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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시  5,9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도보 5분

버스 이용시 : 전경련회관
일반 10, 11-1, 11-21, 831, 881, 88-1, 510, 530  간선 160 162 360 503 600 662 N16
지선 5012, 5615, 5618, 5713, 6513, 6628, 6654  좌석 301, 320, 700,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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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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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행사일정

주제 발표 및 토론 

토론의견 수렴 및 청중 질의응답16:50 ~ 17:00

Coffee Break15:20 ~ 15:30

14:00 ~ 14:20
개회사 박영석 원장(자본시장연구원)

           박래수 회장(한국재무학회)

14:20 ~ 14:50

주제 발표 Ⅰ

연기금 장기자산배분과 Reference Portfolio 설정 및 체계

- 발 표 : 이준행 교수(서울여자대학교)

14:50 ~ 15:20

주제 발표 Ⅱ

레퍼런스포트폴리오의 의의와 활용
- 발 표 :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15:30 ~ 16:50

패널 토의

사회자 위경우 교수(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이수철 상무(NH투자증권)  

           이재현 교수(숭실대학교)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채   준 교수(서울대학교)

 사회자 강윤식 교수(강원대학교)

시 간 내 용

공적기금의 레퍼런스포트폴리오 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한국재무학회 ·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전략적자산배분(SAA)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자산배분의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포트폴리오(norm portfolio)로 기능하는 레퍼런스포트폴리오는 정기적인 

재정추계에 기반하여 장기투자를 하는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2025년에는 1,0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2042

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기금운용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레퍼런스포트폴리오 체계 구축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도입을 미루기 힘든 중차대한 

과제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 사례는 70여개에 이르는 국내 공적연기금의 벤치 

마크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논의와 

혜안이 모아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재무학회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포르 

투자청(GIC), 뉴질랜드연기금(NZSF) 등 해외 연기금의 레퍼런스포트폴리오 운용프로 

세스 및 구축 사례 소개와 더불어 국내연기금에 적합한 레퍼런스포트폴리오 체계의 

도입과 그 활용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각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모쪼록 이번 공동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국내 연기금에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운용프로세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4월 15일

자본시장연구원장 박 영 석
한국재무학회장 박 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