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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도입 필요성 

■ 공적 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역할 저조 

(단위: 천명, 십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OECD(2011) 

 공적 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사적연금 가입률 : 퇴직연금 18%, 개인연금 12% 불과  

국민연금 재정추이 전망 주요국의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구분 2013년 2020년 2014년 2060년 

가입자수 20,396 20,367 16,823 13,573 

연금수급자수 2,656 3,881 9,743 14,475 

보험료수입 32,135 54,073 141,595 263,375 

연금급여지출 14,032 33,487 212,563 6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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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권고소득대체율 실질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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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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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7.0% 2층 

개인연금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 

 Ⅰ. 도입 필요성 

 저소득층(예. 2천만원 이하) 개인연금 가입률 : 1.2%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 8.2% 수준 (2013년 기준) 

   주: 개인연금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적격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국세청(2013), 국세통계연보 
자료: 류건식(2013)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 개인연금의 사각지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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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Ⅰ. 도입 필요성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빈곤률 완화 

 공·사간 유기적 역할분담 도모 

■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의 도입 필요성 증대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주: : 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기초로 소득계층을 분류함 

자료 : 정원석(2015), 

구분 
1차조사 

(2004년) 
이동 

4차 조사 (2010년) 

빈곤 중위 상위 

빈곤 
720 

(40.0%) 
 

578 
(32.1%) 

138 
(7.7%) 

4 
(0.2%) 

중위 

866 
(48.0%) 

 
458 

(25.4%) 
390 

(21.6%) 
18 

(1.0%) 

이동률 52.9% 45.0% 2.1% 

상위 
216 

(12.0%) 
 

43 
(2.4%) 

141 
(7.8%) 

32 
(1.8%) 

합계 
1802 

(100%) 
 

1079 
(59.9%) 

669 
(37.1%) 

54 
(3.0%) 

자료: : OEC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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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체계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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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iester) 오스트리아 (PZV) 영국 (NEST) 프랑스 (PERP) 

적립금보증 

(원금보증)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수급방법 

• 늦어도   85세까지 

  종신연금 

 - 3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 종신연금: 비과세 

 - 일시금: 보조금 반액 

     반환 및 과제 

• 75% 종신연금 

 - 일시금 25%까지  

     비과세 

• 종신연금 

 - 20%까지 일시금   

    수령가능 

가입형태 임의가입 임의가입 자동가입 임의가입 

정부지원 

•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 보조금과 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 적용 

보조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제도운영 

(디폴트옵션) 
설정의무 없음 설정의무 없음 설정의무 있음 설정의무 없음 

 Ⅱ. 운영체계 및 성과 

 보완형 연금 도입  저소득층 노후보장 강화  정부의 고령화리스크 감소  

■ 독일 등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가시화 

자료: 한국보험학회 한일 특별세미나 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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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운영체계 및 성과 

■ 리스터연금 가입대상 

 공적연금 급여삭감분 보완 목적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 

 부부 중 한명만 리스터연금 대상자 : 배우자 보조금 간접수령 (직업무관) 

보조금 수급대상 (가입대상) 보조금 미수급대상 (미가입대상)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직업훈련생, 직업군인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상 소득의 수령인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과 병역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 

 공적연금가입이 의무화된 자영업자 (공예가, 조산사, 배달원, 예술가) 

 피고용인 같은 자영업자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간호직원 

 저소득 근로자 (월수입 4000~800 유로) 

 시간제 근로자 (월수입 400 유로 미만)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환자 

 장애, 취업불능 

 조기퇴직연금, 질병수당, 생계수당 수급자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직역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연금 임의가입자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 유로 미만)이며,  

사회보장체계 면제에 응한자 

 완전노령연금 수령자 

 사회부조금이나 복지혜택 수령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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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운영체계 및 성과 

■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정부보조금 정액(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보조금 300유로), 소득공제 2100유로 

 정부보조금만으로 노후보장상품 가입 방지  최소기여금액 60유로 설정 

보조금  및  소득공제 최소기여금 

 구분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이상  

2002년-

2004년 
 45 유로  38 유로  30 유로 

2005년 

이후 
60 유로 

   주:  1) 26세 이전 취업 시 200유로 취업보너스 지급 

         2) 기여율은 전년도 소득대비 비율임 

자료: BMAS 

기본 

보조금 

자녀보조금 
최소 

기여율 

소득 

공제 

한도 
2008년 

이전 출생 

2008년 

이후 출생 

연간 

154유로 

연간 

185유로 

연간 

300유로 
4% 

연간 

2,100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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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운영체계 및 성과 

■ 저소득, 다자녀 가구 유리 : 고소득층 보조금과 소득공제 이중혜택 방지 

 연간소득 500유로 이하, 자녀 2명 가입자 : 전체보험료 중 지원금 비중 92% 

 연간 10만 유로, 독신 : 전체보험료 중 지원금 비중 44% 

4인 가족 (두자녀 부부) 무자녀 독신자 

(단위: 유로)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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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준 내용  기타 

급여지급 
- 60세 이전 급여지급 금지( 2012년 이후 계약은 62세) 

- 연금급여에서 남녀차별 금지 

재활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상품가능 

원금보장 -  급여개시시점의  축적자금은  최소한 납입보험료  이상일 것 
재활급여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가입 시 보장금액 15%감소 

연금지급 

-  종신연금 또는 인출계획에 따라 확정분할지급을 받고 늦어도 

    85세부터 일정자금을 바탕으로 종신연금을 지급받는 형식 

-  축적된 자금의 30%까지 일시금 수령가능 

1년치 지급가능 

사업비규제 -  사업비는 최초 5년간 균등부과 계약기간 동안 정률 공제 시 제외 

가입자권리 -  연금지급기간 전 일시정지, 해약, 이전할 수 있는 권리부여 

 Ⅱ. 운영체계 및 성과 

■ 상품인증 기준 

 연방금융감독청(2010년 이후 국세청)이 심사 및 인증시 보조금 지원 

 2004년 이후 상품인증기준 5개 조항으로 간소화 (이전 인증기준 총 11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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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연금 정부보조금 신청절차 

자료 : 齋田温子(2009) 

 Ⅱ. 운영체계 및 성과 

■ 가입 및 보조금신청 절차  

 가입자  보조금 신청 (금융회사)  신청서류 송부(보조금사무국)  송금 

 국세청: 보조금 등 세제혜택 적용 가능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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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운영체계 및 성과 

■ 계약건수 및 가입률 

 도입초기(2002년) 340만건  2015년 1/4분기 1,631만건 

 저소득, 다자녀 가구 가입비율 증가 : 저소득계층 노후안정에 기여 

계약건수 가입률 

자료: BMAS 

주택연금: 
1.411 

투자회사: 
3.082 

은행 : 
0.813  

보험회사 : 
11.009 (단위: 백만

건) 

자료: Allianz(2013) 

소득 
수준 

자녀 

연령별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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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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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적용방향 (예) 

■ 가입대상 및 보조금 

적용방향 비고 

기존연금저축 가입자 이중가입제한 

가입대상 

소득의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동일기준) 

공적연금 당연가입 대상자 

 기본보조금: (예) 연간 본인 10만원 

 자녀보조금: (예) 연간 자녀당 15만원 

보 

조 

금 

보험요율 

형태 

소득공제의 과다혜택 방지 

보조금 전액수급을 위한  

보험요율 

미가입자 제외 

최소자기 부담금 운영  

(예) 10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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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적용방향 (예) 

■ 인증기준 

보험회사, 은행, 자산운용기관, 우체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적격상품 인증은 금융감독원 수행 

국민연금과 동일 - 

적립액의 30% 한도 근퇴법 적용 

종신연금 의무화 일정연령 확정지급 + 종신상품구매 

유족, 장애보장 특약 가입 의무화 

연금개시시점 가입자가 기여한 원금보장 

사업비 상한을 법령에 의해 규제 

중도해약 시 보조금 전액 회수 

- 

- 

신계약비, 유지비, 관리비 

본인기여분, 수익분 : 기타소득세 

적용방향 비고 구분 

상 

품 

운 

용 

판매기관 

인증검사 

수급개시 

중도인출 

지급형태 

특약유무 

최소급여 

사업비 

해지패널티 



KIRI 보험연구원  18 

Ⅳ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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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도입효과 

■ 소득대체율 개선 

 평균 9.5%의 소득대체율 효과(40년가입), 노령연금과 연계시 국민연금 60% 보장 

 저소득층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자녀 수에 따라 13.0 ~ 24.7% 수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주: 지원금비중 = (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세제혜택)/ 보험료 

자료: 김원섭, 강성호 연구결과 

구분 

무자녀 독신 가구 두자녀 독신 가구 

소득대체율 지원금 

비중 

소득대체율 지원금 

비중 전체 국민연금 개인연금 전체 국민연금 개인연금 

표준 

소득 

월액 

(만원) 

22  112.96  100.0  13.0  63.6 124.74  100.0  24.7  81.0 

113  62.03  52.6  9.5  17.0 62.03  52.6  9.5  41.2 

197 48.92  39.4  9.5  14.5 48.92  39.4  9.5  23.6 

254 44.96  35.5  9.5  15.7 44.96  35.5  9.5  18.3 

360  40.93  31.5  9.5  16.1 40.93  31.5  9.5  14.8 

전체 59.94  50.5  9.5  18.6 60.01  50.5  9.5  38.2 

인증제 개인연금 소득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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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도입효과 

■ 노후빈곤율 개선 

 노후빈곤율 완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효과 존재 

 국민연금만 존재 : 61.2~79.9%  정부지원 개인연금 도입 : 28.0~32.7%  

노인빈곤율 추정 

자료: 조재훈, 양성문 연구결과 

국민연금 

연도 

연금지급 

개시연도 
최저생계비 

노인빈곤율 (절대빈곤율) 

국민연금만의 노후소득 국민연금 + 정부지원개인연금 

2006 2041 4030 61.2 28.0 

2007 2042 4210 65.5 30.4 

2008 2043 4399 68.2 31.2 

2009 2044 4596 70.3 31.8 

2010 2045 4802 73.0 32.2 

2011 2046 5017 74.8 32.1 

2012 2047 5242 75.7 32.6 

2013 2048 5477 76.7 32.4 

2014 2049 5722 78.1 32.0 

2015 2050 5978 79.9 32.7 

(단위: %) 





류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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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  

Ⅰ.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OECD 국가의 고령화 속도 고령화와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주 : 터키(2009), 일본(2010), 멕시코, 칠레(2011)를 제외한 국가는 2013년 실적임 

(단위: 년) 

2013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 GDP 대비 9.8%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사회보장위원회(2014) : 2060년 국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9.0% 전망 

(단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일정수준에 도달한 연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7% 14% 

2018 

1970 1994 

1932 1972 

1929 1976 

2000 

20% 

2026 

2006 

2012 

2021 

스웨덴 1887 1972 2012 

구분 

도달기간 

714% 

24 

40 

47 

18 

1420% 

8 

12 

40 

45 

85 40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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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확대와 노후소득 미흡 

Ⅰ.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소득계층별 변화 추이 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추정 

(단위: %) 

   주 :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은 각각 중위소득 50%미만, 50~150%, 150%이상 계층을 의미  
자료 : 통계청(2014), 가계동향조사 

소득양극화 심화 : 저소득계층 비중 확대 추세 (1990년 7.1%  2013년 11.8%) 

현행 소득보장체계에서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노후소득 위험 증가 

   1, 2분위의 경우 법원기준 최저생계비에 미달  공·사 소득보장체계 개편 필요 

   주: 법원기준 최저생계비 = 정부기준 최저생계비×1.5 
자료: 이태열 외(2014)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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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여력 부족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한계 

Ⅰ.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주요 생산요소 증가율의 장기전망 

잠재성장률 감소(장기적으로 1~2% 수준)로 복지재원 마련 한계  

노동,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 성장동력 약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투자부진 장기화로 자본스톡 증가율 감소 

자료: 이태열 외(2014) 

-10

0

10

20

30

1971 1979 1987 1995 2003 2011 2019 2027 2035 2043 2051 2059

자본스톡 

생산가능인구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0.0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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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공사간 유기적 협력 강화 긴요 

   사회안전망 = 공적안전망 (협의의 사회안전망) + 사적안전망 

소득계층별 사적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등을 고려한 저소득층의 사적안전망 역할 논의 필요 

Ⅰ. 소득복지 환경과 공사역할분담 필요성 

저소득계층 (소득 1, 2분위)  중소득계층 이상 

의의    공적안전망의 보완적 역할  공적안전망의 완충적 역할 

역할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제고  저소득층으로 하락방지 기능  

소득복지 환경 고려 시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 노후보장 제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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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1. 취약계층의 연금가입 측면 

구분 협의 광의 

소득 

기준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저소득 근로자 ● 

저소득 자영업자(비근로자) ● 

저소득 베이비 부머 ● 

미가입자 

기준 

전업주부 ● 

대학생 ● 

군인 (직업군인 제외) ● 

사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적연금 취약계층은 확산되는 추세 

   사적연금 취약계층 = 저소득계층 + (비자발적) 미가입계층 

소득 1, 2분위의 연금상품 보유율은 각각 1.6%, 13.3%에 불과 

※ 잠재적 취약계층 추정결과 3분위의 15.6%가 2분위(저소득층)로 이동 [부록 참조] 

사적연금 취약계층 유형 소득분위별 연금상품 보유 현황 

   주 : 1) 연금자산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연금부채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의미함  
        2)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부채로 분류됨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3),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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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측면 

연금 가입률 및 유지율 현황 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십만명, %) 

독일, 미국 등과 비교시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계약유지율 또한 미흡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은 개인연금 가입혜택을 누리지 못해 사각지대화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에 불과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개인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영국 미국 독일 한국 

18.1% 24.7% 35.2% 12.2%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10차년도 

95.5% 86.0% 72.4% 52.4% 

자료 : OECD(2011,2014) 

자료 : 금융위원회(2014)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주: 개인연금 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적격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국세청(2013),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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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 측면 

회사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정부안)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은 현저히 낮은 수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 : 11.1%에 불과 

※ 정부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가입유도 제시 (14년 8월 27일)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주 : 도입비율 = 도입사업장수 / 전체사업장수 
자료 : 고용노동부(2014), 퇴직연금 통계 

구분 세부 내용 

 대상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지원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  

    저소득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의 10% 

 (자산운용수수료 지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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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지수 은퇴준비 부족의 원인 

1-3.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연금가입 측면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주 : 비재무영역으로는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등이 포함됨. 
자료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3) 

(단위: 점) 

50대 이상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노후대비 미흡 

   50대 노후준비지수 중 재무준비지수는 32.8점에 불과 

※ 미국, 호주 : 중·장년층에 추가세제혜택(추가 기여플랜)으로 연금가입 유도  

자료 : 보험연구원(2013)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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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대한 투자교육 부진  투자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운용 대책 미흡 

취약계층 대상 제도운영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경험 실태 

 취약계층(영세사업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교육 부진 

  투자지식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우려  

 투자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운용대책 미흡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미흡 

투자 

교육 

자산 

운용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자료: 금융감독원(2012) 

(단위 : %) 

2. 취약계층 중심 제도운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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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00인 기업중 79개사 재무정보를 조사한 결과임 
자료: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사전적 수급권보호 취약 : 책임준비금의 60%미만만 사외적립하는 기업 상당수 

사후적 수급권보호 미비 : 최대 3년간 퇴직급여 보장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속년수(4.8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 수급권 보호와 괴리 

연금수급권 보호장치 문제 확정급여형 기업의 적립비율 

(단위 : 개소) 

적립비율 60%미만 기업 

구분 제반문제 

사전적 

수급권 보호 

최소적립 수준 

(기준책임준비금) 

최대 30%의  

미적립채무 발생 

적기시정조치 
선진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괴리 

사후적 

수급권 보호 

채권자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3년 보장으로 실질적 

수급권 보호에 한계 

3. 연금수급권 보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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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연금전환방식 비교 취약계층 관련 세제 

저소득층을 고려한 연금소득 관련 세제 미흡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차등화 추진 (2014년 연금세제 개편안) 

저소득계층(고령층 포함) 대상 연금상품개발 및 연금전환방식 부재 

※ 2014년 6월말 퇴직급여 형태별 지급현황 : 연금수급자 2.7%에 불과 

직종 등 

속성별 

차등화 측면 

소득계층별 

차등화 측면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소득수준별  

  과세 (연금세제개편안) 

 연금소득세 : 계층별 세액공제율 미차등 

 가입자 특성별 차등화 미흡 

  (미·일 등: 직종별,연령별 차등화) 

         유형 

  국가 

일시금 허용 

칠레 

영국 

스위스 

미국 DB 

전부 일부 

의무 

전환 

디폴트 

연금전환 

연금지급기간 

확정 종신 

자발적 선택 

프로그램 

허용 

미국 DC 규제 없음 

4. 연금전환대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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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가입 

연금전환 
대책 

수급권 
보호 

 연금수급권 보호 제약 

•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 미흡 

연금전환대책 미흡 
• 저소득계층의 연금전환대책 부진 

• 연금세제지원 미흡 등 

취약계층 연금가입 저조 

• 저소득계층 개인연금가입 미흡 

•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부진 

• 저소득 베이비부머 연금사각지대화 

  
취약계층 

 문제 

Ⅱ.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 및 문제 

사적연금 취약계층 문제 요약 

제도 
운영 

취약게층 중심 제도운영 한계 
• 안정적인 연금재원 확보 미흡 

• 저소득층 투자교육 저조 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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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류건식(2013)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연금 역할분담 체계로 전환 

   1970년대: 복지황금기(공적복지중심), 1980년대 이후: 공적 중심의 소득복지체계 지양 

OECD 국가 : 4개의 방향으로 연금개혁 추진 (공통점은 공적연금 축소) 

공적연금 급여수준 인하 

수급기간 조정 

4대 
트렌드 

사적연금 활성화 

과감한 세제혜택부여 

 
 
 

강제사적연금 도입  

사적연금 가입 의무화  

공적연금 일부/전부대체 

         민영화, 적용제외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공사연금개혁 트렌드 (OECD국가)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체계 

연금개혁 트렌드 : (1) 공사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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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트렌드 : (2) 사적안전망 강화 

대체기능 중심의 사적연금 역할 사적연금제도 의무화 국가 

부분적(파라메타적) 개혁에서 전면적(패러다임적) 개혁으로 점진적 전환 

   부분적 개혁 : 보험료 인상, 지급액감소 등,  전면적 개혁 : 민영화, 적용제외 등 

사적안전망 강화 : 고령화 영향 등으로 보완적 역할에서 대체적 역할 담당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국가 
가입 

강제여부 
사적연금 
역할 

국가 
가입 

강제여부 
사적연금 
역할 

미국 임의 보완 영국 임의 
적용제외 
보완 

일본 임의 
적용제외 
보완 

독일 임의 보완 

스웨덴 법정강제 부분대체 프랑스 법정강제 부분대체 

호주 강제 완전대체 캐나다 임의 보완 

네덜란드 강제 부분대체 덴마크 강제 부분대체 

핀란드 강제 부분대체 이탈리아 임의 보완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12개국, 미주 2개국 등 총 16개국 

   (미국 :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의 IRA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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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연금개혁 트렌드 : (3) 저소득계층 보장강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복지 강화를 위해 공·사영역 모두 정부의 적극적 지원 

    공적부문 : 공적연금 역할 축소에도 불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사적부문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사적연금 가입 지원  사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노력 

 정부 지원 :  적용범위의 확대, 급부수준의 적절성 확보 차원에서 지원 강화 

공적 안전망 사적 안전망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연금 보험료 지원 등 

소득공제 상한증대 

차등적 세제지원 등 

적용범위 확대 

(coverage) 

저소득계층 대상 재무 또는  

비재무적 지원 등 [부록3 참조]  

일정수준 이하의 연금급여 

수령자에 대한 최소금액보장 등 

급여수준 적절성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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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 : 다양한 형태로 사적연금 가입 지원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가입의무화, 인증형 개인연금제  

   교육 IRA제도 등 

중소기업 

퇴직연금가입유도  

(NEST) 

사용자의 

운영자금 및 

기여금 보조 

세제혜택 

보조금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기여금 매칭 

저소득 

베이비부머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기금적립 

전업주부 등 

연금가입유도 

인증형 

개인연금 

(Riester) 

납입기여금의  

일정비율을 

개인계정에 기여 

Catch-Up 

Contribution 

Plan 

교육 IRA 

도입에 의한 

교육비 지원 

노후의료비 

지출 발생 시 

적립금 인출 

사적연금 

취약계층 

가입유도 

적용범위 확대 (COVERAGE) 

취약계층 대상 사적안전망 사례 : (1) 적용범위 확대 - 가입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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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수준(소득대체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자지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옵션제도, 최소한의 운용수익률보증,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금소득세 개편,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저소득층 

투자선택지원 

디폴트 

투자옵션 

최저수익률 

보증 

연금지급 

보증제도 

적립금 일정 

한도 인출허용 

근로자, 자영 

업자 차등적용 

종신연금 

비과세 허용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배분 측면 운영 측면 

급여수준의 적절성 (소득대체율) 

취약계층 대상 사적안전망 사례 : (2) 급여수준 적절성 

최소수익률 

보장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 

인출요건 

완화 

속성별 

연금세제 

차등화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강화 

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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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연금개혁 정책 요약 

Ⅲ. OECD 국가의 취약계층 중심 연금개혁 

 운영측면 

  저소득층 투자선택 지원,  

    최저수익률보증, 연금지급보증 등  

주요국의 취약계층 대상 연금정책 국내 사적연금 취약계층의 문제점 

적용범위 확대 
  사용자 운영자금 및 기여금 보조, 세제혜택, 저소득 

    근로자 기여금매칭, 베이비부머 지원, 교육IRA 

급여수준 

적절성 
 배분측면 

  속성별 연금세제 차등, 연금수령시    

    세제혜택강화, 지급방식다양화 등  

 저조한 연금가입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베이비부머 

제도운영 및 수급권 보호 취약  

 취약계층의 운용대책, 투자교육, 수급권보호 등 

연금전환 대책 미흡 

 저소득층 연금전환대책, 연금세제지원 등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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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금가입 : (1)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범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 일정기간 수익발생:  과거분, 연금전환(예: IRP수령) 유도 

   영세사업장의 속성(미이행 원인 등) 파악 : 기업부담 등 원인별 대책방안 마련 

구분  의무화 대책 내용  검토 방향 

 의무화 적용 
-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  

 (기존근로기간: 퇴직금제 유지) 

- 수익발생시(예:3년) 과거분 상각 조치(연금전환) 

  또는 과거분 퇴직금 유지시 IRP로 수령의무화 

  (이유: 연금재원 소실 우려) 

 미이행시 조치 
- 기업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등 벌칙부과 

 (기업별 미이행 원인 파악 부족) 

- 영세사업장 미이행 원인 사유파악 

- 원인별 연금전환대책 마련 

  (이유: 기업부담 가중)   

 관리감독체계  의무화 후 폐업하는 사업장 관리 관련 내용 부재                   
- 폐업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시스템 점검 

  (이유: 폐업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호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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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구분 퇴직연금기금 관련 내용 검토방향 

 재정지원 대상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넓고 얇은 지원)   짧고 두터운 지원(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최소보증이율 언급 없음 검토 필요 (예: 스위스)    

 재정지원기간 한시(3년) 지원                       
- 일몰 규정설정 (기간연장 규정) 검토  

- 임금채권보장기금보험료 일정기간납입유예 조치 

영업형태 등  언급 없음 
퇴직연금 모집인의 영업 활용 검토 

(이유: 공사역할강화 및 근로복지공단 영업현실 고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재정지원 대상 및 기간, 징수 및 영업체계 등 검토 

   실질적 지원 차원 : 재정지원 대상은 축소하되, 지원수준은 두텁게 하는 방향 모색 

   최소한의 운용수익을 보증하거나 일몰규정 설정으로 재정지원기간 탄력적 조정 

 공사간 역할 제고 및 근로복지공단 영업현실 감안 : 퇴직연금 모집인 활용 검토  

1. 연금가입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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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70%40%)에 대한 국민연금 급여축소 보전 필요 

   개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안정차원에서 중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자립(자활)기회 제공, 연금가입증대 고령화리스크 감소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시, 2분위  3분위 이동  27% [부록 참조] 

 가입 대상 

 연금상품 인증기준 

 운영 시스템 

 지원 형태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중산층) 

• 독일 방식 준용 

• 저소득계층 대상 보조금 중심 (면세점 이하) 

• 급부: 국민연금 수급시점 연계, 연금설계: 종신(원칙), 적립금: 원리금보장  

1. 연금가입 : (3)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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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저소득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허용 및 세제혜택 강화 

   전업주부, 대학생 등 (비자발적) 사적연금 미가입층 : 퇴직연금 가입 허용 

   저소득 베이비부머 : 세제혜택 등을 통한 가입유도   

1. 연금가입 : (4) 저소득계층의 연금가입 허용 및 혜택 부여 

취약계층  대상  정책방향 

베이비부머 전업주부 대학생 

• 공제한도 추가인정 허용 검토 

 - 호주 및 미국의 Catch Up Plan 

• 교육  IRA제도  도입 검토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연금계좌 설정 

     (미국식 IRA제도) 

• 퇴직연금을 미보유한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 납입부담금에 대해 배우자 합산 

    세액공제 인정 등 

• 대학부터 원칙적 퇴직연금가입 허용  

 - 늦은 취업으로 인한 짧은 근로기간고려 

 - 부모 : 보험료 대납(한도설정), 

             세액공제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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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 수익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자동적용형(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도입 및 캐시밸런스형 연금활성화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장치 마련,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  

• 단기적으로 퇴직급여 우선변제기간 확대 (평균근속기간 감안) 

•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검토 

• 투자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한 자동적용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제도) 도입 및  

  캐시밸런스형 연금 활성화 검토 

  - 사전 검토과제:  손실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  

•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   

 - 종합적인 가입자교육(투자교육)으로 전환(은퇴교육 포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중심 가입자 교육 강화 등 

자산운용 

(디폴트옵션) 

수급권 

보장장치 

투자교육 

강화 

2.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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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구분  방향 이유 

연금전환 

(자율적 연금화) 

- 연금전환방식 다양화(부분연금제 도입 등) 

- 중도인출의 유연성강화 

- 중도해지,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보편화 

 * 저소득층의 적립금 규모 고려 

연금세제 

- 저소득계층 연금수령 유인책 강화 

*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 연금소득 비과세(네덜란드) 

* 종신연금 수령시 비과세(호주, 칠레 등)    

-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간 차이 미미 (30%) 

연금상품 -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 지원 (고연령거치연금 등) 
- 저소득계층(고령층 포함)에 부합한 연금상품 

  선택권 제약 

 저소득계층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화 및 세제 개선   

   저소득계층 전용 연금개발 및 자율적 연금화 유도 (저소득층의 적립금 규모 고려) 

   저소득계층의 연금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 차등화  연금수령 유인책 강화 

3. 연금전환 대책으로 사적안전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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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소득 1, 2분위) :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 불과 

   저소득 계층 : 소득 1, 2분위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정 

5분위 (최상위) 

4분위 

1분위 (최하위) 

3분위 

2분위 

20% 

40% 

60% 

80% 

   주 : 분위별 월 평균소득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분위별 소득점유율임. 
자료 : 통계청(2014),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1,355 천원  (6.5%)   

  2,772 천원 (13.4%)  

   3,788 천원 (18.2%) 

   4,984 천원 (24.0%)  

7,856 천원 (37.9%) 

서 
민 
층 

상류층 
빈 
곤 
층 

중산층 

중위소득 : 3,600만원 

75% 150% 50% 

   주 : 연소득 기준이며, 통계청 2014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기준으로 월평균 중위소득은 378만원임.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3),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광의의 저소득층 

200% 

고소득층 

1,800만원 5,400만원 

소득 5분위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Median Income) 기준 

0% 

100% 

[부록1] 소득계층 구분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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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가입자가 미가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사적연금 미가입시 소득계층 하향이동 심화 : 저소득계층(1, 2분위) 비중 증가  

   소득계층 하향 이동 :  3분위의 15.6%가 2분위로 이동 

소득절벽 등으로 연금가입 해지시 잠재적 취약계층 증가 우려 

사적연금 미가입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 (소득활동자 전체) 

구분 
소득  (미가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소득 

및 

사적연금 

(가입) 

1분위 100%         100% 

2분위 2.2% 97.8%       100% 

3분위   15.6% 84.4%     100% 

4분위     9.5% 90.5%   100% 

5분위       11.3% 88.7% 100% 

주 : 소득 및 사적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함. 즉, 1분위는 소득 및 사적연금 납부액 기준 하위 20%를 의미함 

1. 현재와 미래의 소득계층이동은 없음 

(모든 계층에 동일 비율 소득 증감) 

2. 모든 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은 현재와 미래 모두 동일

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3.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은 동일(20년), 

할인율과 투자수익률 또한 동일  

   (현가기준 납부액 = 급여액) 

분석가정 

[부록2] 잠재적 취약계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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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퇴직연금 취약계층 지원 형태 

자료 : 고용노동부(2014), 류건식(2013) 

구분 형태 내용 

재무적 

지원 

사용자 

자금대출 
•  운영자금 및 기여금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예: 대만의 퇴직연금 프로젝트 대출) 

자금보조 

운영자금 • 제도 운영자금의 일부 보조 (예: 미국) 

기여금 

• 사용자 기여금의 일부 보조 

- 중소기업 퇴직공제의 기여금보조(일본)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여금보조(미국) 

근로자 기여금매칭 

• 저소득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기여금 납부 시  

   납입기여금의 일정비율을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기여 

   (예: 호주의 co-contribution) 

비재무적 

지원 

사용자 
운용요건 간소화 

운영서비스 지원 

• 제도도입 및 운영 시 필요한 법적 요건 완화 

• 제도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근로자 제도가입지원 • 연금가입의 차별적 규정 철폐(예: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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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미국의 교육 IRA  

도입배경 

적용대상 

세부내용 

기대효과 

• 저소득계층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 지원 

 -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교육 IRA 설정 

•  자녀는 언제든지 적립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교육비 사용 

 - 인출금액은 전액 면세혜택 부여 

• 교육비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형제, 자매에 세금 없이 양도 가능 

  * 세법상 소득이 110,000달러 초과 시 적립 불가 

•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제도 활성화 

•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육비 재원 마련 (교육비 절감) 

교육 IRA 제도 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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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효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 상향계층이동 (보조금 많을수록 탄력적) 뚜렷 

   사적연금 보조금 월 3만원 지급 시 :  2분위  3분위 이동 확률은 27.0%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계층 이동 

주 : 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 소득활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분석함(국민연금 가입대상) 

1. 현재와 미래의 소득계층이동은 없음 (모

든 계층에 동일 비율 소득 증감) 

2. 모든 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은 현재와 미래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3. 가입기간=수급기간(20년), 할인률=투자

수익률 (현가기준 납부액 = 급여액) 

4. 소득 1,2분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5. 보조금수준은 1,2분위의 국민연금 평균

납부액인 10만원의 30, 50, 100% 

 

분석가정 
보조금 이후 

보조금 이전  
1분위 2분위 3분위 

보조금 3만원(월) 
1분위 99.0% 1.0%   

2분위   73.3% 27.0% 

보조금 5만원(월) 
1분위 97.3% 2.7%   

2분위   71.6% 28.4% 

보조금 10만원(월) 
1분위 86.3% 13.7%   

2분위   68.8% 31.2% 

[부록5] 보조금지원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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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리스터 연금의 도입 배경, 주요 특징, 성과를 

살펴봄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연

금을 다층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

키기 위해 리스터 연금의 도입방안과 전제조건을 

제시함.   

연구목적 

  연구목적 

독일 리스터 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성격과 성과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현황 

리스터 연금의 적용방안 

  결론: 적용가능성과 전제조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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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개혁 
 세계화 생산기지 논쟁. 2006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율은 41%, 

이 중에서 연금보험료는 19.5%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거의 절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생산기지 독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더 이상의 사회보험료 인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한 합의가 정

당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형성됨(Seeleib-Kaiser, 2001).  

 보험료율 안정화를 목표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수입재정중심의 개혁 

 사적연금개혁 

 1층인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삭감에 따른 연금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 특히 개인연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이 실시.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 배경 

년도 
사무직/생산자  

근로자 연금 
년도 

사무직/생산자 

근로자 연금 

1957-1967 14.0 1994 19.2 

1968 15.0 1995 18.6 

1969 16.0 1996 19.2 

1970-1972 17.0 1997 20.3 

1973-1980 18.0 1998 20.3 

1981 18.5 1999(1.1-3.31) 20.3 

1982-1983(8.31) 18.0 (4.1부터) 19.5 

1983(9.1) 18.5 2000 19.3 

1984 18.5 2001-2002 19.1 

1985 18.7 2003 19.5 

1985(6.1)-1986 19.2 2011 19.90 

1987-1991(3.31) 18.7 2012 19.60 

1991(4.1) -1992 17.7 2013/2014 18.90 

1993 17.5 2015 18.70 

독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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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율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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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utsche Bank(2005: 41)  

 

연금의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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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다층보장제도 

 적용범위: 자발적 

 연방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은 개인연금에 가입시,  

 가입: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 공적연금 급여 삭감 보완,  

 - 공적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 자영업자,  

 - 출산 크레딧의 적용을 받는 여성, 실업급여와 실업수당 수혜자, 병가급여 수혜자,      

   군복무자, 조기퇴직자,  

 - 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등 공적연금 수급자에 준한 자, 선출직 공무원 등.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 반면에 공적연금에 포괄되지 않은 자영업자, 직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 

    자와 고용인, 공적연금 임의가입자, 사회부조급여대상자, 공적연금 수급자, 소 

    득이 공적연금가입의 최소 소득 이하인 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배우자는 본인 부담분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보조금만으로 가입가능.  

리스터 연금제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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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종류: 리스터 보조금은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의 형태, 보조금은 기본 보조금과 자

녀수당으로 구성.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  

 2008년 이후에는 154유로의 보조금을 받고 총액 임금의 4%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 보험료 납입액이 이보다 낮아지면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도 그만큼 감소. 

2008년이후 출생자녀는 300유로,  

 가입자는 원래 보험료에서 이 보조금이 차감된 부분만 납입. 예. 한 가입자가 일 년에 

16,000 유로 소득. 2008년에 리스터 연금에 가입, 기본 보조금인 154유로와 2명의 자녀

에 대한 자녀보조금을 370유로, 합쳐서 일 년에 524유로 보조금. 수입에 따른 기여율액

은 640유로이므로 이 가입자는 116유로만 본인이 부담함. 

 

 

 

 

리스터 연금제도: 보조금 

기간 보험료율*  기본 보조금(€) 자녀 1인당 보조금(€) 특별소득공제 상한액 

2002-2003년 1% 38 46 525 

2004-2005년 2% 75 92 1,050 

2006-2007년 3% 114 138 1,575 

2008년 이후 4% 154 185 2,100 

 소득재분배 기능: 리스터 연금에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 

소득이 높은 가입자 보다 높은 혜택을 받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목표.  

 자기책임성 강조: 수급대상자가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서 보험료에서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본인부담금을 분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본인부담금

의 부담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최소 본인부담액을 설정. 

최소 본인분담액은 2005년부터 60유로. 

   

 

리스터 연금제도: 보조금.저소득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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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인 경우 소득이 15,000유로인 경우 리스터 보조금이 기본급여

인 154로 고정. 이에 반해서 같은 소득인 경우도 배우자가 있고 자

녀가 둘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기본급여인 154유로를 

받고 자녀 1인당 자녀수당을 185유로씩 받게 되기 때문에 총합하

면 독신인 경우에 비해 4.4배에 해당하는 678유로 보조금.  

  2008년 부터 25살 이하 신규노동시장진입자는 첫해 200유로  

 리스터 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혜택  

리스터 연금제도: 보조금. 가족지원 

1. 두 자녀를 가진 부부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수당 

본인 

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308 370 60 738 - 92 

15,000 308 370 60 738 - 92 

25,000 308 370 322 1,000 - 68 

40,000 308 370 922 160 - 42 

50,000 308 370 1,322 2,000 - 34 

75,000 308 370 1,422 2,100 - 3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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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수당 

본인 

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154 - 60 204 - 75 

15,000 154 - 446 600 - 26 

25,000 154 - 846 1,000 141(295) 30 

40,000 154 - 1,446 1,600 432 37 

50,000 154 - 1,846 2,000 672 41 

75,000 154 - 1,946 2,100 777 44 

100,000 154 - 1,946 2,100 777 44 

2. 보조금. 무자녀 독신인 경우(연간)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수당 

본인 

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5,000 154 185 60 399 - 85 

15,000 154 185 261 600 - 57 

25,000 154 185 661 1,000 - 34 

30,000 154 185 861 1,200 14 29 

40,000 154 185 1,061 1,600 159 31 

50,000 154 185 1,661 2,000 370 35 

75,000 154 185 1,761 2,100 543 42 

100,000 154 185 1,761 2,100 543 42 

3. 한자녀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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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터 연금의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상한액(2008년, 2,100유로) 한도에

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이하

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받게 되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

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터보조금에서는 소

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넘을 경우,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액

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 공제혜택만 받음. 

 예 2에서 수입이 25,000 유로인 독신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액수는 원

래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295유로이지만 여기서 보조금금액에 해당하는 

154유로가 감해져서 141유로만을 받음. 

리스터 연금제도: 소득공제. 저소득층 집중지원 

 고소득 가입자는 가입기간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됨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납부. 이런 점에서 이들은 비록 가입기간 동안에는 보

험료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이는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

에 불과함.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조금을 받음으

로써 혜택을 보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급여수준(공적연금과 합한)

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리스터 연금에서는 소득과 자산조사가 없이도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

되는 효과. 

 리스터 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관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독일연

금공단에 위임 

 

 

리스터 연금제도: 저소득층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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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보험금의 지급이 60세 이후이거나, 공적연금의 급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개시 

 30%로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범위 이외 보험금은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연금가입자가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 보조금은 전액 환수 

 

 급여안정성 보장 

 보험자가 보험수급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의 합 이상의 보험급여를 보장

해야 한다는 원금보장 원칙 

 보험금이 제3자에 이전되거나 차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보험회사의 행정·운영비용의 환수를 5년에 걸쳐 이루어짐 

 사회부조와 실업부조의 자산조사에서도 제외 

 리스터 연금의 보험자는 보험감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제한 

 남녀동일계정. 동일한 보험료 납부 시 남녀에게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 

 

 

리스터 연금의 주요 인증기준 

 

리스트연금의 가입추이 (계약 건수) 

Das Statistik-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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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연금의 가입추이  
(전체 지원 자격대상 중 가입가구의 비율) 

 

 

 

라스터 연금 아동수별 가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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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별 사적연금 가입율 2009 

Boersch-Supan 2012 

 

가구소득별 사적연금 가입율 추이 



2015-08-28 

13 

리스터 연금의 특징 

국가 문제, 목표 정책수단 효과 

영국 
개인연금 불신해소
를 통한 활성화 

소극적 규제:세금공제, 운영비 
통제, 관리운영규제 

적음 

스웨덴 
공적연금 내 개인책
임확대 

적극적 규제: 의무가입, 중앙관
리, 정보제공 

적음 

독일 공적연금 삭감보완 
적극적 규제와 재정보조: 보조
금, 세금공제, 인증기준 

큼 

한국 
근로기의 소득효과:
세금감면 

아주 소극적 규제: 세금공제, 
금융규제 

적음 

 

독일가구의 사적연금과 퇴직연금 포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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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가구의  사적연금과 퇴직연금 보유수 

 리스터 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2012년 여전히 3천 5백만명

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천5백만명이 리스터 연금에 가입한 상태

(가입자와 배우자가 합쳐서). 여전히 다수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이 가입

을 못하고 있고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소득이 높은 가구가 실재 정책적 핵심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인  저소득층 

가구보다 더 많이 가입.   

 특히 근로소득 취약자, 저소득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 문제그룹들 

 가입하지 않는 이유: 정보부족. 저소득층은 자신들이 리스터 연금에 대

한 신청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함. 소득이 낮아 가입여력이 없음. 

 

 

인증제 개인연금에 대한 비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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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높음 

  민간저축을 위축시키는가? 

  저소득층은 노인기초보장에서 리스터연금이 차감됨. 700

유로보다 연금액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 

  이중부과: 리스터보험료와 급여 모두 사회보험부과대상. 

  민영보험을 위한 비효율적 재정낭비. 보험료를 급여로 다 

받지 못함.  

   

인증제 개인연금에 대한 비판 

인증제 개인연금에 대한 비판: 노인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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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십억원, 천원, %)  

우리나라 개인연금의 현황 
2007년 연금개혁 후 국민연금제도 

연도 
65세 이상 

인구 
(가)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65세 이상 노령연금 월평균급여 

(나)/(가) 
×100 

할인율(5%) 할인율(4%) 할인율(3%)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2005  4,366  405  160 160  160 160  160 160 9.28 

2010  5,302  1,265  157 156  164 164  173 172  23.86 

2015  6,345  2,034  168 162  185 178  204 196  32.06 

2020  7,667  2,611  214 190  247 220  285 254  34.06 

2025  9,689  4,027  279 226  338 273  410 332  41.56 

2030 11,604  5,607  333 250  423 318  539 405  48.32 

2035 13,191  7,032  364 261  486 347  649 464  53.31 

2040 14,533  8,374  401 278  561 389  786 545  57.62 

2045 15,069  9,166  416 284  609 416  897 612  60.83 

2050 15,271  9,714  426 288  655 443  1,011 684  63.61 

 국민연금 2013년 재정계산 장기추계모형 사용. 

 급여수준은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최초연금월액과 생애평균소득월액(B값)

의 비율임. 

국민연금신규가입자 평균소득대체율 

연대 소득대체율 연도 소득대체율 

2013 19.9% 2040 21.8% 

2020 24.8% 2050 20.4% 

2030 23.3% 206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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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3층 개인연금 등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 

(8.3%, 20% 내외) 

적용: 438만명 
특수직역연금 

(14%, 62.7%) 

적용: 152만명 1층 

국민연금 

(9%, 40%) 

적용: 2,032만명 기초노령연금 (조세, 5%) 

0층 기초생활보장 

공무원등 경활인구 비경활인구 

(단위 : 가구, %, 만원) 

 

개인연금 수급률과 가입율 

자료: 노동패널 4차~9차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개인연금 수급 유무 
55세~64세  64세 이상  전체(5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24(10.8)  0.8  10(11.7)  0.3  34(11.1)  0.5  

아니오 3,152 99.2  3,102 99.7 6,254 99.5 

전체 3,176 100.0  3,112 100.0  6,288 100.0  

자료: 2006년의 제1차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입율(%) 19.9 19.3 17.6 17.6 15.2 14.8 

납부액(월, 만원) 13.6 15.5 19.5 22.1 23.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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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입율 21.2 18.7 21.0 20.2 21.2 21.6 

개인연금 가입연도별 가입율 (보험연구원) 

구분 영국 미국 독일 한국 

퇴직연금 49.1 32.8 32.2 18.8 

개인연금 18.1 24.7 29.9 12.2(적격) 

주요국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자료: 이용하 (2013) 

자료: 이용하 (2013) 

소득구간1) 개인연금 가입여부(명, %) 가입시 

가입 가입안함 전체 평균소득2)(A) 월평균보험료(

B) 

추정 

보험료율3) 

1분위 12 (4.7) 246 (95.3) 258 (100.0) 53.7  14.0  34.4  

2분위 29 (4.9) 564(95.1) 593 (100.0) 148.1  26.5  17.1  

3분위 77 (10.0) 693 (90.0) 770 (100.0) 224.2  18.9  8.4  

4분위 142 (16.5) 721 (83.5) 863 (100.0) 319.6  18.3  5.8  

5분위 251 (27.1) 676 (72.9) 927 (100.0) 654.6  30.2  4.8  

전 체 511 (15.0) 2,900 (85.0) 3,411 (100.0) 454.1  24.6  7.0  

개인연금의 추정소득대체율: 4.3% 
(7%보험료, 11.1년 평균납입, 18년 기대여명) 

주 : 1) 소득등급을 20%단위로 1분위(최하위)에서 5분위(최상위)로 구분 
2) 개인연금 가입가구만 대상으로 산출 
3) 추정 보험료율(%) = 월평균보험료(B)/평균소득(A) × 100  
자료 : KLIPS 9차 자료를 기초로 저자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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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가구, %) 

가입시점별 개인연금 가입유지율 

가입유지기간(년) 
최초가입시점 

1 2 3 4 5 6 
평균 

가입기간 

2000년  
빈도 773 533 331 213 128 58 

2.63 
비율(%) 100.0  69.0 42.8  27.6  16.6  7.5  

2001년  
빈도 397 173 85 48 22 - 

1.82 
비율(%) 100.0  43.6  21.4  12.1  5.5  - 

2002년 
빈도 162 90 43 11 - - 

1.88 
비율(%) 100.0  55.6  26.5  6.8  - - 

2003년 
빈도 155 53 24 - - - 

1.49 
비율(%) 100.0  34.2  15.5  - - - 

2004년 
빈도 130 34 - - - - 

1.25 
비율(%) 100.0  26.2  - - - - 

2005년 
빈도 120 - - - - - 

1.00 
비율(%) 100.0  - - - - - 

전체 
빈도 1,737 883 483 272 150 58 

2.06 
비율(%) 100.0  50.8  27.8  15.7  8.6  3.3  

보조금: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세제혜택  

보조금을 받은 자가 추가로 받는 세제혜택이 보조금의 액

수를 넘어서면 보조금의 액수만큼 감한 세금감면액이 지급: 

소득역진 방지.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의 4%가 될 때 완전 기본보

조금. 기본보조금(연 84000원), 자녀보조금(자녀 당 연6만

원)로 정액. 

기본 보조금과 자녀수당의 합이 이미 소득의 4%를 넘은 경

우에 대해서는 연간 4만8천원의 최소본인부담액이 적용 

한국에서 
인증제 개인연금 적용방안: 보조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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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개인연금의 소득효과 

표준소득 
(만원) 

무자녀 독신, 소득대체율 두자녀 독신, 소득대체율 

전체 국민연금 개인연금 전체 국민연금 개인연금 

22  112.96  100.0  13.0  124.74  100.0  24.7  

48 103.66  94.2 9.5  105.53  94.2  11.3  

113  62.03  52.6 9.5  62.03  52.6  9.5  

147 54.92  45.4 9.5  54.92  45.4  9.5  

166 52.2 42.7 9.5 52.2 42.7 9.5 

197 48.92  39.4  9.5  48.92  39.4  9.5  

254 44.96  35.5  9.5  44.96  35.5  9.5  

294 43.10  33.6  9.5  43.10  33.6  9.5  

360  40.93  31.5  9.5  40.93  31.5  9.5  

전체 59.94  50.5  ·9.5  60.01  50.5  9.5  

  (단위 : 원, %) 

저소득층에 소득지원효과: 무자녀독신 

표준소득 
(만원) 

기본 
보조금 

자녀수당 
본인 
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22  84,000  0  48,000  132,000  0  63.6  

48 84,000  0  126,420  210,420  0  39.9  

113  84,000  0  411,365  495,365  0  17.0  

147 84,000  0  560,412  644,412  0  13.0  

197 84,000  0  779,600  863,600  41,560  14.5  

254 84,000  0  1,029,474  1,113,474  91,011  15.7  

294 84,000  0  1,204,825  1,288,825  120,820  15.9  

360  84,000  0  1,494,153  1,578,153  170,006  16.1  

전체 84,000  0  631,095  715,095  35,93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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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저소득층에 소득지원효과: 두 자녀독신 

표준소득 
(만원) 

기본 
보조금 

자녀수당 
본인 
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22  84,000  120,000  48,000  252,000  0  81.0  

48 84,000  120,000  48,000  252,000  0  81.0  

113  84,000  120,000  291,365  495,365  0  41.2  

147 84,000  120,000  440,412  644,412  0  31.7  

197 84,000  120,000  659,600  863,600  0  23.6  

254 84,000  120,000  909,474  1,113,474  0  18.3  

294 84,000  120,000  1,084,825  1,288,825  0  15.8  

360 84,000  120,000  1,374,153  1,578,153  29,606  14.8  

전체 84,000  120,000  512,300  716,300  3,504  38.2  

소요재원추정 
기본 보조금 월 7000원(가입율100%) 

표준소득 
(만원) 

개인별 지원금
(원)* 

지원율 
단위당  

추가지원금 
(천원) 

집단별  
지원규모 

(가구주, 백만원) 

22  147,964  58.7% 148  1,382  

48 142,824  56.7% 134  4,601  

113  148,765  30.0% 110  71,199  

147 161,677  25.1% 111  50,136  

197 168,182  19.5% 32  10,482  

254 184,186  16.5% 0  0  

294 182,237  14.1% 0  0  

360 209,402  13.3% 0  0  

전체 171,080  23.9% 76 1,05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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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의 중요성 증가. 개인연금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 

 장점 

 자영업자의 이층보장으로 기능 

 효율,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높은 소득효과 

 개인연금의 소득역진성 개선, 저소득층에서 개인연금의 확산.  

 소득파악 문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도입가능. 

 노인층의 소득효과 뿐 아니라 출산율의 상향에 기여.  

 자발적으로 가입.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음 

결론: 인증제 개인연금의 필요성과 장점 

 한국에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는데 국가가 보다 적

극적인 재정적 조치로 개입하는 것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할 

다층체계를 구축에 효과적임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적극적인 규제적 조치들이 제도활성화에 실질

적인 성과: 개인연금에서 노후소득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들이 필요.  

 독일 연금개혁의 한계: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다층구조의 구축

은 비록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 방식이라 할지라도 노인빈곤 문

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음. 노인빈곤문제해결은 사적연금활성화

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연금의 구조변화와 보완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  

 

한국에 리스터 연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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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착. 공적자금 투입 우선순위 논쟁

의 불식 

 개인연금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의 

판매 및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개인연금 등 금융 및 보험상품

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접근도가 낮고 인식도 미흡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경쟁에서 협력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생관계를 위한 협력강화.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의 전제 조건 

독일 리스터연금의 발전과  

한국에 적용방안 

2015.08.28. 보건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 

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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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스터연금의 발전과  

한국에 적용방안 

2015.08.28. 보건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 

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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