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향 후 과 제

민간부문에 의한 노후보장제도의 강화가 각 나라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1). 독일의 수상 게하르트 슈뢰더도 사회보장의 향

후 세 가지 발전방향 중 하나로 사적 노후보장제도의 강화를 언급

하고 있다142). 이번 연구도 사적 노후보장제의 핵심인 퇴직연금제도

를 폭 넓게 조망하기 위하여 미국의 퇴직연금회계, 특히 확정급부형

(DB) 연금제의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기본 가정에서부터 공시에 이

르는 일련의 과정과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세제, 그리고 감독 추세를

하나의 줄기로 살펴 보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기업과 근로

자, 연금기금으로 이루어진 퇴직연금이 어떠한 회계기준에서 어떤

회계정보를 생성·제공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번 연구로 퇴직연금

이 연금회계기준 및 연금관련 법령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온 유기적 체제라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 보

였다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연금제와 연금회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

141)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국영과 민영연금간 공조 운

영체제를 전제로 하여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노동시장 환경변

화에 대한 대응,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민영금융시장의 활성화 수용,
고갹출·저급부의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민영화, 정부주도형 연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최소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등을 위한 국민

연금의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들의 민영화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성주

호·김진억(1999) 참조. 한편 국민연금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글로는 이용하(1998) 참조.
142) 슈뢰더는 기본금액이 보장되는 의무보험제(공적연금, 의료보험제 등)

의 유지, 사적 연금제의 강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자본금인 산업자산

에 근로자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실업의 감소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셋을 각각 커피, 우유, 코코아에 비유하여 카

푸치노 모델이라 명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사적 영역의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조세가 면제되는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해서도 조

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생명보험은 순수한 자본금이 아니라 진정한 노

후대책임을 강조하면서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간섭

을 배제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게하르트 슈뢰더(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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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같다.

첫째, 기업의 연금제도 설립과 연금기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기업 연금제에 대한 법률 및 세제지원 측면의 고려와

연금기금의 계리 및 재무 건전성을 축으로 하는 기초연구는 향후

다양한 연금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

니라 감독당국의 연금제의 감독방향 설정에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기업의 연금제·연금기금과 보험회사 등 수탁기관의 관계,

특히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의 연결고리인 보험상품을 포함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퇴직

연금제는 연금제 운영주체와 기금의 운용주체가 일치하는 기금수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혜

자인 근로자 중심의 보다 다양한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취급기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상품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게 될 연금채무를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구입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급부보장에 대한 문제도 보험산업내 지급보장으로 옮

겨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

국의 PBGC와 같은 연금급부보장기능의 논의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지급보장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연금기금)이 책임지고 있는 일부 또는 모든 채무를 보

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상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전

가하는 경우와 기금을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회계처

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계정(separate

account)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는 효과적인 상품운영 및

효율경영을 위해 퇴직보험 상품 및 이와 유사하게 분리계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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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리가 필요한 보험산업에 보다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퇴직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보험계리인, 공인회계사 등의 역할 설정과 요율산출기

관의 요율정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퇴

직연금에 대한 적시적절한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효율적 감

독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물론 회계제도 및 연금관련

법령의 정비, 다양한 연금제 출현에 대비한 연금가입자의 수급권 보

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의 회계기준을 축으로 한 세계공통의 회계

기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회계기준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연금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물

론 그 준거 틀은 미국의 연금회계기준이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나라

와 유사한 점이 많아 기존 퇴직급여충당금회계와 새로운 연금회계

기준과의 조정, 신기준 도입에 따른 제반 고려사항 등은 새로이 기

준을 잡아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거나 논의전개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점들을 나열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금회계를 조사·연구하여 큰 줄기를 찾는 것

이 보고서의 목적이었으므로 여러 선진국가들의 연금제와 연금회계

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교자료를 검토하는데 그쳤고, 도입된 지 얼

마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연금제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주제와도 맞

지 않아 가급적 언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이 보고서 말

미의 [별첨]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퇴직연

금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 )의 개요를 담은 보도자료

내용을 실어 점차 모습을 갖추어 나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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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Ⅴ ] 연금 회계 의 용 어 143)

감 액 (Curtailm ent)

연금제의 감액 참조.

개 별관리 복수기업 연 금제 (M u ltip le-em p loy er p lan)

하나 이상의 기업들이 연금제를 유지하지만, 이를 통합관리 복수기

업 연금제로 보지는 않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일기업 연

금제나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 만큼 보편적인 것은 아니나, 현존

하는 이들 연금들 중 일부는 대규모로서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이며, 통상적으로 동일 산업내에 있는 연금가입 기업들이 투자목

적으로 자산을 통합하고, 연금관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

임.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각 기업에 대하여 분리계정

(sep arate accounts)을 유지하여 갹출금이 갹출금을 내는 해당 기업

의 근로자들의 급부에만 쓰도록 하고 있음. 일부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가입 기업들이 각각 다른 급부산출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갹출금은 기업이 선택한 급부산출공식에 근거하

고 있음.

개 별할당계약 (A llocate d co ntract)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상에 보험사는 납입된 금액(갹출금; 보험료)을

개별 연금참여자들을 위한 (즉시 지급식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지급

식) 연금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계약. 연금보험상품 참

조.

계 리적 기금적립방 식 (Actu arial fu n ding m eth o d)

연금급부의 지급을 위하여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을 결정하는 연금계리인들의 여러 할당기법들.

143) FASB(1995)의 Ap p en d ix D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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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리적 손익 (Actu arial g ain or loss)

손익 참조.

계 리적 현재가치 (Actu arial present v alu e)

특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 또는 금액들의

가치로서 각각의 금액은 (1) (이자율 할인을 통한) 화폐의 시간가치

와 (2) 사망, 장애, 탈퇴, 퇴직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감소를 통하여)

특정일과 예상지급일간의 지급확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임.

계 산기초 (A ssu mptions)

연금원가에 영향을 주는 사망, 탈퇴, 장애와 퇴직, 급여 및 국민연금

급부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미래의

사건발생에 대한 추정치들.

계 산기초에 대한 명시 적 접근방식

(Exp licit approach to assu m ptio ns)

사용된 가정들은 각각의 가정에만 고유한 최선의 미래추정치를 반

영하고 있다는 것임.

계 산기초에 대한 묵시 적 접근방식

(Im p licit appro ach to assu m ption)

사용된 가정들이 각각의 가정에 대한 최상의 미래추정치를 나타내

지 않는 대신 이들 가정들을 결합한 총효과가 명시적 접근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되는 방식.

고 정급부방식 (Flat-b enef it f orm u la: Flat-b enefit p lan)

1년 근무당 고정액, 즉 연간 인정 근무에 대하여 월간퇴직소득의

$20과 같은 일정액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방식. 이러한 산출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급부 연금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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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가액 (Fair v alu e)

자발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당기 거래에 대한 투자에서 받으리라

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강제 또는 청산 거래에서 결정

되는 것이 아님.

과 거근무원가 (Prior serv ice cost: PSC): 소 급급부원가

연금제의 수정시 인정되는 소급급부원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소급급부 참조.

근 무 (Serv ice)

연금제에서 고려되는 고용기간. 연금제 시행전의 수 년간의 고용기

간은 근로자의 과거근무(past service)가 됨. 그 이후의 기간은 특정

계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구분. 특정평가일 이전의

근무기간은 이전근무(prior service)가 되고, 그 평가일 이후의 근무

기간은 미래근무(future service)가 됨. 평가일에 근접한, 즉 평가일

이 속하는 1년간은 현재근무(current service)가 됨.

근 무원가 (Serv ice cost co mp o nent of net p erio dic p ension co st)

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

속되는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근무원가항목은 미래급여반영 급부

채무의 일부분으로서 연금의 기금적립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음.

급 부 (Benef its)

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연금

급부, 사망급부, 고용계약중단에 따른 급부가 포함됨.

급 부 / 근무년수 비 율획득방식 (Benef it/ y ears-of-serv ice approach)

세 가지 급부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하에서는 총 추정급부의 균등

분할분을 매년의 근무에 귀속시키는 방식임. 따라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각 급부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이후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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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산출공식 (Benef it f orm u la)

연금급부산출공식 참조.

급 부원가방식 (Cost appro 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무기간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

인 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에서는 연금의 순기간원가를 급여의 일

정 평준액 또는 고정비율로 할당한다. 급부획득방식 참조.

급 부지급을 위한 연금 자산 (Plan assets av ailab le f or b enef its)

연금자산 참조.

급 부획득방식 (Benef i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기간들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은 일정한 급부단위를

매년의 인정근무에 할당한다. 이 급부단위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따

로 계산되고, 그 단위(원가)를 그 해에 할당한다. 급부방식에는 누적

급부방식, 급부-급여비율 방식, 급부-근무년수비율 방식이 있다.

기 간귀속 (Attribution)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에 할당하는 과정

기 금적립 (Fu n ding m eth o d)

계리적 기금적립방식 참조.

기 금적립정책 (Fu n ding p olicy )

연금제에서 명시한 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업, 연금참여자, 기타

재원(예를 들어, 정부보조금 등)으로부터의 갹출금 규모, 납입시기를

정해 놓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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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근로자 공동 갹출형 방식 (Contributory approach)

근로자들도 연금원가의 일부를 갹출하는 연금제. 일부 갹출형 연금

제에서는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갹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또 다른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근로자들이 갹출하게 되면

급부가 증액됨.

누 적급부채무 (Accu m u late d b enef it ob ligation: A BO)

연금수급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정일 이전의 근로자의 근무와 급

여에 근거, 연금급부산출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급부의 계리적 현

재가치. 누적급부채무(ABO)는 미래급여수준에 대한 가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와 다름. 정액급부 또는 급여와

관련없는 연금급부채무를 지는 연금제에서는 누적급부채무와 미래

급여반영 급부채무간에는 차이가 없음.

단 일기업 연금제 (Single-em p loy er p lan)

하나의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도. 이 용어는 모회사 및 그

자회사와 같은 관계기업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에도 사용되기

도 함.

무 배당부 연금보험 상품 (N o np articip ating annu ity contract)

이 상품은 연금보험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기타 실

적에 대한 배당을 않음. 연금보험상품 참조.

미 래급여반영 급부 채무 (Projecte d b enef it ob lig ation: PBO)

특정일 현재 연금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특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연금급부산

출공식이 미래급여수준(급여연동, 최종평균급여, 또는 전근무기간 평

균급여)에 근거하고 있다면 미래급여수준에 관한 가정을 이용하여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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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식 과거근무원 가 (U nrecog n iz ed prior serv ice co st)

과거근무원가 중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부

분.

미 인식 순손익 (U nreco gn iz e d net gain or lo ss)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순손익의 누적액.

손익 참조.

미 적립 누적급부채 무 (U nfu n de d accu mu late d b enef it ob ligatio n)

누적급부채무가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금액

미 적립 미래급여반 영 급부채무

(U nfu n de d projecte d b enef it ob ligatio n)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미래급여반영 연금채무액.

미 적립 연금비용 (Unfu n de d accru e d p ensio n cost)

기업의 갹출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순연금원가의 누적액

미 할당계약 (U nallocate d co ntract)

이 계약은 보험사에게 납입되는 갹출금이 근로자들의 퇴직급부 제

공에 있어서 특정 근로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형태의 기금으로 적립

되어 연금보험을 구입하거나 직접 지급에 사용되도록 하는 계약. 이

계약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기금은 환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자될 수도 있음.

배 당부 연금보험상 품 (Particip ating annu ity contract)

연금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가능하다면 기타 실적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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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수급권 (Particip atio n right)

보험사로부터 배당을 향후 받기로하거나 소급하여 받을 배당부 상

품의 구입자의 권리.

비 상장기업 (N onpub lic enterprise)

(1) 기업의 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이 (일정지역(주내)에 국한하여

거래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식시장 또는 장외시장과 같은 공개시장

에서 거래되거나, (2) 기업이 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사 망율 (M ortality rate)

특정 그룹내의 기초의 생존자 수에 대한 기중의 사망자 수의 비율.

계리인은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경험생명표

를 사용하는데, 경험생명표에는 연령별 사망률이 나타나 있음.

상 각 (A m ortiz ation)

통상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채무를 줄여나가거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일컬음. 연금회계에서는 미

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순손익을 포함한 과거에 미인식된 금액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순연금원가에서 인식하는 것을 일컬음.

선 급연급원가 (Prep aid p ensio n co st)

발생 순연금원가를 초과하는 기업의 누적 갹출액.

소 급급부 (Retro activ e b enef its)

연금제의 수정시 연금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연금제의 수정 이전의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된 급부. 소

급급부원가는 과거근무원가라고도 함. 연금채무의 평가시 측정일 이

전에 발생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과

거급부(benefits for prior service)와 구별.

- 117 -



손 실 (Loss)

"손익" 참조

손 익 (G ain or lo ss)

계리기초의 변동, 즉 예정율과 실제경험치와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

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또는 연금자산(PA)의 가치변동. "미

인식 순손익" 참조.

손 익 항목

(G ain or loss co mp o nent of net p erio dic p ens ion co st)

손익은 다음의 (1)과 (2)의 합. (1) 연금자산의 실제수익과 예상수익

간의 차이, (2) 과거에 미인식된 순손익의 상각. 순기간원가의 구성

요소인 손익은 손익의 인식지연에 따르는 순효과(미인식 순손익의

순변동)로서 여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변

동을 포함하지 않음.

ERISA (The Employment Retirem 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

연 금급부 (Pension b enefit)

연금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나 그 수익자에게 정기

적으로(통상 매달) 지급되는 급부.

연 금급부산출공 식

(Pens ion b enefit f orm u la: p lan 's b enef it f orm u la or b enefit

f ormu la)

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참여자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

근거. 연금급부산출공식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또는 급여, 아니면 이

둘 모두를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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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기금 또는 기금적 립 (Fu n d)

연금기금(a funding agency)에게 갹출액을 납입하는 행위를 기금적

립이라 하고, 이렇게 납입되어 연금기금내에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

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축적된 자산을 기금이라 함.

연 금보험상품 (Annu ity co ntract)

보험사는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서 개개인별 연금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연금급부를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계약.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상당부분의 위험을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을 개별할당계약이라고

도 부름.

연 금의 순기간원가 (N et p erio dic p ens ion co st): 연금비용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 회계기간의 연금원가로 인식되는 금액. 연금

의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에는 근무원가, 이자원가(비용), 연금자산

의 실제수익, 손익, 그리고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의 상각 및 SFAS 87

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미인식된 순자산 또는 순채무의 상각

이 있음. SFAS 87에서는 순연금비용(net pension expense) 이라는 용

어 대신에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한 회계기간동안 인식되는 원가 중 일부분이

자산화될 수 있기 때문임.

연 금자산 (Plan assets: PA)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자산 등의 자산은 급부제공을 위

하여 (통상적으로 신탁의 형태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그 사용이 제

한되어 왔음. 연금자산에는 기업이(갹출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

께) 갹출한 금액과 그 갹출금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이 포함되고, 지

급된 급부는 제외. 연금기금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기업이 기존

채무를 충족시킬 조치를 취해 놓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

이 연금자산을 가져갈 수 없음. SFAS 87의 목적상 기금내에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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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으

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 이들 자산이 연금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을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연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연금의 순

기간원가로 기업에게 발생되었지만 아직 연금기금에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이 아님.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증권은 거래가능한(transferable) 것이라 할지라도 연금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기금이 급부 이외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들 비급부채무는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봄.

연 금자산의 수익 (Return o n p lan assets)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연금자산의 예상수익 참조.

연 금자산의 시장연 동가치 (M ark et-related v alu e of p lan assets)

연금자산의 예상수익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잔고. 시장연동가치는

공정가액이 될 수도 있고, 5년미만의 기간동안의 공정가액의 변동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인식한 가치일 수도 있음.

시장연동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일단 선택된 가치결정방식은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연 금자산의 실제수 익

(Actu al return o n p lan assets: co mp o nenet of net p erio dic

p ens ion co st)

연금자산의 기초 공정가액과 기말 공정가액간의 차이에서 기중에

이루어진 갹출액의 납입액을 차감하고, 지급된 급부액을 더한 금액.

연 금자산의 예상수 익 (Exp ecte d return o n p lan assets)

연금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을 지연 인식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

로서 계산된 모든 금액. 연금자산의 예상수익률은 연금자산의 장기

예상수익률과 시장연동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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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자산의 장기 예상 수익률

(Exp ecte d long-term rate of return o n p lan assets)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포함되는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연

금기금의 기투자 또는 향후 투자시 예상되는 평균수익률을 반영하

는 연금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가정.

연 금제의 감액 (Plan curtai lm ent)

현 근로자의 예상근무년수를 크게 줄이거나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부 또는 전체 미래근무에 대한 확정급부의 발생을

제거하는 사건.

연 금제의 급부산출 공식 (Plan 's b enefit formu la)

연금급부산출공식 참조.

연 금제의 수정 (Plan am en dm ent)

기존 연금제의 조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연금제의 시행. 연금제의

수정은 급부를 증대시키고, 여기에는 과거 근무에 귀속되는 급부가

포함됨. 소급 급부 참조.

연 금제의 신규가입 중단 (Plan su sp ens ion)

연금제가 동결되어 더 이상의 급부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연

금제의 신규가입중단일 현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은 급부에 대한

미래근무는 지속될 수 있음. 연금제는 게속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이미 발생한 급부는 지급하며, 아직 미적립된 급부에 대하여는 기업

에게서 추가적인 갹출금을 납입받음. 근로자들은 기업을 위하여 계

속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음.

연 금제의 중단 (Plan term inatio n)

연금기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 모든 급부가 연금보험상품이나

기타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청산되는 사건. 연금기금은 다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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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음. 다른 연금기금으로 대체되는 연금

제의 중단은 회계목적상으로는 연금제의 중단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 청산 참조.

연 금수혜자 (Particip ant): 연금 참여자 , 근로 자

근로자 또는 전직 근로자, 아니면 많은 근로자군, 또는 그들의 수익

자로서 연금급부가 있는 사람.

원 가/ 급여 방 식 (Co st/ com p ensatio n appro ach)

두 가지 급부원가방식의 하나. 이 방식은 매 기간 급여의 고정비율

이 연금의 순기간원가가 됨.

이 자원가 : 이자 비용

(Interest cost com p o nent of net p erio dic p ensio n co st)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증가.

이 자율 (Interest rate)

할인율 참조

이 직 (Turnov er)

사망, 퇴직 이외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전 근무기간 평균급 여기준 급부산출 공식 (연금제 )

(Career-av erage-p ay formu la; career-av erag e-p ay p lan)

근로자의 전근무기간에 걸친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

식. 이러한 급부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가 전근무기간 평균급여

기준 급부연금제.

청 산 (Settlem ent)

기업(또는 연금기금)이 연금급부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청산

을 위하여 사용될 채무와 자산에 관련된 상당한 위험을 제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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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위.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예로서는 (1) 특정 연금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참여자들에게 현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

음.

최 종급여기준 급부 산출공식 (Final-p ay f ormu la: Final-p ay p lan)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기간 말에 가까운 몇 개년의 급여

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예를 들어, 매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종 5개년간의 평균급여(또는 급여가 가장 높은 연속 5개

년)의 1%를 연간 연금급부로 하는 연금제가 있을 수 있음. 최종급여

기준 연금제는 이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임.

측 정일 (M easurem ent date)

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날.

통 합관리 복수기업 연 금제 (M u lti-em p loy er p lan)

둘 이상의 관계없는 기업들이 갹출금을 내는 연금제로서 통상적으

로 하나 이상의 단체협상에 따라 이루어짐.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

제의 특징은 한 연금가입 기업이 갹출한 자산이 다른 연금가입 기

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데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임.

이는 갹출된 자산들이 별개의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기업의 갹

출금이 그 기업 근로자들의 급부제공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제한

되지 않기 때문임.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경영진들과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된 신탁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신탁

(joint tru st) 연금제 또는 조합(union) 연금제로 불리기도 함. 일반적

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연금제에 참여하며, 한 기업이 하나 이상의

연금제에 참여할 수도 있음.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통 산업군의 특색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연

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노조가 유일한 유대를 형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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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G C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 oration)

연금급부보장공사. 유사한 기관으로 영국의 PCB, 독일의 PSVaG가

있음.

할 인율 (D iscou nt rate)

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이자율

계리적 현재가치 참조.

확 정갹출형 연금제 (D ef ine d contribution p ensio n p lan)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금급부를 제공하는데, 개별

연금참여자에 대하여 개별계정을 제공하고, 개개인이 받을 급부액을

정하지 않고 개별계정에서 납입할 갹출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한다.

확정갹출형 연금제에서 연금참여자가 받게 될 급부는 각 참여자의

계정에 할당된 갹출액, 갹출액을 운용한 투자수익과 다른 참여자의

급부로서 몰수된 급부의 할당액에 따라 달라짐.

확 정 (기발생 ; 수급권획득 ) 급 부 (V este d b enef its)

미래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더

이상 근로자의 잔여 근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급부(물론 연

금기금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확정 급부, 즉 이미 수급권을

획득한 급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수급권을 얻는데 등급이 적용

되는 경우 최초의 수급권은 향후 인정근무기간의 누적년수에 근거

하여 정해진 일정 율(%)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율은 전체 급부

에 대한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무년수 또는 연령에 따라 증

가하게 됨.

확 정급부형 연금제 (D ef ine d b enef it p ensio n p lan)

제공할 연금급부액을 확정한 연금제. 통상적으로 연금급부는 연령,

근무년수 또는 급여와 같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함수임. *SFAS

87에서는 확정갹출형이 아닌 모든 연금제는 확정급부형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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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기발생 , 수급권획득 ) 연 금채무

(V este d b enef it ob ligatio n: V BO)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일본문헌들에서는 확

정급부채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함.

후 원자 (Sp o nsor): 기금갹출자

단일기업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연금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으로 수립, 운영하는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 또는 하나 이상의 근로

자기구·협회, 위원회, 공동신탁위원회 및 기타 연금제를 운영하거

나 수립한 당사자들의 대표자그룹이 운영, 유지하는 연금제의 기구,

협회, 위원회, 그룹 등. 본문에서는 기업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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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보도 자료 : 우 리나 라의 퇴직 연금 도입 방안 144)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서 신고한 퇴직보험의 기초서류를 수리

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9년 4월부

터 퇴직보험의 판매가 예상됨

□ 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위탁하는 형태로서, 동제도가 도입됨으로서 社會保障(국

민연금), 自己保障(개인연금)제도와 더불어 3층 老後保障論에 입

각한 선진국형 綜合老後保障制度의 기초가 마련되었음

□ 퇴직보험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정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실

직기간의 생활안정이 필요하고, 급속한 노령화, 핵가족화의 진전

에 따른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

업의 입장에서도 누적되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서,

□ 퇴직보험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획적으로 적립함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절

세효과로 기업의 실질부담이 경감되며, 고용의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

업이 도산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실직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

144) 금융감독원(h ttp :/ / w w w .fss.co .kr), 1999년 3월 3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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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서 노후생활의 안

정화에 기여할 것임

□ 한편,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에는 개인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상호보완하여 노후보장기능을 충실화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의

장기적 운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청구

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적립금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년 금융기관은 각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과 퇴직금 예상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법정

퇴직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실패한 경우

라도 원본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당초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는 채권

및 주식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원본보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 상품개발안을 확정짓지 못하였으며, 관련제

도 등을 보완하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98. 10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노총, 한국사회보장학회, 전경

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에서 전기관 공히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원본보장이 되어

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아울러 현재 도입되는 퇴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장기근속할 경우에만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이므로,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동일회사 평균재직년수: 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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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99년 상반

기 중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을 마련하여 노총,

경총, 재경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퇴직보험(퇴직신탁)에 대해서 원본보전을 하는 이유는?

□ 퇴직보험(퇴직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

어 법정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주

로 하여금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재원을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 금

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취

지이며,

기업이 퇴직보험(퇴직신탁)에 가입한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설

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

의 액은 법정퇴직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

34조 4항)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수납받은

퇴직자산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납입원금 이상 항상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퇴직보험(퇴직신탁)은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으로서의 금

융상품이 아니며, 퇴직금의 사회적 역할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납입원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 노동부의 입법 취지이며,

※ 98. 10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노총,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전기

관 공히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원본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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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음

2. 외국의 퇴직보험(퇴직신탁)도 원본보전을 요구하는가?

□ 우리나라의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법정퇴직금을 사외에 위탁

시키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원본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기업연금제도이나,

□ 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모두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

지는 임의제도이므로 원본보전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은행,

투신,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내에 기업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 설계 및 관리는 그 위원회에

서 하고 자산운용만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

[별첨 표1]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보험료 산정방식 연금지급형태 보험료 부담주체

확정급부형(DB)*
1. 가입비율방식

2. 자기지분방식

(적립비율방식)

일시금형

(은행,투신,보험)
기업주전액부담

(비갹출형)

확정갹출형(DC)**
1. 급여비례방식

2. 일정금액방식

3. 종업원지주제

4.잉여금배분방식 등

연금지급형(보험)
1. 확정연금형

2. 종신연금형

종업원 일부부담형

(갹출형)

* 확정급부형은 퇴직시 지급할 금액(예: 법정퇴직금)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 확정갹출형은 정기적으로 부담할 보험료만을 결정하고 퇴직시 지급

하는 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다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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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별첨 표2] 퇴직보험(신탁)과 종업원퇴직보험(신탁)의 비교

구 분 종 퇴 보 험 퇴 직 보 험

제도의

의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급권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근로자

대출여부 많은 기업이 대출 연계
퇴직보험을 담보로한 대출

또는 양도금지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은행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

겸영은행, 투자신탁회사

근거법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가입기업 16인이상 단체 5인이상 단체

종 목 확정금리형(7.5 %)
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일반계정 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 130 -



4.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시장규모는?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도입초기 시장규모는 사내적립금액 및 종

퇴보험 가입현황을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최근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수 증가와 중간정

산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퇴직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98년

도 중의 근로자 5인이상 기업의 총 퇴직금 추계액은 97년도의

43조원에 비하여 10%가 감소한 39조원 규모로 추정됨.

이중 사내적립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 20조원(퇴직금 추계액의

50%)과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에 가입한 17조

5천억원( 98.12월 기준)을 제외할 경우, 퇴직보험의 추가 가입시

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초기에는 노사관계 등에 의해 종퇴보험이 일부 퇴직보험

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1년부터는 종퇴보험이 예금

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보험으로의 전

환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됨.

[별첨 표3] 우리나라 퇴직보험 시장규모 예측

구 분 1998년

대상근로자수

월평균임금

근속년수

퇴직급여추계액규모( * * )

사내적립가능금액( 의 50%)

종퇴보험(종퇴신탁) 사외적립분

4,918천명

1,430천원

5.6 년

394,109억원

197,055억원

175,136억원

신규시장규모( - - ) 21,918억원

주) 노동부, 『199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재정경제부, 『월간경제동향』 1999년 1월 자료를 인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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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의한 수탁고 현황은?

[별첨 표4] 공적연금제도별 가입자수 및 기금액 현황

( 98.12월말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합 계

가입자수 7,121 952 206 8,279

기 금 액 374,467 48,000 34,428 457,075

[별첨 표5] 개인연금의 기관별 가입자 수 및 수탁고 현황

( 98.12월말기준,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은 행 투 신 생 보 손 보 총 계

보유건수 1,545 303 1,878 608 4,333

예 탁 액 63,329 24,078 60,548 18,684 166,639

[별첨 표6] 기업연금: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

(단위: 천건, 억원)

구 분 종퇴보험 종퇴신탁 계

보유건수 1,561 32 1,593

예 탁 액 170,451 4,685 175,136

* 98. 12월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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