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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수급권 보장에 있
어서 우월한 제도
– 현행 퇴직금제도는 장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 적용 감소, 퇴직

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 확산, 기업구조조정의 상시화 및 이직률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

–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
라 기업 도산 등의 경우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이 취약

–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과 자산
및 운용관리의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수급권 보장에 있어 퇴직
금제도에 비해 우월

이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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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퇴직신탁, 보험 적립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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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단위: 억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
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운영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급여제도 선택 또는 변경시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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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금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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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적격퇴직연금
– 확정급부형태이며 설립 요건 및 비용 저렴으로 주로 중소기업

– 2012년 3월말 폐지 예정

후생연금기금
– 확정급부형태이며 후생연금의 일부분을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

– 운용 실적 저하 등의 문제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행 추세

확정급부기업연금 (DB형)
–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취약 단점 개선 위해 2002년 4월 도입

– 규약형과 기금형이 존재하며 최근 자산운용대상 다양화 추세

확정갹출연금 (DC형)
– 퇴직급여 환경변화와 기업 재무부담 증가 등의 해결을 위해 2001년 10월 도입

– 개인형과 기업형이 존재하며 기업형의 운영구조는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매우 유사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의 운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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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종별 차별적 마케팅

신탁은행
– 기존 고객기반을 강점으로 거래관계가 깊은 대기업 및 관련회사 대상

– 대출담당자의 관계를 이용하는 영업채널

– 인사와 노무 등 경영 과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와 정보 제공

생명보험사
– 전국적인 넓은 영업망 이용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대상

– 전국 영업지점의 법인 담당자를 이용하는 영업채널

– 획일적이고 설명과 이해가 간단한 상품 위주의 공급

증권사
– 소수 우량기업에서 실적을 높이는 영업 전략으로 일본 내 상위 대기업 대상

– 사내 전문가에 의한 전담팀 주도의 영업 채널

– 컨설팅에 의한 맞춤형 상품 공급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후생연금기금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현저
– 199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와 운용 이윤 악화로 기금 운용의 필요성 증대

– 대기업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신탁기능 부재로 인한 신용 불안과 운용 이윤 저조
및 고객별 운용 불가는 등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증대

적격퇴직연금시장의 경우 증권사로의 전환 저조
– 중소기업의 경우 합동 운용으로 인한 운용비용 절감의 편익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정도가 낮음

– 생명보험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하여 적격퇴직연금에서 점유율이 높은 중소
기업을 주로 공략

적격퇴직연금이나 후생연금기금 등의 확정급부형태의 퇴직연금으로
운영되어오다 기금재정 악화와 퇴직급부 회계의 도입으로 확정급부
형태의 퇴직연금이 줄어들기 시작

– 적립기금이 성숙되면서 적립부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 운용 이윤 악화로 기금재정 앟과

– 2004년 4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부회계 도입



업종별 후생연금기금 자산 잔액 점유율

55 54 51 49 48 48 48 53

35 32
29

25 23 20 17 14

10 14 20 27 29 32 34 3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생명보험사

증권업

신탁은행

자료 : 노무라증권연구소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후생연금기금시장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현저
– 199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와 운용 이윤 악화로 기금 운용의 필요성 증대

– 대기업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신탁기능 부재로 인한 신용 불안과 운용 이윤 저조
및 고객별 운용 불가는 등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증대

적격퇴직연금시장의 경우 증권사로의 전환 저조
– 중소기업의 경우 합동 운용으로 인한 운용비용 절감의 편익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정도가 낮음

– 생명보험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하여 적격퇴직연금에서 점유율이 높은 중소
기업을 주로 공략

적격퇴직연금이나 후생연금기금 등의 확정급부형태의 퇴직연금으로
운영되어오다 기금재정 악화와 퇴직급부 회계의 도입으로 확정급부
형태의 퇴직연금이 줄어들기 시작

– 적립기금이 성숙되면서 적립부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 운용 이윤 악화로 기금재정 앟과

– 2004년 4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부회계 도입



업종별 적격퇴직연금 자산 잔액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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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갹출연금시장

확정갹출연금 제도의 경우 가입종업원 수 기준으로 시
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과 보험이 합자한 DCJ와 J-
PEC 두 회사가 가장 높음

업무 제공 형태에 있어서 부분겸업형이 가장 일반적
– 완전겸업형(fully bundled):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에

서 제공

– 분업형(unbundled): 각각의 서비스를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

– 컨설팅이나 기록관련 운영관리업무처럼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서는 업무제휴를 통한 아웃소싱하는 부분겸업형이 가장 일반적

– 손보재팬DC증권만이 유일하게 완전겸업형 서비스 제공



확정갹출연금의 업종별 운영관리기관 점유율

10.121.418.417.012.720.4종업원수

기타은행+보험증권신탁은행은행보험

주 : 2005년 2월말 기준
자료 : 노무라증권주식회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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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겸업형(fully bundled):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에

서 제공

– 분업형(unbundled): 각각의 서비스를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

– 컨설팅이나 기록관련 운영관리업무처럼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서는 업무제휴를 통한 아웃소싱하는 부분겸업형이 가장 일반적

– 손보재팬DC증권만이 유일하게 완전겸업형 서비스 제공



확정갹출연금사업의 금융기관 참여현황

일흥자산운용 등일흥연금 컨설팅일흥 Cordial

다이와주은투신투자고문
다이와증권투자신탁위탁 등

다이와
팬션 컨설팅

다이와연구소다이와증권

동경미쯔비시투신투자고문
동경해상자산운용
일흥 자산운용 등

DCJ미쯔비시

일본생명
일본생명자산운용 등

일본생명일본생명

NRK

삼정자산신탁, 중앙삼정신탁, 주우신탁

사쿠라투신투자고문
삼정생명글로벌자산
삼정해상자산운용 등

J-PEC
住友, 三井

파트너 투신
동양신탁자산운용 등

UFJ은행(개인)
UFJ신탁(법인)

UFJ 신탁UFJ

RESONA은행 등RESONA 신탁은행RESONA

노무라자산운용
노무라401K투자고문 등

노무라 연금 Support & Service노무라증권

제일권은 JP Morgan투신
제일권은자산운용 등

JIS&T

DCPS
미즈호 연금연구소

부사총연, 미즈호신탁
미즈호

손보재팬
손보재팬자산운용 등

손보재팬DC증권손보재팬

운용상품제공기록관련운용관련제도설계

자료 :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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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자료 : 임영재․이중기(2003)에서 인용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Hybrid)

DB플랜 : 연금 급부액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
– 전통적으로 고용주 기여를 중심

– 큰 규모의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이 많음

– 회산 파산의 경우 미적립 채무부분은 PBGC에 의해 보증

– flat amount, flat percentage, fixed benefit amount, unit benefit percentage 
formula

DC플랜 :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액이 각
근로자의 구좌별로 이우러짐

– 고용주의 기여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기여 중심

– 중소 규모의 퇴직연금의 겨우 DC형이 압도적

– 근로자 자산이 자산운영을 선택

– 전직에 따른 이관이 용이하고 미국 주식시장의 꾸준한 주가 상승으로 1992년 이
후 자산규모면에서도 DB형을 압도

Hybrid : DB와 DC 양면의 성격을 갖는 연금제도에 대한 총칭
– Cash balance plan, Floor off-set plan, Age wait profit sharing plan 등



퇴직연금 자산규모와 DC형 및 DB형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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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undamentals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Research in Brief(2004) 



개인퇴직계좌 (IRA)

IRA는 이직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수령 소진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
립될 수 있도록 하는 통산(portability)장치
– 2002년 현재 전체 퇴직자산의 23.8% 차지

IRA로의 전환자산은 성장성과 계좌당 자산 규모가 매우 큼
–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비하여 사무적 비용 및 기록관련 비용 부담이 적음

– 운용자산 기준으로 타 DC플랜에 비해 8배 이상의 수익성

현행 제도상 통산에 있어서 IRA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IRA로의 전환은 연평균 12.3% 증
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 퇴직자산의 분포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Tow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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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IRA)

IRA는 이직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수령 소진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
립될 수 있도록 하는 통산(portability)장치
– 2002년 현재 전체 퇴직자산의 23.8% 차지

IRA로의 전환자산은 성장성과 계좌당 자산 규모가 매우 큼
–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비하여 사무적 비용 및 기록관련 비용 부담이 적음

– 운용자산 기준으로 타 DC플랜에 비해 8배 이상의 수익성

현행 제도상 통산에 있어서 IRA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IRA로의 전환은 연평균 12.3% 증
가할 것으로 전망



운용자산에 대한 연금사업자의 수익성

자료 : Institutional Investor Magazi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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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IRA)

IRA는 이직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수령 소진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
립될 수 있도록 하는 통산(portability)장치
– 2002년 현재 전체 퇴직자산의 23.8% 차지

IRA로의 전환자산은 성장성과 계좌당 자산 규모가 매우 큼
–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비하여 사무적 비용 및 기록관련 비용 부담이 적음

– 운용자산 기준으로 타 DC플랜에 비해 8배 이상의 수익성

현행 제도상 통산에 있어서 IRA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IRA로의 전환은 연평균 12.3% 증
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변화

이제까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경우 특정 유행 상품을 플랜에 편입
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경쟁 전략

–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가격 경재 또한 심화

최근에는 운용관리 특히 자문 역할의 중요성 증대
– 상품제공에서 운용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금융기관 수 감소

– 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문(advisory) 역할 증대

– Key Account 중심의 맞춤형 플랜 제공에 대한 고객 수요 중대

판매채널이 소매시장으로 재편성
– IRA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

–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개인고객에 대한 영업 경험이 경쟁력 원천

– 낮아진 운용관리 수수료와 낮은 고객충성도

상품의 다양성을 또는 규모의 경제 지향의 양분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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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용관리 관련 시장의 조기 선점

제도변경비용의 존재로 운용관리 관련 시장의 조기 선점이
중요
– 연금사업자의 선정이나 퇴직연금 형태의 변경에 노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특히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변경은 매우 힘듦
–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 규약의 변경 등으로 운용관리기관의 이관이 어느

정도 가능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 운용상품 선택으로 운용관리기관 변경이 사실
상 매우 힘듦

운용관리기관이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상품을 제시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장의 조기 선점이 관건
– 반면 상품제공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운용실적 등에 따른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가능할 것



②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 준비

퇴직연금시장 진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초기비용은 상당
–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이 상

당

– 이 외에 전산, 교육, 컨설팅 관련 비용 등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록보관업무에 많은 초기 비용

• 예를 들어 일본 NRK(Nippon Record Keeping)의 경우 4년 100억엔 소요

이에 반해 퇴직연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단기적 시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 준비 필요



③ 제도 변경 대비 업무의 유연성 확보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법규와 이에 따른 미래의 수익성
불확실성이 상당
–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도입 초기의 특성상 DB와 DC의 혼합

형인 Hybrid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상당히 단순한 형태로 도입

– 제도의 안정성 중시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또한 크지 않은 상황

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좀 더 다양한 형
태의 퇴직연금제도가 정비되고 관련 규제와 세제가 바뀔
가능성이 농후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법규 변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속
한 대응 가능성이 시장 장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④ 금융회사 별 역량에 맞는 분야에 선별적 진출

초기 진입비용이 상당하므로 각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관
련 모든 업무 분야에 진출하기 보다는 SWOT 분석 등을 통
하여 자사의 역량에 맞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진출할 필요
– 예를 들어 DC제도와 DB제도 양자를 동일한 가중치로 마케팅 하는 것 보

다 이중 하나를 골라서 주력 업종으로 삼고 진입하는 것이 필요

미국의 경우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DC시장 내에서도 이루
어 지고 있는 실정
– 사업자 세그먼트 별 다양한 요구사항과 해당 사업자 별 다양한 근로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존재

–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한 두 개 정도의 사업자 세그먼트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그 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세그먼트 별 차별적인 전략 수행



미국 401(k) 플랜의 사업자 성향

자료 : IBM Financial Services Sector

요구
사항

시장

규모

시장

특성

저렴한 수수료

표준화된 연금 제도

내부 운용 효율화의 집중

표준화된 연금 제도

사업자 특화 연금 제도
도입 증가

외부 전문 고객 서비스
활용

고도화된 내부 운용 시스템

사업자마다 특화된 연금
제도 설계

다양한 상품군을 포함

5,482,724개 회사88,130개 회사8,323개 회사

100인 이하 사업장 대상

25% 이하가 가입하고 있어
높은 성장이 기대

소규모로 인한 운영상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적 운영 모델이 필요

100~999명 사업장 대상

35%~65%가 가입

Large Plan Market 대형
연금 사업자들과 기존
Medium Plan Market 중소
형 사업자들 간 경쟁 치열

1,0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초대형 기업(5,000인 이상)
은 거의 모두가 가입

대형 연금 사업자들은
Medium Plan Market
으로까지 진출 확대

Small Plan MarketMedium Plan MarketLarge Plan Market



⑤ DC와 IRA  장기적 성장을 고려한 전략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DB가 주류를 이룰 것
– DB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매우 유사

– DC는 상대적으로 생소하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 및 운용 손실
우려 등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

장기적으로는 DC의 성장 예상
– GM등 외국 기업 사례에서 보여지는 DB형의 문제점

– 중소, 영세사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산업 구조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IRA역시 중요성 증대 예상
– 근로자의 이직률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 (4년 5개월 평균 근속연수와 한

달에 평균 12만 ~ 15만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있음)

– 퇴직연금 시장 성숙에 따라 B2B마켓보다 B2C마켓의 성격이 더 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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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

퇴직연금 사업은 비이자 부문 수익률을 높여 경쟁력
확보 위한 좋은 대안
– 장기적인 저금리 현상과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은행들간의 경쟁 치열

– 예대 마진 중심의 수익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 한계

–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또한 퇴직연금 사업은 은행에 장기적인 안정적 수익
원 제공
–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과 같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

– 장기상품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 가능

은행의 SWOT 분석



은행의 SWOT 분석

WW
약점약점

OO
기회기회

SS
강점강점

TT
위협위협

보험사에 비해 연금에

대한 판매경험 부족

퇴직연금수리 부문 취약

으로 DB형 경쟁력 부족

연금 제도 설계 및 인력의

경쟁력 부족

고용 유연화,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DC

형 활성화 시 시장 점유

율 확대 가능

선호에 따른 다양한 투자 상품 제공 가능

상당한 리스크 관리 능력 확보

은행지점을 통한 전국적 영업망 확보

안정성을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영업 활동 등을 통해 쌓은 기업들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큰 자본력 보유로 장기투자 가능

종신연금 등 장기성 연금상품 선호도 증대

로 보험회사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

근로자의 위험회피 성향과 감독 정책의 안정성

중시 경향으로 DB형 제도 선호 유지 가능성



전략 : DC형 위주의 시장 공략에 우선 주력

SWOT분석에 따르면 은행은 DB형보다 DC형에 강점
– DB형은 연금수리와 제도설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험업의 경험이 없는 은

행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경쟁력 획득이 곤란

– DC형의 경우 상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관건이나 은행의 경우 신인도와 안
정성이 뛰어나고 예금과 투신상품 등 다양한 상품의 제공이 가능

장기적으로도 연금시장에서 DC형과 IRA의 비중 크게 증가 예상
– 단기적으로도 최근의 적립식 펀드 급증에서 보듯이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

퇴직금제도에서 DC로 전환 시 새로운 운영관리기관 선택 가능성
– 일본의 경우 후생연금기금 등의 확정급부형 제도에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전

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확정갹출연금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선택

중소기업, 이직률이 높은 기업, 신생기업, 서비스업 등을 위주로 접근
– 한 회사 내에서 복수제도도 가능하므로 대기업도 함께 공략



신규제도 이행 주요 기업의 운용관리기관

자료 : 노무라증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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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DC형 위주의 시장 공략에 우선 주력

SWOT분석에 따르면 은행은 DB형보다 DC형에 강점
– DB형은 연금수리와 제도설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험업의 경험이 없는 은

행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경쟁력 획득이 곤란

– DC형의 경우 상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관건이나 은행의 경우 신인도와 안
정성이 뛰어나고 예금과 투신상품 등 다양한 상품의 제공이 가능

장기적으로도 연금시장에서 DC형과 IRA의 비중 크게 증가 예상
– 단기적으로도 최근의 적립식 펀드 급증에서 보듯이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

퇴직금제도에서 DC로 전환 시 새로운 운영관리기관 선택 가능성
– 일본의 경우 후생연금기금 등의 확정급부형 제도에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전

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확정갹출연금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선택

중소기업, 이직률이 높은 기업, 신생기업, 서비스업 등을 위주로 접근
– 한 회사 내에서 복수제도도 가능하므로 대기업도 함께 공략



기업 규모별 DB, DC 가입자 비율 변화 추이

자료 : GAO(미의회 회계감사원) 

종업원수규모

가입자비율

1984년

1993년

６０％

１３％



산업별 DB, DC 가입자 분포

주: 1999년 기준
자료 :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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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DB, DC 플랜 수 분포

주: 1999년 기준
자료 :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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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사

퇴직연금 사업은 전후방 영업유발 효과가 큰 신규사
업
– 기업복지 및 근로자 노후 대비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개인연금, 건강

보험, 자동차보험 등 복지시장 공략이 용이

– 수익증권,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상품의 취급 및 신탁업 진출 등 사업
영역 확대의 기회 제공

또한 퇴직연금 사업은 선진 금융기법 및 운영노하우
축적 기회 제공
– 판매조직의 토탈 리스크관리 및 재무컨설팅 역량 강화

– 기업의 리스크 및 재무 관련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군 구비 등
의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

보험사의 SWOT 분석



보험사의 SWOT 분석

WW
약점약점

OO
기회기회

SS
강점강점

TT
위협위협

은행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상품제공

리스크관리 능력 및 자산

운용기관 이미지 취약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력

DB형 선호도 우위

규제감독정책의 안정성

중시 경향

종신 연금 등 장기성

연금상품 선호도 증대

다년간의 대규모 자산운용 경험

노후생활 보장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기존 퇴직보험의 단체 영업력 활용 가능

연금상품 설계 인프라 구축

퇴직연금수리 부문 조직운용체제

DB형 퇴직연금에 강점

점진적으로 수익성 중시 규제감독정책

으로의 전환 예상

최근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긍정적

인식 증가



전략 : 초기 DB형 시장 선점, 장기 DC 시장 확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존 퇴직보험자산을 타 금융기관에 빼앗기지
않고 자사 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유도

– DB형 퇴직연금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 컨설팅 능력 배양

성장기반으로서 DC형 퇴직연금 유치 위한 장기적 차원의 마케팅
–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의 제공을 위해 이율보증형(GIC), 금리연동형의 원리금 보장

형 상품과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타금융사의 인기 운용상품도 같이 편입

– 상품 판매를 위한 타 운용관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 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전문가 양성,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등으로 자산운용 능력
의 적극적 배양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개별서비스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중소기
업 중심의 완전겸업형 서비스제공 전환

– 일본과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 감소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

– 완전겸업형 서비스 제공, GIC형 중심의 상품개발, 정형화된 규약 작성 등

– 일본의 경우 종업원 투자 교육 및 강사 양성에 주력



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사업은 증권사에 다변화된 수익원 제공
– 국내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원 제공

증권사의 SWOT 분석

증권사 전략 : DC 운영관리기관 역할에 집중
– 현 증권사의 펀드 판매 업무가 운영기관의 상품제시 업무와 동일

– 그러므로 판매 채널로는 은행에 뒤지지만 높은 수익률과 타 금융기관에 비해 저
렴한 비용을 강조할 필요

– 퇴직역금 성숙기에는 주요 고객이 기업주 중심에서 일반 개인 고객중심으로 바
뀔 것이므로 위험도 및 투자 자산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활용 가능

자산운용사 전략 : DC형의 투자수단 제공 및 DB형의 기금 운용 위탁
업무

– 장기적으로는 은행 및 보험사들은 퇴직연금이 관리 및 운영에 전념하고 기금운
용은 자산운용사에 위탁시키는등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증권사의 SWOT 분석

WW
약점약점

OO
기회기회

SS
강점강점

TT
위협위협

대외 신인도 및 규모면

에서 열위

은행, 보험사와 같은 영업

네트워크 부재

적립식 펀드 활성화

증시 호황

DC운용에 있어서의 line up에 강점운용 및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등의 경험

증시 등 주변환경 여하에 따른 가입자의

위험 성향 증대 가능성
DB형 선호 지속 가능성



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사업은 증권사에 다변화된 수익원 제공
– 국내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원 제공

증권사의 SWOT 분석

증권사 전략 : DC 운영관리기관 역할에 집중
– 현 증권사의 펀드 판매 업무가 운영기관의 상품제시 업무와 동일

– 그러므로 판매 채널로는 은행에 뒤지지만 높은 수익률과 타 금융기관에 비해 저
렴한 비용을 강조할 필요

– 퇴직연금 성숙기에는 주요 고객이 기업주 중심에서 일반 개인 고객중심으로 바
뀔 것이므로 위험도 및 투자 자산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활용 가능

자산운용사 전략 : DC형의 투자수단 제공 및 DB형의 기금 운용 위탁
업무

– 장기적으로는 은행 및 보험사들은 퇴직연금이 관리 및 운영에 전념하고 기금운
용은 자산운용사에 위탁시키는 등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라. 금융그룹

금융그룹을 이용한 내부시너지와 외부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공유 등의 자원 공동 활용에 의한 비용 절감 도모

– 고객의 공유, 브랜드의 공유, 유통망의 공유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확장시킴으
로써 교차판매 등으로 수익 창출

– 예를 들어 그룹 내 은행과 보험사 존재 시 유통과 제조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취
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상호 시너지 효과 기대

– 또한 완전겸업형 서비스 체계 구축에 용이

그룹 내 퇴직연금 전담 독립자회사 설립 고려
– 그룹 내 계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 객관적인 상품구성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영업 및 마케팅 업무는 개별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원화된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운용관리, 컨설팅, 교육관리, 콜센터 운용 등 업무는 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함으로
써 그룹 내 업무 중복을 피하고 운용의 일원화 도모

그룹 계열사 상품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상품 제공
– 운영관리기관 선정 시 노조 등도 함께 참가하므로 퇴직연금 상품구성(line up)이

매우 중요

– 일본의 예 : 주우신탁은행 / 일본생명 v.s. 손보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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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금융회사 대응전략의 기본방향
– 운용관리 관련 시장의 조기선점

– 장기적 관점에서의 업무 준비

– 제도 변경 대비 업무의 효율성 확보

– 금융회사 별 역량에 맞는 분야에 선별적 진출

– DC와 IRA 장기적 성장을 고려한 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 은행 : DC형 위주의 시장 공략에 우선 주력

– 보험사 : 초기 DB형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DC형 시장 진출

– 증권사 : DC형의 운영관리기관 역할에 집중

– 자산운용사 : DC형의 투자수단 제공과 DB형의 기금운용 위탁

이와 더불어 각 금융회사들은 정부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
도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제도임을 근로자와 기업에게 설득시키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

– 이를 통하여 퇴직연금시장 규모 자체를 더 크게 하는 노력을 병행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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