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관리 ∙ 운용체계 개선방안 

2015. 7.  



국민연금기금  
관리 ∙ 운용체계 개선방안 

발표순서 

06 기존에 제안된 관리 ∙ 운용체계 개선안의 비교 및 평가 

0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근거 

02 기금운용환경 변화 

03 현행 기금 관리 ∙ 운용체계의 문제점 

04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의 관리 ∙ 운용체계 

05 현행 기금운용본부체계의 한계 

08 결론 

07 개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근거 0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근거 

 책임준비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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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겨 수익을 내야 함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근거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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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근거 

 기금의 운용 목적은 연금급여지급을 위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 
 

 이를 위해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보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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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법적 근거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의  허용 
범위 내  안정적 운용 

 
 

 전 국민 대상의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  

 

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특히  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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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환경 변화 02 



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기금 규모의 거대화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투자전술의 변화가 요구됨   

※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 “2013년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안” 

GDP 

적립기금 (억원) 

44.70% 

최대 적립기금 
2,561조원 

49.6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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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  가능한 많은 수익 추구(수익성의 원칙),  

     -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공공성   원칙)과 같은 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연금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운용하여  
 자산의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충격이 최소화 
 (유동성 원칙)하는 원칙을 우선 고려 

5년마다 시행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 사용되는 기금수익률과  
중기자산배분계획 수립 시 사용되는 기대수익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실적치 또한 이들 수치와 격차를 보이고 있음   

적립기와 소진기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원칙 적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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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주: 1)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010년~2014년’의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 
      2)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수익률은 ‘GDP+CPI+조정치’ 값이며, 2013년에 도출한 ‘2014년~2018년’의 목표수익률을 의미 
      3) 제 3차 재정계산시 사용된 수익률: 3년 만기 회사채(AA-)수익률의 1.1배 

5년 연평균 수익률:  5.64 

’14수익률(5.25) 

’13수익률(4.19) 

수
익

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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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 

4.5 4.3 

4.6 

제3차 재정계산시 사용된 수익률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수익률 

GDP+CPI (CPI최근추세(1.3%)반영) 



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주: 1)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010년~2014년’의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 
      2)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수익률은 ‘GDP+CPI+조정치’ 값이며, 2013년에 도출한 ‘2014년~2018년’의 목표수익률을 의미 
      3) 제 3차 재정계산시 사용된 수익률: 3년 만기 회사채(AA-)수익률의 1.1배 

5.64 

5년 연평균 수익률 

6.1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수익률 

4.6 

GDP+CPI (CPI최근추세(1.3%)반영) 
4.5 

4.3 
4.6 

7.7 

9.5 

6.26 

6.81 
7.14 7.25 7.25 

제3차 재정계산시 사용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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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실제 투자수익률 
7.85 

8.61 

5.63 5.87 

6.98 

-0.18 

10.84 10.57 

2.32 

7.03 

4.19 

5.25 

6.26 
5.16 

제3차 재정추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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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기금규모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 
   ⇒ 해외투자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하는 환경에 직면 

 전통자산군 보다는 대체자산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됨 

대체투자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나  
  현재 투자 비중은 9.9%(’14년 말 기준, 해외대체투자는 5.2%)로  

     전략적 자산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전술역량의 제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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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기금적립기에 적합한 자산배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목표수익률 또한 기금소진기 보다 높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중기자산 배분상의 기대수익률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재정추계에 기반하여 재정목표달성에 필요한  
   목표수익률의 범위를 부여 받는 것이 필요함 

 비유동적 자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여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음에도            
  현행 자산 배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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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의 투자금액은 83.9조원(17.9%)이며 수익률은 -5.43%, 해외주식의 투자금액은 56.7조원(12.1%)이며 수익률은 8.94%임 
자료: 1)국민연금공단(2015)   2) CPPIB(2014). 2014 Annual Report 
         3) CalPER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June 30, 2014 

국민연금(2014) CPPIB(2013) CalPERS(2013) 

투자금액 
(비중) 

(단위: 조 원) 

수익률 
(%) 

투자금액 
(비중) 

(단위: $ billions) 

수익률 
(%) 

투자금액 
(비중) 

(단위: $ billions) 

수익률 
(%) 

주식 140.5 (30.0) 

0.36 
[국내주식:  
-5.43%,  

해외주식: 8.94%] 

65.5 (29.9) 20.71 
159.8  

(50.93) 
24.80 

채권 278.6 (59.4) 6.97 73.5 (33.6) 3.22 77.3 (24.63) 8.30 

대체투자 46.7 (9.9) 12.5 80.1 (36.5) 26.46 65.6 (20.92) 16.14 

단기자금 3.4 (0.7) 2.02 - - 11.0 (3.52) 0.60 

계 469.3 (100.0) 5.25 219.1(100.0) 16.93 313.7 (100.00) 18.07 

국민연금과 해외공적연기금 간 수익률의 차이는 

전략적 자산배분과 자산군별 전술의 차이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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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주: 1) 20.71%ⅹ0.30+3.22%ⅹ0.594+26.46%ⅹ0.099=10.75% 
      2) 24.80%ⅹ0.30+8.30%ⅹ0.594+16.14%ⅹ0.099+0.6%ⅹ0.007=13.97% 
      3) 반올림으로 세부내역 및 합계의 단수차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연금  

자산배분안 

CPPIB에 적용 CalPERS에 적용 

투자비중 

변화분 

(%p) 

수익률  

증감분 

(%p) 

수익률 

(%) 

투자비중  

변화분 

(%) 

수익률  

증감분 

(%p) 

수익률 

(%) 

주식 30.0% +0.1 +0.02 

16.93 

 

 

-20.9 -5.18 

18.07 

 

 

채권 59.4% +25.8 +0.83 +34.8 +2.89 

대체투자 9.9% -26.6 -7.04 -11.0 -1.78 

단기자금 0.7% -2.8 -0.1 

계 100.0% 0 -6.18 0 -4.1 

⇩ 
 

⇩ 
 

10.751) 
 

13.972) 
 

해외공적연기금의 자산부문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안에 
따라 자산부문별 투자비중을 조정한 결과, 해외공적연기금의 총 수익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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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금운용환경 변화 

현재의 해외대체투자의 비중(약 5%)을 계속 유지 

 해외대체투자금액은 86.6조원(약 $790억) 

 CPPIB 현재 대체투자금액인 $810억과 유사한 규모 

 CalPERS 현재 대체투자금액인 $656억보다 큰 규모의 투자금액임 

 해외대체투자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9.6%,  $1500억에 이름 

         CPPIB, CalPERS의 해외대체투자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2030년까지 국내채권비중을 20%p 줄이고 해외투자 비중은 20%p 늘림 
(해외투자에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현재와 같이 23%로 유지) 

2030년 

2030년 

16/48 



현행 기금 관리·운용체계의 
문제점 03 



Ⅲ. 현행 기금 관리 ∙ 운용체계의 문제점 

 그러나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은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되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재정목표 하에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법체계상으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계산의 주체가 되어 
장기재정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료수준과 기금 수익률을 정해야 함 

 부분적립방식의 특성상 제도와 기금 운용 간 연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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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기금 관리 ∙ 운용체계의 문제점 

재정목표 설정(예:2100년 안에 수지적자 미발생) 

제도개선(보험료율 수준 등 결정) 

필요추가수익률 달성을 위한 기간별  
자산배분 및 허용위험한도 결정 

재정목표/제도개선 수준에 따른 목표투자수익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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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기금 관리 ∙ 운용체계의 문제점 

재정목표 

2100년 
적립배율2 도달  

2100년 안에 
수지적자 미발생 

현행 

9% 유지 

시나리오 1-1 

'15~'30년 +4.94%p +5.76%p 

'31~'40년 +3.94%p +4.76%p 

시나리오 1-2 '15~'40년 +4.53%p +5.36%p 

11%로 1회 인상 
(’18년~) 

시나리오 2-1 

'15~'30년 +3.42%p +4.32%p 

'31~'40년 +2.42%p +3.32%p 

시나리오 2-2 '15~'40 년 +3.0%p +3.90%p 

5년마다  

2%p씩 2회 인상 
(9%⇒11%⇒13%) 

시나리오 3-1 

'15~'30년 +1.64%p +2.86%p 

'31~'40년 +1.14%p +1.86%p 

시나리오 3-2 '15~'40년 +1.41%p +2.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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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추가수익률 



 
 

 가입자/수급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는 위원 구성 
 기금규모· 해외투자 증가로 자산배분, 성과평가, 신규투자 안건 등  보다 
  더  전문성 필요 
 해외투자의 증가로 인해 기존에 구사하지 않은 다양한 투자프로그램과  
 전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됨 

Ⅲ. 현행 기금 관리 ∙ 운용체계의 문제점 

기금의 장단기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에 대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구조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금운용위원회 

 
 

 절대적으로 부족한 회의 개최 횟수(연 5~6회) 및 시간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기 어려운 보상체계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된 안건을 형식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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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04 



Ⅳ.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체계 

기금공사를 갖고 있어  
  기금운용조직이 제도와  
  완전 분리 

기금운용조직은  
   Investment Office로  
   동일한 조직 내에 있음 

 전문성 중심 
 대표성/전문성 

   중심 
 선출을 통한  

  대표성을 강조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인 
   ABP는 기금의 관리 · 운용  
  업무를 별도의 외부운용 
  기관인 APG에 위임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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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체계 

캐나다 공적연금공사 (CPPIB)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분리 (공사로 분리된 기금운용) 

 
 

 지역별로 안배된 금융/경영전문가 

 
 

 총 직원수는 1,000명 
   -  토론토  본사 886명, 런던지사 64명, 홍콩지사 44명,    
    뉴욕지사 3명, 상파울로 3명 

 금융투자 조직체계를 갖고 있음 

 
 

 기본급 연 $35,000 
 이사회 참석 시  회의참석수당을 1회당   $1,500 
 소위위원장 겸임 시 $12,500 추가 수령 
 이사회 위원장의 급여는 연간 $160,000 (별도 수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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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체계 

Team 직급 

Senior Management Team 
the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Senior Managing Director  

Leadership Team 

Managing Director  

Senior Principal  

Principal  

Senior Associate  

Associate 

Analyst  

 CEO의 보수는 기본 급여 $505,000와 기타 성과급 $3,134,503을 합친 $3,639,503  
 Senior Management team의 Senior Managing Director의 평균 급여는 기본 급여 $380,369와 
  기타 성과급 $2,516,836을 합한 금액인 $2,897,205 수준임  (201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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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체계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CalPERS) 

 CalPERS라는 공공기관내 일부 조직으로  Investment Office를 두고 있으며 
총 341명의 투자운용직을 고용하고 있음 (공공조직 형태) 

 

 Wilshire Associate 이라는 자문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투자위원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에는 Wilshire Associate의 의견서 첨부하도록 제도화 

자산군별 운용조직의 형태로 주식(Global Equity), 채권(Global Fixed Income),   
사모(Private Equity), 실물자산(Real Assets) 등의  부서에서 해당 자산을  
외부위탁 

 
 

 동일한 조직에서 연금/의료보험 제도 및 기금운용 

 가입자대표 선출직과 공무원 당연직위원으로 구성, 대표성 강조 

 이사의 보수 :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음 
 

전문성이 아닌 대표성이 강조된 선출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컨설팅사의 자문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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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체계 

직급체계  급여수준 

Chief Investment Officer(CIO) $ 500,000 

Senior Investment Officer  218,333~326,666 

Senior Portfolio Manager 156,666~259,224 

Portfolio Manager 116,666~178,977 

Investment OfficerⅠ 79,500~94,800 

Investment Officer Ⅱ 59,480~84,414 

Investment Officer Ⅲ 32,490~40,666 

 CEO의 보수는 $500,000 수준 
 Senior Investment Officer의 평균  급여는 $218,333~326,666 수준 
 Senior Portfolio Manager는 $156,666~259,224 수준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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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금운용본부체계의  
한계 05 



 
 

Ⅴ. 현행 기금운용본부체계의 한계 

기금운용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대한 역할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거대기금을 위탁 ∙ 관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부역량강화와 함께 외부위탁사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부재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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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행 기금운용본부체계의 한계 

주 1) 투자수입은 외부위탁관리비용이 차감된 순수익금으로 계산된 금액임. 
     2) 가중평균 수익률은 사모(Private Equity)와 실물자산(Real Assets)의 합을 100%로 보고 계산한 금액임. 
자료: 1)국민연금공단(2013.12.31)   2) CPPIB(2014). 2014 Annual Report 
         3) CalPER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June 30, 2014 

CPPIB(단위: $ billions) CalPERS(단위: $ billions) 국민연금(단위: 십억 원) 

사모 
(Private 
Equities) 

투자금(비중) 41.30 (18.85%) 31.51 (10.05%) 5,079 (1.2%) 

투자수입1) 11.19 5.3 476 

수익률 34.87% 20.00% 11.24% 

외부위탁 관리비용 0.291 0.44 63 

외부위탁비용/투자수입 0.026 0.083 0.130 

실물자산 
(Real 

Assets) 

투자금(비중) 38.80 (17.71%) 27.3 (8.7%) 14,703 (3.5%) 

투자수입 5.85 3.2 942 

수익률 17.52% 13.40% 7.53% 

외부위탁 관리비용 0.116 0.797 105 

외부위탁비용/투자수입 0.020 0.250 0.110 

총계 
(Total) 

투자금(비중) 80.10 (36.56%) 58.81 (18.75%) 19,782 (4.7%) 

투자수입 17.04 8.5 1,418 

가중평균수익률2) 26.47% 16.94% 8.48% 

외부위탁 관리비용 0.407 1.24 168 

외부위탁비용/투자수입 0.024 0.14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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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행 기금운용본부체계의 한계 

 CalPERS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운용조직이 유사 형태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실물자산(Real  Assets) 투자로 
CalPERS와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적어도 1.8배 높은 수익률) 

국민연금이 CalPERS 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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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행 기금운용본부체계의 한계 

 
 

 우수한 해외인력(한국인/외국인)의 경우 보수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brand가치도 동시에 고려하므로 금융조직이 아닌  
  공단조직의 부서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 

 해외 대체자산 운용의 전문성 결여 

 

 우수한 인력은 개인의 역량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의 역량도  
   고려하기 때문에 완전한 금융조직체계를 갖춘 Middle office,  
   Back office의 지원 체계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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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제안된 지배구조 
개선안의 비교 및 평가 06 



 
 

Ⅵ. 기존에 제안된 지배구조 개선안의 비교 및 평가 

 
 

 2008년 7월 정부 입법(안) 

 2012년 12월 7일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안) 

 2012년 1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안) 

 연금재정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와 기금의 연계 체계는 3개안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필요 

위원의 규모는 10인 내외가 적절하다고 봄  
      - 정부안(2008), 김재원의원안은 7인 

  - 김성주의원안은 15인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추천위를 구성하여  

    임명하거나 사전에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금운용  
    전문가를 추천하여 임명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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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존에 제안된 지배구조 개선안의 비교 및 평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인한 국가 재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운용측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조직은 금융전문조직으로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 

 투자 전문 금융조직체계에서는 Front, Middle, Back office 모두가  
   수익률에 연계되어 있음 

 금융조직체계로 전환을 위해서는 공단과의 분리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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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07 



Ⅶ. 개선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 또한 
연금 재정을 책임지는 기구로 격상 시킴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2년마다(현행 5년) 실시되는 국민연금재정추
계를 관장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목표를 설정 

 

 기간별 보험료인상수준을 결정하고 재정목표달성에 필요한 기금운용
의 목표를 제시 

 제도와 기금의 연계가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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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 대표성이 강조된 기구로
서 연금 재정을 총괄하는 만큼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 위주로 구성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제시
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위
험 한도를 결정 

 

 위원에 대한 보상 :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 즉, 캐나
다 CPPIB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사회 위원에 대해  

 연봉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 적극적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발생 
 

 전문소위원회 구성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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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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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기금 운용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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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조직 

• 대표성이 강조된 조직 
•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윈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 
• 국민연금재정추계를 기초로 재정목표 설정 
•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간별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변수 결정 
• 복지투자의 규모, 사업내용 심의∙의결 

인원 • 13인 

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 가입자 대표 6인(근로자 2, 사용자 2, 지역가입자 2) 
• 공익대표 4인 
• 당연직 2인(기재부, 공단) 

상임 • 비상임 

임기 • 3년 연임 

사무국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집행기구 • 국민연금공단(복지투자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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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조직 

• 전문성이 강조된 조직, 상설 독립기구 
•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위험 
한도 결정 및 투자전술에 대한 안건의 심의∙의결 
• 기금공사 사장(CEO/CIO)의 추천과 기금공사 주요 임원의 임면을 최종 결정 

인원 • 11인(위원장 1, 민간위원 8, 당연직 공무원 2) 

위원장 

• 제1안 : 민간전문가로 추천위가 추천한 18인 중 2인을 위원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 (현직 운용업계 종사자 제외)하여 대통령이 임명 
• 제2안 : 위원장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장 후보를 추천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 

• 제1안 : 11인의 추천위원회가 기금 운용 관련 전문가로 학문적 또는 현장  
업무가 풍부한 민간위원 9인의 2배수인 18인을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천된 18인 중 8인을 위원으로 선임 
• 제2안 :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 8인은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되, 사전에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금운용 전문가로 추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 받은 자를 위원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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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상임 • 비상임(1~2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음) 

임기 
• 위원장 포함 위원의 임기는 4년, 중임 가능.  
  (공식적인 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 참여 실적이 80%이상인 경우만 중임 가능) 

사무국 • 별도 사무국 신설 

집행기구 •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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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개선안 

 
 

집행조직, 무자본 특수법인 

기금공사 사장(CEO/CIO), 감사, 6인의 임원 

공사사장은 기금위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자산군과 투자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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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08 



Ⅶ. 결론 

 
 

 [협의의 공공성] 일정 수준의 국공채 매입과 국내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최소화로 볼 수 있음 

 

 [광의의 공공성]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 즉, 세대 간 형평성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음 

 

 기금적립기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위험수준 내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공공성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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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전통자산군(주식, 채권)에서 시장초과수익률(alpha)을 추구하는 것과  
    대체투자를 통해 alpha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함 

 

 전자가 후자에 비해 위험이 높을 수 있음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술적 측면에서 alpha, beta, 스마트베타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전략적 측면에서는 기금의 적립기와   소진기에 적합한 자산배분과 
   허용위험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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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해외에서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 또는 한국계 투자전문가가 많음 
 
 이들을 초빙할 수 있는 조건은 임금수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투자활동을 위해 어떤 종류의 investment service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대상임 
 

 조직 전체가 투자조직화 되어야 하며 투자부서와 투자서비스부서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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