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생중계

한국증권학회, 대신송촌문화재단, KB증권

공동 정책심포지엄

생애주기와 연금자산 관리

2021. 11. 24. (수) 14 : 00

On-line(YouTube) : https://youtu.be/XT6_TMsbko4

초대의 말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과 재도약을 바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어 가는 가운데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증권학회는 대신송촌문화재단, KB증권과 『생애주기와 연금자산 관리』를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감염병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코로나사태 이후로
국가ㆍ사회ㆍ경제 부문에서 구조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비대면, 자동화, 자율기계,
초연결, AI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도래한다면, 고령화에 더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에서도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 지고, 그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생애 주기와 가계의 연금 자산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생애 주기를 감안한 연금 자산 관리는 개인과
가계, 나아가 국가에도 중요한 주제이며, 연금 자산 운용의 수단을 제공하는 자본시장과도 상호 작용하는 기제가 될 것입니다.
금번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의 깊고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금번 행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오니, 계신 곳 어디에서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한국증권학회 회장 박광우 – 대신송촌문화재단 –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김성현

프로그램

진행 : 조용민 (고려대학교 교수)

14:00 ~ 14:05

개회사

박광우 (한국증권학회 회장)

14:05 ~ 14:15

환영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구희진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14:15 ~ 14:20

축 사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14:20 ~ 14:50

주제발표1

타겟데이트펀드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박희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4:50 ~ 15:20

주제발표2

연금자산에 대한 ESG 적용 사례연구와 운용성과 실증 분석
김유성 (KB증권 투자솔루션센터 상무)

15:20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패널토론

사회자 :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서동필 (신협 해외투자팀장)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문의 한국증권학회 TEL : (02) 783-2615, E-mail : ksa2615@chol.com

주최–

※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