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자산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도 보험회사와 유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방식은 보험회사와 다르다. 먼저 연금제의 형태에

135) 독일의 경우가 예외에 속한다. 기업과 별개의 연금기금을 설립·운영

하지 않는 기업내 준비금설정(book reserve)을 통한 연금제에 대해서

는 근로자의 간접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록Ⅳ-4] 연금

세제 참조.
136) 조세,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비효율은 사람들의 저축동기를 감

소시키는데 있다. 1995년에 미 하원의 빌 아쳐(Bill Archer)의원은 소

득세제를 소비세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었다. 과세근거를 소득에서

소비로 바꾸어 소비세(con su m p tion tax)를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데 연금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소비세 형태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

다. 납세자들은 일정 한도내에서 연금기금에 저축을 하고 퇴직할 때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세가

사람들의 저축동기를 왜곡시키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들의 참여 유인

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N . G . ManKiw (1998), p .246.
137) 또 한 가지 기금 자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기금의 운영자가 비

영리법인인 연금기금이냐, 아니면 영리법인인 보험회사냐에 따라 세제

상에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OECD(1998), p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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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규제가 다르다. 선량한 관리자원칙(pru dent-m an rules)이 충분

히 적용되고 있는 확정급부형(DB)보다 그렇지 못한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대한 규제강도가 크다. 확정갹출형의 경우 연금기금에 참

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투

자에 대한 공시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금기금에 대한 규

제는 기업이 최종적인 채무(the "result " obligation)를 지는 경우와

기업이 그 위험을 단체보험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전가(transfer)시키

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연금기

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해당 연금기금의 투자이다. 이런

유형의 자산운용에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

이 보통이다. 미국의 확정급부형(DB) 연금제의 경우 기금의 10% 이

상을 투자할 수 없다. 영국은 5%, 벨기에는 15%, 스위스는 10%이

다. 덴마크의 경우는 아예 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모든 연금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ERISA는

401(k) 연금제와 같은 이윤분배형의 경우 자사주 보유가 오히려 생

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근거에서 10%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

다.

한편 제Ⅰ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선관주의(prudent-m an rules)방식이 수량규제보다 유용한가

에 대한 논의이다. 어느 방식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다만,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선관

주의 감독방식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Ⅰ장의 [표1] 참

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유럽의 대륙계 국가들은 수량규제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연금기금 관리자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

과 함께 보다 큰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다. [부록Ⅳ-4]에서 OECD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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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국들의 연금관련 세제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요

약해 놓았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경우 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기업에게 연금기금

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방식이나 기금의 충분성 등에 대하여 공시의

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38). 다만,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에

서 정하고 있다. 또한 연금기금의 경우에도 일부 나라들만이 연차보

고서를 가입자들에게 배부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사전적 또

는 사후적, 수량주의적 또는 선관주의적 감독방식과 연금참여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138) OECD (1998), p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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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Ⅳ -4] 연금 관련 규제 및 통 계

Ⅰ . O ECD 주요국 연 금기금의 자산운 용규제와 연금세 제 139)

1) OECD 주요국의 연금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구분 자산운용 규제(max: "-", min : "+")

프랑스

국채: 34%+, 대출한도: 30%- , 자산: 40%-

재무부 예치(treasury dep osits): 15%-

EU 공공채권: ARCCO, AGIRC 자산의 50%+

독 일

가이드라인

- EU의 주식: 30%-, 부동산: 25%-, 채권: 6%-

- 해외자산: 20%-, 기업내·가입기업에 대한 투자: 10%-

일 본

채권: 50%+

주식: 30%-, 부동산: 20%-, 해외자산: 30%-

단일기업 투자한도: 10%-

영 국
가입기업에 대한 투자: 5%-

선관주의

미 국 선관주의

139) OECD (1998), p .100, p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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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주요국의 연금세제

구 분

갹출금 투자소득

(이자,

자본)

급 부

기 업 근로자

프랑스 세금공제 세금공제 - 소득세

독일

기업내 설정(book

reserve)연금제의

기업 갹출금공제;

근로자에게 과세

(간접소득)

한도 공제 비과세

기금적립방식에

따라 낮은세율

로 부분과세

영국 세금공제 세금공제 비과세

급부과세,

비과세원본

제외

미국 세금공제
401(k), IRAs

등 갹출금 공제
- 소득세

일본 세금공제 세금공제
연금자산

과세

소득세,

비과세원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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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미국 연금기금 의 각종 통계자료 140)

1) 미국의 사적 연금기금 현황(1975년∼1990년)

(단위: 천개, 백만명)

구 분 1975 1980 1985 1990

총 연금기금 수(A)

- 확정급부형(DB)

- 확정갹출형(DC)

- DC / A

311

103

208

67%

489

148

341

70%

632

170

462

73%

712

113

599

84%

연금기금 참여근로자 수(B)

- 확정급부형(DB)

- 확정갹출형(DC)

- DC / B

45

33

12

27%

58

58

20

34%

75

40

35

47%

77

39

38

50%

2) 미국 노령인구의 소득원천별 구성

(단위: %)

연령 소득원천 1974 1984 1992

55+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기타소득(자산, 근로 소득 등)

19.5

8.5

72.0

21.4

11.1

67.5

23.6

15.0

61.4

전 쳬 100.0 100.0 100.0

65+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기타소득(자산, 노동 등)

42.2

14.0

43.8

40.5

15.0

44.5

41.7

20.1

38.2

전 쳬 100.0 100.0 100.0

* 1975, 1985, 1993 Cu rren t Pop u lation Su rveys에 의거한 EBRI 계산치.

140) 여기에 제시된 통계자료는 김장호(1997)에서 재인용한 것이며, 원전

은 EBRI, RBRI Databook on Employee Benef its, W ashin gton D .C.,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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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노령인구(65세 이상)의 소득계층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

계층

원천
최저 중하 중 중상 최고 계

사회보장연금

- 1974

- 1992

88.6

82.6

77.7

81.1

74.6

69.6

55.4

50.5

19.9

20.4

42.0

41.7
기업연금

- 1974

- 1992

1.5

2.1

2.3

3.2

4.6

10.6

14.4

22.9

18.8

25.9

14.0

20.1
자산소득

- 1974

- 1992

3.8

6.6

4.4

8.0

7.4

12.6

14.1

16.6

25.7

27.5

18.2

20.5
노동소득

- 1974

- 1992

-3.2

-0.4

2.8

1.5

4.8

4.3

11.4

7.6

33.8

24.1

21.3

14.8

* Cu rrent Pop u lation Su rveys에 의거한 EBRI의 계산치.

4) 미국의 퇴직연금 종류별 수혜금액의 구성비

(단위: %, 10억달러)

구 분 1970 1980 1990 1993

사기업연금
15.9

(7.4)

19.7

(36.4)

31.9

(148.8)

33.3

(192.6)

연방·주 정부 근로

자 퇴직연금
22.0 23.4 20.3 20.5

소 계
37.9

(17.6)

43.1

(79.5)

52.2

(243.3)

53.8

(311.3)

사회보장연금(OASI) 62.1 56.9 47.8 46.2

총 계
100.0

(46.4)

100.0

(184.6)

100.0

(466.3)

100.0

(579.1)

* 괄호 안의 수치는 10억달러 단위의 수혜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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