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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020년 6월 12일(금)에 “연기금의 대체투자: 가치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저금리 환경의 지속에 따라 

대체투자자산의 시장규모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PwC는 2020년 글로벌 연기금의 규모는 

약 5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중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규모는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의 규모도 2010년 이후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초 기준 약 230조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과 부실투자의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대체투자의 수익성은 2010년 7%대에서 2019년에는 3~4%대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부실화된 투자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는 대체투자의 가치와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투자구조와 비대칭적 정보, 낮은 유동성, 다양한 투자유형 등은 가치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확한 평가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연기금 대체투자의 경쟁력, 나아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입자의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 연기금의 대체투자의 현황과 전략, 

가치평가, 그리고 리스크관리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연기금의 자산운용에서 대체투자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본 정책심포지엄은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있고 뜨거운 토론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통찰력있는 혜안과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가 향후 

한국 연기금과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나아가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자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한국재무학회 회장 박 종 원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 영 석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 KOREAN FINANCE ASSOCIATION

모시는 글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30
개회사 : 박종원 회장(한국재무학회)

           박영석 원장(자본시장연구원)

축   사 : 윤석헌 원장(금융감독원)

주제 발표 및 토론

14:30 ~ 15:00

주제 발표 Ⅰ 

대체투자의 현황과 주요 과제
- 발 표 : 이성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15:00 ~ 15:30

주제 발표 Ⅱ 

대체투자 유형별 벤치마크 설정과 가치 및 성과 평가
- 발 표 : 박대준 부대표(삼일회계법인)

15:30 ~ 16:00 

주제 발표 Ⅲ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사전적 접근의 중요성
- 발 표 : 오지열 교수(한양대학교)

16:00 ~ 16:10 Coffee Break  

16:10 ~ 17:30

패널 토의

- 사회자 : 정진호 교수(고려대학교)

- 토론자 :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경식 국장(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이수철 상무(NH투자증권)

장경덕 논설 실장(매일경제) 

장동헌 부이사장(행정공제회 기금운용본부)

최시열 본부장(한국자산평가 투자서비스본부)

17:30 ~ 17:50 토론의견 수렴 및 청중 질의응답

사회자 : 장   욱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연기금의 대체투자 : 가치평가와 리스크관리◀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찾아오시는 길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금융투자교육원 12층)

TEL  02-2003-9921   FAX  02-2003-9979
E-mail  office@korfin.org
Homepage  www.korfin.org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입구역(5번 출구) 하차

               4호선 명동역 하차(6, 7번 출구)

▶ 버   스 : 을지로입구 하차

    - 간선 (파랑) :  100번, 105번, 152번, 202번, 261번, 472번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9, 10, 18, 19층) 

TEL  (02) 3771-0600     

Homepage  www.kcmi.re.kr

남대문 세무서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사거리

동양생명

외환은행 
본점

명동성당

기업은행
본점

로얄호텔

명동

은행회관

은행회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명동1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