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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보험원칙을 중

시하는 제도에 내재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넓은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

체율 및 장기 재정 불안정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현 노인계층의 높은 빈

곤율, 2015년 하반기에 실시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논란 및 국

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

득보장을 위한 공, 사적 연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특히 미래 노인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이라

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공, 사적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독일의 리스터

(Riester)연금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국민

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두

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보완 및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제안하였는

데, 이는 사회보장정책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짧은 연구기간에도 아낌없는 노고를 담아 한 권의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원종욱 선임연구위원, 우해봉 연구위원, 정해식 부연구위원, 백혜

연 부연구위원의 집필진에 큰 격려와 감사를 보내며, 연구과정에서 냉철

발간사 <<



한 지적과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한신대

학교 배준호 교수, 인제대학교 이정우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권문일 교

수, 숭실대학교 이상은 교수와 원내 최현수 연구위원과 신화연 부연구위

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료정리와 편집에 수고해준 장인수 

전문연구원과 손현섭 연구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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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Ways to Strengthen Old-age Income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d Korea’s old-age income protection sys-

tem and discussed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it in the 

future. We suggest as follows. First, raising the income replace-

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outright is hardly a pro-

ductive approach, a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precarious workers who still remain outside its 

coverage. An increase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ill be 

held justifiable only if supported by workable ways to sub-

stantially reduce the uncovered population and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that would add to the 

actuarial soundness of the National Pension. 

Second,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the base monthly earnings cutoff level was left unchanged until 

March 1993 at KRW 2 million; an earnings cutoff of KRW 3.6 

million was in place during the period between April 1995 and 

June 2010. Even afterward, the cutoff earnings level increased 

much more slowly than the rise in average income. If anything, 

however, an immediate large-scale increase in the cutoff level 

will likely negatively affect the financing of the National 

Pension. The present cutoff needs to be raised in a 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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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over time until it reaches two and a half times as high 

as the average earnings level. 

Third, the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as it 

stands has been less than effective in brining those outside the 

National Pension into it. This program needs to be 

strengthened. 

Fourth, there is a need for expanding credit programs. The 

eligible period for the yet-to-be-implemented unemployment 

credit program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eiling of eligible 

income should also be raised. Likewise, the eligibility period 

for the military service credit program should be increased 

steadily over time from current six months. Also, the eligible 

income level for this program will need to be raised to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verage base earning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private pension program― one comparable to Germany’s 

Riester Scheme―for supplementary pension provision. After 15 

years since its inception, the Riester Scheme has not been as 

effective as intended as a means of supplementary old-age in-

come security. As of 2015, only as little as 42 percent of eligible 

Germans we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ith a still lower 

participation rate among low-income groups. The cost-benefit 

ratio has not been, and is unlikely to be, as high as expected in 

the early years of the pension program. The poor admin-

istrative performance regarding Reister pension products is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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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problematic issue. In fine, despite the enormous 

amount of general account subsidies and the generous tax 

treatments attached to it, the Reister Scheme is not an option 

for Korea. A Reister-like private pension program is unlikely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strengthening old-age income 

protection in a country like Korea where there is a large pop-

ulation of precarious work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The cost of introducing a Reister-like private pension program 

can instead be used to support more of these finan-

cially-pinched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Pension.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에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

상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노후 빈곤과 저연금 문제를 포

함하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제

도의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독일 

리스터(Riester) 연금제도의 세부 설계와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근로자가 많아 넓은 가

입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장기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보험

수리적 수지상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이 가장 확실

하게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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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낮은 소득 상한액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의 

17% 이상이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어 고소득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1995년 3월까지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고정시켰고, 1995년 4

월에 36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0년 6월까지 다시 고정시켜 상한액 인

상이 평균임금 인상률과 가입자 소득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

액을 점진적으로 2.5A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신규로 가입자를 증대시키는 효

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크레딧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실시되지 않은 실업 크

레딧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인정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인정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인정기간을 현행의 6개월에서 점진

적으로 연장하면서 동시에 A값의 10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출산 크

레딧의 경우도 가입인정 기간을 높이면서 자녀에게 인정하는 기간을 통

일하는 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락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를 보

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연금

을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5년

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할 때,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인 노후소

득보장 보완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달성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2015년 기준으로 리스터연금 가입대상자의 약 42%만 실제로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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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으며,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때

문에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이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추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리스터연금 상

품과 관련된 낮은 행정 효율성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론

적으로 일반예산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리스터연

금을 도입할 때 기대했던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많아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

리나라에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되기 어려움을 보

여준다. 따라서 리스터연금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계근로자와 자영

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목표 효율

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넓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연금보험료 지원, 크레딧, 기준

소득월액 상향 조정 등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으로 논

의된 기존 대책들의 세부내용을 개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고 급여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요용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리스터연금,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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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적용대상의 빠른 확대를 통해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정

착되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이렇게 단기간에 정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

인 중의 하나는 보험원칙을 중시하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 비스마

르크형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취약

근로자, 자영업자 및 전업주부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넓은 사

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도의 장기 재정 건전

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 1998년과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40

년 가입기준 7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넓은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 및 장기 재정 불안정이 국민연금이 직면해 있

는 주요 문제점이다.

한편 현행 노인계층의 노후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제

도로 도입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

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일반예산에서 보전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급

여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2013년에 1조 9,982억 원

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일

반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건전

서 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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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도록 

주문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하는 연

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반

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

서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설명하고,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노후 준비 현

황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 OECD 국가의 연금 체계를 유형화 한 후 개

별제도를 설명하였고, 주요 유럽국가(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덴마

크)의 연금 개혁 동향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 기존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 국민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보험료 지원 사업 및 크레딧 제도 확대를 평

가하였다. 이어서 사적연금 강화방안으로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상세히 

소개하고 평가한 후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리스터

연금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활

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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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1. 국민연금제도

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사회보험 형태로 도입된 후 우리나라 노후소

득보장제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

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1995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이어서 

1999년에 도시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

금 가입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다. 다만, 공무

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자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초기 4,432,695명에서 2014년 21,125,135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가 도입 이래 계속 

증가 추세인 것에 반해 지역 가입자는 1999년 도시지역 거주자로의 적용

확대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임의 

가입자는 202,536명으로 2013년(177,569명)에 비해 약 14% 증가하였

고, 임의계속 가입자는 2014년 기준 168,033명으로 2013년(117,018

명) 대비 약 44%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노후 준비 현황

<<

2



16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표 2-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총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소계 농어촌 도시

1988 4,432,695 4,431,039 - - - 1,370 286

1992 5,021,159 4,977,441 - - - 32,238 11,480

1995 7,496,62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1999 16,261,889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2003 17,181,778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2006 17,739,939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2011 19,885,911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 21,125,135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317 202,536 168,033

   주: 1) 사업장가입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3) 임의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4) 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p.14)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4년 기준 79.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

연금 납부자 비율은 2014년 기준 62.4%로 2012년 이후 계속 60% 대를 

넘고 있다. <표 2-2>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약 27.2%를 차지하였다(국민연금연구원, 

2015,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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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리나라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총인구(32,994천 명)

비경제활동
인구

(10,123천 명)

경제활동인구(22,871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470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22,401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20,957천 명)

특수직역
연금

(1,444천
명)

납부예외자
(4,571천

명)

소득신고자(16,386천 명)

장기체납자
(1,138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
명)

30.7% 1.4% 13.9% 3.4% 46.2% 4.4%

소계(16,302천 명) 소계(16,692천 명)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15, p.19)

나.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수급자 규모는 1988년 도입 이래 1993년에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58만 명 발생하였으며, 2008년에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총 수급자가 2015년 9월 기준 390만 명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연금 수급자의 82.2%로 비중이 가장 

높다(국민연금공단, 2015, p.5). 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수급 대상이 되며,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수급 시점에 반환일

시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은 20년 가입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하며,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50~100%로 차

등하여 지급한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령연금종별 급여 

지급액 기준으로는 특례노령연금이 2014년 기준 33.5%를 차지하여 지

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수급자 규모면에서도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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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4년 기준 52.7%로 가장 많다.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55.7%

에 비해 수급자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출 규모도 2013년 말 35.4%에 비

해 감소하였다. 

<표 2-3> 국민연금 총 수급자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1988 1993 2008 2012 2013 2014 2015.9

총수급자 0 58 252 350 363 375 390

자료: 국민연금공단(2015, p.5), 국민연금연구원(2015, p.7)

[그림 2-1] 노령연금종별 급여지급액 및 수급자 대비 비중

(단위: %)

   주: 1) 2013년 말 기준 수급자 비중은 분할 0.3%, 20년 이상 4.4%, 조기 14.3%, 10년 이상~20년 
미만 25.3%, 특례(10년 미만) 55.7% 임.

        2)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총 급여 지급액 및 총 수급자 대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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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대여명의 연장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엔 연금 수급연령이 55세부

터 가능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갭이 존재한

다. 이로 인해 퇴직 전에 미리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

우 퇴직 이전 생활수준(소비 수준)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

와 같이 부족한 노후 준비로 인해 은퇴한 고연령자들이 다시 취업을 희망

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의 증가에 연동해 다른 사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도 함께 

조정하는 것도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4>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구분
1952년생 

이전
1953~

1956년생
1957~

1960년생
1961~

1964년생
1965~

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급 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에서 
        2015. 12. 10 인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을 통해 점진

적으로 40년 가입 기준 명목 소득대체율을 40%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

정하였다. 원종욱 외(2014a, p. 75)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소득

계층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정하여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산

출하였는데, [그림 2-2]와 같이 출생코호트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수급

액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생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게 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목 소득대체율이 2028년

까지 최종적으로 40%까지 감소하여 미래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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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데 반해, 70년대생은 명목 소득대체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시

점에서의 가입기간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5〉 국민연금 산정식 상수 및 소득대체율 추이

구분
1988년
-1998년

1999년
-2007년

2008년 …1) 2015년 …1) 2028년
이후

상수 2.4 1.8 1.5 … 1.395 … 1.2

소득대체율2) 70% 60% 50% … 46.5% … 40%

   주: 1) 2008년(1.5)부터는 매년 상수가 0.015씩 감소하여 2028년(1.2)까지 점진적 하향조정.
        2) 평균소득 가입자의 40년 가입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에서  
        2015. 12. 10 인출)

[그림 2-2] 소득계층,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 원종욱 외(2014a, p. 75)

2030년 신규수급자(1966년생)에 대해 가입기간을 전망한 결과, 약 

21.3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30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여 노령연금 급여액을 전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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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B값(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 A값과 동일할 경우 노

령연금 급여액이 약 67만원(2015년 불변가격),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3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서는 전체 가구 중 약 6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30% 이상은 공적연금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상용근로자 중 약 78%는 다양한 노후소득원 중 공적연금을 

주 노후소득원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적연금으로부터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2-6> 2030년 신규 수급자(1966년생)의 노령연금 전망

(단위: 원, %)

B값 항목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38년

0.5A

급여액 285,237 411,077 513,846 611,372 703,654 818,029 910,311

소득
대체율

25.50 36.75 45.94 54.66 62.91 73.13 81.38

수익비 5.95 5.72 5.36 5.10 4.89 4.88 5.00

A

급여액 369,130 536,916 673,942 803,977 927,020 1,075,790 1,193,241

소득
대체율

16.50 24.00 30.13 35.94 41.44 48.09 53.34

수익비 3.85 3.73 3.51 3.35 3.22 3.21 3.28

1.5A

급여액 453,023 662,756 834,038 996,581 1,150,386 1,333,552 1,476,171

소득
대체율

13.50 19.85 24.85 29.70 34.28 39.74 43.99

수익비 3.15 3.07 2.90 2.77 2.67 2.65 2.70

2A

급여액 536,916 788,596 994,134 1,189,186 1,373,751 1,591,314 1,759,101

소득
대체율

12.00 17.63 22.22 26.58 30.70 35.57 39.32

수익비 2.80 2.74 2.59 2.48 2.39 2.37 2.41

   주: A값은 수급시점의 값을 사용하였고, 수익비 산출 시 기대여명은 2013년 통계청의 완전생명표
를 이용함. 단,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기본연금액만을 산출하였고, 2015년 불변
가격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내부자료)



22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2.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2014년 5월 기초연금 지급

을 위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

연금과 연계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93

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148만 8천 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

다. 참고로 2015년 선정기준액은 2014년 선정기준액인 87만 원, 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에 비해 6.9%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된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0.7×(근로소득-520,000원)}+기타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0,000원)-부채}×0.05(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
ion_2_2.jsp에서 2015. 11. 15 인출)

수급자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2015년 65세 인구는 662만 명이며, 수급자 수는 464만 명으로 70%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의 수급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67.7%, 2011년 67.0%, 2014년 66.5%를 보이며, 65%~68%의 범위 내

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노후 준비 현황 23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65세 인구 551 570 598 625 652 662

수급자 수 373 382 393 404 433 464

수급비율 67.7 67.0 65.8 64.6 66.5 70.0

<표 2-7>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만 명, %)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통계(http://stat.nabo.go.kr/fn03-99.jsp 2015.12.10 인출)

[그림 2-3]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만 명, %)

자료: <표 2-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급자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동시 수급자가 2013년 기준 110만 명을 넘는다. 2014년 기준

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 비중은 약 64%를 기록하고 있고, 이 수급

자 비중은 2009년(68.9%)부터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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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단위: 천 명, %)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나/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다/나)

2008 5,069 2,898 403 57.2 13.9

2009 5,268 3,630 719 68.9 19.8

2010 5,506 3,728 823 67.7 22.1

2011 5,701 3,818 916 67.0 24.0

2012 5,854 3,933 1,023 67.2 26.0

2013 6,251 4,045 1,131 64.7 27.9

20141) 6,665 4,220 63.6

   주: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이후 2014년 8월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계 자료를 활용
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내부자료)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2009년 1인

당 지급 금액이 월 9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 7월부터 월 2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2015년 4월 이후)는 지급 금액이 20만 2천

6백 원이다. 또한 연도별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지출액이 총 2.2조 원이었던 것이 

2015년 10.2조 원(예산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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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초(노령)연금 1인당 연금액과 급여지출 현황

(단위: 만 원, 조 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1) 20152)

1인당 
연금액(월)

9.0 9.1 9.7 9.9 20 20.2

급여지출 규모 3.7 3.8 4.0 5.3 6.9 10.2

   주: 1) 월 200,000원(2014.07~2015.03)
        2) 월 202,600원(2015.04~2016.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내부자료)

연도별 기초연금 지출에 대한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살펴보

면, 국비와 지방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4

년 급증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지급 대상 

인구의 비율은 동일하나, 지급액이 약 2배 증가한데 기인한다. 아울러 국

비가 지방비보다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 역시 2010년 2.75에서, 2015년 예산 기준 3.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기초(노령)연금의 연도별 재원 부담 현황(국비/지방비)

(단위: 조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예산

국비(A) 2.67 2.81 2.99 3.19 5.17 7.56

지방비(B) 0.97 0.97 1.02 1.08 1.73 2.45

합계 3.65 3.78 4.01 4.27 6.9 10.01

비율(A/B) 2.75 2.90 2.93 2.95 2.99 3.09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통계(http://stat.nabo.go.kr/fn03-99.jsp 2015.12.1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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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초(노령)연금의 연도별 재원 부담 현황(국비/지방비)

(단위: 조 원)

자료: <표 2-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기초연금 산정에서 A급여가 중요한 요소인데, A급여란 국민연금

의 균등 부분 급여를 의미한다. 이 때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

는 특성을 가진다. 기초연금은 A급여와 전체 지급금액이 반비례하는 지

급산식에 의해 결정된다.1)

한편,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급여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초연금액에서 일부분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모두 기

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각각의 산정액의 80%만 지급된다. 그리고 다

른 예로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의 총합이 선정기준액

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2) A급여가 국민연금 가입기

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기초연금 전액 수령자의 규모

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2)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3_2.jsp에서
   2015.11.15 인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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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처음 논

의가 시작되어 2005년 12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었으며, 현재 1인 이상 신규 사업장은 퇴

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 16.7%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였고,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2%이나, 300

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6.6%로 낮은 편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

장의 도입률은 12.0%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과 비교하면 약 1/7

에 불과하다. 

〈표 2-1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구분
10인
미만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합 계

도입
사업장

(A) 
178,922 77,391 27,111 7,038 1,057 1,302 292,821

전체
사업장

(B)
1,486,730 193,398 57,642 11,827 1,561 1,345 1,752,503

도입비율
(A)/(B)

12.0 40.0 47.0 59.5 67.7 96.8 16.7

(단위: 개소, %)

자료: 금융감독원(2015, p.10)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0년 239만 명에서 2015년 9월 56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 분기별 퇴직 대상자의 연금전환 비율을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나, 2015년 9월 기준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6.2%로 



28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제도 도입 10년째인 현재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5] 퇴직연금 가입자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2015, p. 11), 고용노동부(2015, p.15)

가. 퇴직연금 전환율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 은퇴 후 퇴직급

여를 종신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시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을 연금퍼즐(Annuity Puzzle)이라 한다. 성주

호 외(2014, p.5)는 이렇듯 은퇴자들이 종신연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일시금을 선택하는 재무행위로 인해 은퇴 후 일정한 노후소득을 얻지 못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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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된 후 적립금과 가입자 비중이 모

두 증가하여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연금퍼즐 현상이 심

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2-6]은 2014년도부터의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환율 추세를 보여준다. 퇴직연금 전환율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자 중 연금 수급자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퇴

직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한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6]과 같

이 퇴직연금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환율이 아직 10%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퇴직자들의 90% 이상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금은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

러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표와 부합하게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

득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다

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분기별 연금수급전환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20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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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연금 수급자 장기전망

2014년 8월 정부는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

화 대책’을 확정 및 발표하였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보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

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기존보다 획기

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외형

적인 성장에 비해 여전히 도입률이 약 16%에 불과할 정도로 도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단기, 원

리금 상품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수익률 제고 방

안으로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DC형과 IRP는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40%로 제한했던 것에서 70%

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폐지하기로 하

였다. 이 대책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직적인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2016년 7월에 도입하여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마지

막으로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여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연금

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DB

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외적립 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

(2014~2015년 70%,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2020 

이후 100%)하고, 장기간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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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담보대출 상품 개발 및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기획재정부, 

2014, pp.4-6).

〈표 2-12〉 퇴직연금확대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항목 주요내용

2010. 12 법정 적용대상 확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

급여제도의 강제 적용

2011.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

입 의무화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자영업자 등의 IRP 가입 허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도 원하는 경우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무주택자의 주택구

입,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함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

시 IRP 이용 의무화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강

제 이전

2015. 7
추진안

(논의중)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약 2020년까지) 

쟁점: 적용대상기업 규모(국회 계류중)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국회 계류중)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쟁점: 적용대상기업 규모(국회 계류중)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지급 방안

(노사정협의체 구성하여 비정규직 대책과 함

께 논의 예정)

자료: 김수완 외(2015, p.35)

이와 같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퇴직연금제

도 도입이 전면 의무화된다면 <표 2-13>의 시나리오 3 또는 시나리오 4 

전망치처럼 2050년에는 퇴직연금 수급자 비중이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약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퇴직연금으로부터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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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제

도 유입 및 유지를 위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표 2-13〉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퇴직연금 수급자 비율

(단위: %)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60세 
이상

6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2012 0.9 0.0 0.9 0.0 0.9 0.0 0.9 0.0

2015 2.9 0.3 2.9 0.3 2.9 0.3 2.9 0.3

2020 8.1 2.8 8.2 2.8 8.4 2.8 8.5 2.8

2025 13.6 7.3 13.8 7.4 14.5 7.6 14.9 7.7

2030 19.7 11.9 20.2 12.1 21.6 12.7 22.7 13.1

2035 25.2 16.7 26.1 17.2 28.6 18.3 30.9 19.3

2040 25.5 20.8 27.1 21.6 31.9 23.8 36.3 25.7

2045 24.1 21.8 27.5 23.2 37.5 27.5 45.7 31.4

2050 25.1 20.6 32.1 23.8 47.1 33.0 56.9 40.5

   주: 시나리오 1-매년 임금근로자의 3.5%씩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에 5인 이

상 사업장 근로자의 45.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0.5%에 도달한다 가정.
        시나리오 2-매년 임금근로자의 5.0%씩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에 5인 이

상 사업장 근로자의 60.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5%에 도달한다 가정.

        시나리오 3-2015년부터 퇴직연금 적용 의무화(전체 상용근로자에게 확대)
        시나리오 4-2015년부터 퇴직연금 적용 의무화(단기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자료: 김수완 외(2011,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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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노후 준비 현황

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세, 여성의 실제 은

퇴 연령은 70세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206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근로연령 인구가 1.2명으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재취업 등 변화

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서 공·

사적 연금으로부터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사적 연금 제

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혁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13a).

<표 2-14> 한국과 OECD국가들의 평균 주요지표 비교

한국 OECD

총
소득대체율1)

평균소득자(%) 39.6 54.4

저소득자(%) 59.2 71.0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2.1 7.8

기대수명
출생 시 81.3 79.9

65세 기점 19.5 19.1

65세 이상 인구:
근로 연령층 대비 비중(%)

17.9 25.5

평균 소득(연): 한화(백만 원) 38.5 45.5

   주: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 대비 모든 법정 은퇴 소득원으로부터의 연금액을 의미하며, 2012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정규직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저소득자는 평균의 50%를 버는 것

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OECD(2013b, p.135, pp.29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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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OECD 국가의 실질 은퇴 연령

자료: OECD(2013b, p.129)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

다. 다양한 연금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적 연금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은퇴 전 자녀 부양부담 등의 이

유로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은퇴 후 재취업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임금근로로 흡수

되지 못한 많은 고령자들이 과도하게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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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연령대별 가구 분포
(단위: %)

전체 가구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자
기타

(무직 등)

전체가구 100 41.1 14.4 25.7 18.8

연
령
대
별
가
구
분
포

30세 미만 3.7 6.4 4.4 0.8 1.3

30~39세 18.5 31.7 12.9 11.5 3.7

40~49세 26.2 34.3 25.5 27.8 6.9

50~59세 23.3 21.8 29.1 31.0 11.6

60세 이상 28.3 5.9 28.1 28.9 76.6

베이비부머 22.7 23.1 27.4 29.7 8.8

자료: 통계청(2013, p.3)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노후준비가 미흡

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중이 거의 4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

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약 78%는 공적연금을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활용

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노후소득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

람에 비해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의 비중이 3배 이상 많

았다. 실제로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에만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표 2-16>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종사상 지위별 노후준비 방법 및 비중
(단위: %)

없음
있음

공적
연금

개인
연금

예·적금 부동산 기타1)

가구 61.5 36.5 14.0 13.2 14.1 9.2 38.5

전체

상용 91.4 77.6 23.1 17.4 15.6 19.0 8.6

임시·일용 44.4 20.5 11.2 9.0 7.4 2.9 55.6

자영업자 73.1 45.0 18.7 15.4 20.5 5.2 26.9

무급가족
종사자

49.9 11.7 10.8 10.9 16.7 3.8 50.1

기타
(무직 등)

40.8 10.9 6.0 10.9 11.5 7.9 59.2

   주: 1) 기타는 주식, 펀드, 채권 및 선물 등임.
        2) 복수응답으로 노후준비의 세부 합이 100.0을 초과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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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또한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

을 위해서는 노인빈곤율 축소에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 

노인 중 근로자의 빈곤율이 32.4%,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32.3%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보다 빈곤율의 격차가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나 고용원이 없는 고연령 자영업자는 빈곤율이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고연령층을 위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

로기간동안 사전에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통한 노후준

비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2-17>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연령대별 빈곤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

전체

종사상 지위

기
타
(무
직
등)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상용
임시

·
일용

고
용
원 
유

고
용
원
무

전체 16.5 10.3 4.4 24.3 13.1 2.3 16.0 17.0 21.0

연
령
대
별
가
구
분
포

30세 
미만

10.9 7.4 4.9 14.4 4.1 - 4.8 8.0 11.6

30-
39세

8.7 6.4 3.6 18.0 5.8 1.8 7.4 5.5 15.2

40-
49세

10.5 9.3 4.3 22.3 6.0 2.1 7.6 7.8 17.8

50-
59세

12.8 10.6 4.5 21.0 8.2 2.9 9.6 9.3 21.2

60세
이상

43.1 32.4 9.1 44.6 32.3 2.5 34.5 35.3 49.1

베이비
부머

11.5 9.9 4.4 20.1 7.0 1.9 8.6 7.6 20.0

자료: 통계청(201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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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연(2015, p.62)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합계 실질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결과 40~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

체율 60~70%와 차이가 크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이 40%로 낮춰지게 되므로 향후 공·사적 연금으로부터의 실질 소득대체

율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간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개혁이 쉬우

므로 이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

되고 있다. 그 예로 기획재정부(2014)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2022년부터 전면 의무

화 하도록 하여 노후소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제도 개혁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년 보장과 사

전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 프로그램 진행 등을 들 수 

있겠다. 기업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와 

유사한 노후준비 컨설팅을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재무적 노후준비와 비재

무(주거, 일, 대인관계, 건강, 여가 등)적 노후준비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을 검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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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OECD 국가 연금 체계의 유형과 제도 개관

  1.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

펴보기로 한다. 개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양한 

준거 하에 분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사용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각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분류하고 주요 제도 내용을 살

펴보기로 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분류와 관련하여 OECD는 절대적 

차원에서 최저 수준의 생계 보장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1층 연금제도

와, 경제활동기와 비교한 상대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은퇴 소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2층 연금제도를 구분하고 있다(OECD, 2013b, 

p.120).

재분배적 성격과 함께 빈곤 방지를 주된 목표로 하는 제1층 제도는 기본

적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OECD는 제1층 연금제도를 자산조사

형(resource-tested), 기초보장형(basic), 최저보장형(minimum) 연금

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산조사형은 개인의 과거 기여 이력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의 기초보장을 제공하지만, 자산조사(means test) 과정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조사형 연금제도는 그 운영 형태에 있

어서 매우 다양하다.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 국가는 물론 베버리지

해외 사례: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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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초연금 국가에서도 자산조사형 기초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초연금과 별도로 구분되는 자산조사형 

기초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의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과 캐나다의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바로 그것이다. 

반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자산조사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연금의 일

부분으로 운영되는 차이가 있다. 이들 두 국가의 경우 기초연금은 정액의 

「기초급여」와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가급여」의 혼합형(hybrid)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OECD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가급여를 이렇게 별개

의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 국가들의 자산조

사형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공공부조제도

를 의미한다(스위스 포함). 자산조사형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OECD는 

호주의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을 자산조사형 제도로 분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사회수당형 기초연금과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이 기초연

금으로 분류되고 있음에 비해, 호주 사례와 같은 공공부조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기초보장의 두 번째 유형은 기초연금이다. OECD가 사용하고 있는 기

초연금의 유형 또한 상당히 이질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덴마크와 아

이슬란드의 경우 기초연금의 하위 요소인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분류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덴마크의 기초연금(Folkepension)은 기초

급여(grundbeløb)와 이를 보완하는 부가급여(pensionstillæg)로 구성

되어 있는데, OECD 분류상의 기초연금은 전자를 지칭한다.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의 기초연금(lífeyrir almannatrygginga) 또한 정액의 기초

급여(grunnlífeyrir)와 자산조사에 기초한 부가급여(tekjutrygging)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과 함께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는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다른 한편, 아일랜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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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사회보험방식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포함). 

사회수당형 및 사회보험형 기초연금과 함께 <표 3-1>에서 일부 소득비

례연금제도 운영 국가들이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룩

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체코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

영하는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들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산식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비례 급여와 함께 정액의 기초급여가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OECD는 유사하게 정액의 기초 부분과 소득비례 부

분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국가연금(AHV/AVS)은 기초연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재분배적 성격을 지닌 제1층 제도의 마지막 유형으로 최저연금이 있

다. OECD 분류에서 나타나는 최저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최저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통적인 소득비례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저연금(minimum pension)이다. 최저연금은 제도에서 설

정한 기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연금을 수급

하기 위한 기여 조건은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에 비해 길게 설정되는 경

향이 있다. 

다음으로, OECD 분류 체계에서 최저연금으로 지칭되는 또 다른 제도

는 최저보장연금(minimum pension guarantee)이다. 최저보장연금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관측되는 최저보장제

도의 유형인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적 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거 기초연

금이 독자적으로 노후 빈곤 방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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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면, 현 체계는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이 연계하여 해당 기

능을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표 3-1>에 나타나듯이, 영국의 경우에도 기

초연금(Basic State Pension)의 급여 수준이 낮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이 있다. 그러나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

며 기초연금(BSP)의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최저보장연금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표 3-1>은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제1층 연금제도와 함

께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소비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제2층 혹

은 제3층 연금제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OECD 34개국 중에서 뉴질랜

드와 아일랜드는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인 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

다. 이들 국가들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외에 

추가적인 공·사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제2층 공적연금을 보유한 국가들이 많지만, 공

적 소득비례연금 대신 강제 기업연금이나 개인계정을 운영하는 국가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 의무적인 퇴직연금을 운영

하고 있지만, OECD 분류상 공적연금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와 호주 또한 강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 최저보장연금과 NDC 방식의 소득비례연금

(income pension) 외에 노사 간 협약에 기초한 퇴직연금의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또한, 1998년 개혁을 통해 강제 가입의 적립식 개인연금

(premium pension)을 도입함으로써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같은 다층소

득보장체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중층보장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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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국가

제1층 제2층/제3층

자산조사 기초연금 최저연금 공적
사적

기업 개인

그리스 � DB

네덜란드 � DB

노르웨이 � NDC DC

뉴질랜드 �

덴마크 � � DC

독일 � PT

룩셈부르크 � � � DB

멕시코 � DC

미국 DB

벨기에 � � DB

스웨덴 � NDC DB DC

스위스 � � DB DB

스페인 � DB

슬로바키아 � PT DC

슬로베니아 � DB

아이슬란드 � � DB

아일랜드 �

에스토니아 � PT DC

영국 � � � DB

오스트리아 DB

이스라엘 � DC

이탈리아 � NDC

일본 � DB

체코 � � DB

칠레 � � DC

캐나다 � � DB

터키 � DB

포르투갈 � DB

폴란드 � NDC DC

프랑스 � DB+PT

핀란드 � DB

한국 � � DB

헝가리 DB DC

호주 � DC

자료: 우해봉(2012, p.91), OECD(2013b,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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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노후 빈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소득은 핵심적인 은퇴기 소득원으로 기

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문제

는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인층의 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불평등을 설명하

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으로 등장한다. 

<표 3-2>는 OECD 각국 공·사적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여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강제 혹은 준보편적(최소 피

용자의 85%) 사적연금도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이 준

보편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참고로, <표 

3-2>에 제시된 소득대체율은 실질소득대체율이 아니라 20세에 노동시장

에 진입하여 해당 국가의 표준 지급개시연령까지 근로활동을 한다는 가

정에 기초하여 산출된 소득대체율이다(남성 기준). 

<표 3-2>에서 뚜렷하게 관측되는 패턴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평균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41%임에 비해 저소득자(평균 소

득의 50%)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7%로 매우 높다. 특히, 덴마크, 아

이슬란드, 호주의 공적연금(기초연금)은 표적화(targeting) 수준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해 중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당

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 13개 국가에서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성격의 사적연금

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사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들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기준 7%~66%로 그 편차가 매

우 크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의 사적연금 소득대체

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노르웨이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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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일부 국가에서 사적연금(퇴직연금)은 명시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 상

한액 이상 소득에 대한 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덜란

드, 노르웨이, 칠레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 내용을 반영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고소

득자(평균 소득의 150%)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소득 상한액 이하 소득과 달리, 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스위

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복잡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

무적인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구조이지만, 퇴직연금의 소득 

상한액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낮다(OECD, 

2013b, p.136).

<표 3-3>, <표 3-4> 및 <표 3-5>는 노년층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지

표인 노인층의 소득 분배와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 소득수준, 그리고 중

위소득 수준별 노인 빈곤율을 보여준다. 우선, <표 3-3>은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

득 분배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430으로 OECD 34개 국

가 중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다. 반면 전체 인구를 대

상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0.307로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상

황이다. 소득 분배 측면에서 보면 칠레, 멕시코, 터키 및 미국 같은 국가

는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모두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간 

지니계수 격차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지니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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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지니계수에 비해 큰 9개 국가 중 그 격차가 가장 큰 국가에 해

당한다. 

<표 3-4>는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수준과 소득원 구성을 보여준다. 전

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가구의 절대적 소득수준(PPP 기준)

이 낮은 동시에 전체 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소득수준 또한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료가 존재하는 전기 고령층(66~75세)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

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관련이 깊다.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층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63.0%),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표 3-5>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의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에 기초하여 OECD 국가별 전체 및 노인층의 빈곤

율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빈곤 리스크를 정의하는데 있

어서 OECD는 중위소득의 50%, 그리고 EU는 중위소득의 60%를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 <표 3-5>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은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40%로 설정하더라도 빈곤 수준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중위소득 40% 기준으

로 하면 멕시코, 이스라엘, 미국에서만 노인 빈곤율이 10% 이상이다. 

우리나라 노인층이 경험하는 빈곤 위험은 [그림 3-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빈곤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이며, 빈곤 위험은 

각 연령(대)별 빈곤율을 전체 인구 빈곤율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OECD(2011a, p.20)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우리나라 

66~74세 노인층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3배, 75세 이상은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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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3.3배 수준이다. 반면,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66~74세 노인층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와 유사하거나 낮은 모습을 보이며, 75세 이상 노

인층의 빈곤 위험도 전체 인구 빈곤 위험의 1.5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3-1]의 좌측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OECD 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고령층의 빈곤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패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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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OECD 국가 공·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 전체

0.5 1 1.5 0.5 1 1.5 0.5 1 1.5

그리스 75.4 53.9 46.7 　 　 　 75.4 53.9 46.7

네덜란드 59.1 29.5 19.7 35.3 61.1 69.7 94.4 90.7 89.4

노르웨이 57.9 45.7 34.3 5.5 6.8 7.2 63.4 52.5 41.6

뉴질랜드 81.1 40.6 27.0 　 　 　 81.1 40.6 27.0

덴마크 68.0 30.6 18.1 52.6 47.9 46.4 120.7 78.5 64.4

독일 42.0 42.0 42.0 　 　 　 42.0 42.0 42.0

룩셈부르크 77.7 56.4 53.0 　 　 　 77.7 56.4 53.0

멕시코 30.7 3.8 2.5 24.7 24.7 24.7 55.5 28.5 27.2

미국 49.5 38.3 33.4 　 　 　 49.5 38.3 33.4

벨기에 58.2 41.0 30.2 　 　 　 58.2 41.0 30.2

스웨덴 48.6 33.9 25.7 21.7 21.7 42.2 70.2 55.6 67.9

스위스 49.3 32.0 21.4 14.9 23.1 15.4 64.3 55.2 36.8

스페인 73.9 73.9 73.9 　 　 　 73.9 73.9 73.9

슬로바키아 45.9 37.6 35.1 28.3 28.3 28.3 74.2 65.9 63.4

슬로베니아 62.0 39.2 36.7 　 　 　 62.0 39.2 36.7

아이슬란드 25.9 6.5 4.3 65.8 65.8 65.8 91.7 72.3 70.1

아일랜드 73.4 36.7 24.5 　 　 　 73.4 36.7 24.5

에스토니아 40.4 27.4 23.0 24.8 24.8 24.8 65.2 52.2 47.9

영국 55.2 32.6 22.5 　 　 　 55.2 32.6 22.5

오스트리아 76.6 76.6 74.0 　 　 　 76.6 76.6 74.0

이스라엘 44.5 22.2 14.8 59.3 51.1 34.1 103.7 73.4 48.9

이탈리아 71.2 71.2 71.2 　 　 　 71.2 71.2 71.2

일본 49.8 35.6 30.8 　 　 　 49.8 35.6 30.8

체코 71.8 43.5 34.1 　 　 　 71.8 43.5 34.1

칠레 20.4 4.8 0.0 36.9 37.2 37.3 57.3 41.9 37.3

캐나다 63.1 39.2 26.1 　 　 　 63.1 39.2 26.1

터키 73.5 64.5 64.5 　 　 　 73.5 64.5 64.5

포르투갈 67.5 54.7 54.1 　 　 　 67.5 54.7 54.1

폴란드 24.5 24.5 24.5 24.3 24.3 24.3 48.8 48.8 48.8

프랑스 64.8 58.8 47.5 　 　 　 64.8 58.8 47.5

핀란드 64.1 54.8 54.8 　 　 　 64.1 54.8 54.8

한국 59.2 39.6 29.2 　 　 　 59.2 39.6 29.2

헝가리 73.6 73.6 73.6 　 　 　 73.6 73.6 73.6

호주 52.4 13.6 0.6 38.7 38.7 38.7 91.1 52.3 39.4

OECD34 57.4 40.6 34.5 　 　 　 70.1 54.0 48.0

   주: 사적연금은 의무 또는 (준)보편적 사적연금을 의미함.
자료: OECD(2013b,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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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OECD 국가의 전체 및 65세 이상 인구 지니계수

구분
지니계수

격차(절대치)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

그리스(2012) 0.340 0.268 0.072 

네덜란드(2012) 0.278 0.283 0.005 

노르웨이(2011) 0.250 0.213 0.037 

뉴질랜드(2011) 0.323 0.345 0.022 

덴마크(2011) 0.253 0.217 0.036 

독일(2011) 0.293 0.275 0.018 

룩셈부르크(2012) 0.299 0.280 0.019 

멕시코(2012) 0.482 0.541 0.059 

미국(2012) 0.389 0.391 0.002 

벨기에(2012) 0.262 0.228 0.034 

스웨덴(2011) 0.273 0.283 0.010 

스위스(2011) 0.289 0.305 0.016 

스페인(2012) 0.335 0.292 0.043 

슬로바키아(2012) 0.249 0.192 0.057 

슬로베니아(2012) 0.251 0.260 0.009 

아이슬란드(2012) 0.252 0.238 0.014 

아일랜드(2012) 0.302 0.290 0.012 

에스토니아(2012) 0.326 0.252 0.074 

영국(2010) 0.341 0.265 0.076 

오스트리아(2012) 0.276 0.268 0.008 

이스라엘(2011) 0.377 0.374 0.003 

이탈리아(2012) 0.326 0.298 0.028 

일본(2009) 0.336 0.341 0.005 

체코(2012) 0.252 0.197 0.055 

칠레(2011) 0.503 0.465 0.038 

캐나다(2011) 0.316 0.274 0.042 

터키(2011) 0.412 0.382 0.030 

포르투갈(2012) 0.341 0.333 0.008 

폴란드(2012) 0.300 0.251 0.049 

프랑스(2011) 0.309 0.305 0.004 

핀란드(2012) 0.261 0.253 0.008 

한국(2012) 0.307 0.430 0.123 

헝가리(2012) 0.290 0.222 0.068 

호주(2012) 0.324 0.311 0.013 

OECD 0.315 0.298 0.032 

자료: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https://stats.oecd.org에서 2015.12.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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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OECD 국가 노인층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

구분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층의 소득수준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소득
(USD, PPP)

소득원

65세
이상
전체

66-75
75세
이상

공적
이전

근로 자본

그리스 84.4 89.6 77.9 16418 69.4 22.4 8.2

네덜란드 88.6 93.3 81.8 26353 44.7 10.3 45.0

노르웨이 85.3 95.3 73.0 32083 57.5 14.8 27.7

뉴질랜드 86.2 97.8 69.2 24048 48.2 21.7 30.2

덴마크 74.3 79.4 67.2 23004 53.0 12.4 34.6

독일 85.4 89.6 80.0 24790 69.4 13.4 17.2

룩셈부르크 99.9 101.8 96.7 43761 81.5 13.2 5.4

멕시코 95.8 98.0 92.0 7088 25.8 57.9 16.3

미국 92.2 102.4 79.3 32821 37.6 32.2 30.2

벨기에 77.1 80.2 73.5 21180 81.3 11.3 7.4

스웨덴 83.2 94.8 66.1 22860 60.9 11.7 27.4

스위스 76.9 81.7 68.9 30275 (48.1) (11.8) (40.1)

스페인 86.1 90.6 81.5 19098 71.6 23.5 4.9

슬로바키아 82.1 82.3 81.6 12742 73.2 26.0 0.7

슬로베니아 85.9 90.1 79.7 19169 66.2 31.1 2.8

아이슬란드 92.8 102.9 80.0 26435 48.6 20.2 31.2

아일랜드 82.0 86.4 75.4 25225 78.1 17.1 4.8

에스토니아 74.5 77.7 70.1 10135 67.4 31.8 0.8

영국 81.2 86.0 75.4 24170 49.7 11.8 38.5

오스트리아 91.3 95.0 86.0 28258 81.0 15.5 3.5

이스라엘 95.8 100.0 90.4 19507 33.8 27.2 39.0

이탈리아 93.3 99.1 86.9 23306 72.5 20.5 7.0

일본 87.7 89.0 86.1 22404 47.9 43.9 8.2

체코 79.8 82.5 75.8 13362 77.4 20.9 1.7

칠레 84.8 85.6 83.6 12354 6.6 62.1 31.2

캐나다 93.3 95.8 89.9 31690 38.5 19.8 41.7

터키 94.9 99.2 87.0 10886 48.0 33.1 18.9

포르투갈 90.8 97.0 83.4 16591 72.9 22.1 5.0

폴란드 87.5 87.5 87.4 12653 73.5 25.3 1.2

프랑스 97.2 103.4 90.8 27652 73.1 5.5 21.3

핀란드 79.5 86.4 71.0 22440 80.4 10.8 8.8

한국
- 62.4 - 15685 16.3 63.0 20.8

(66.7) (66.3) (67.4) 　 (15.2)　 (58.4)　 (26.4)　

헝가리 89.8 91.0 87.9 10239 86.1 12.1 1.9

호주 65.4 69.3 60.0 21622 40.3 23.6 36.1

OECD 86.2 90.1 79.9 21480 58.6 23.9 17.6

   주: 스위스와 한국의 괄호 안 수치는 Pensions at a Glance 2011 자료임.
자료: OECD(2011b, p.147; 2013b,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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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OECD 국가의 전체 및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기준) 

구분

전체 인구 노인(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그리스(2010) 7.57 13.55 20.86 4.63 11.58 20.22 

네덜란드(2010) 2.73 5.19 11.11 1.81 2.20 7.38 

노르웨이(2010) 4.32 7.43 12.88 0.76 5.49 16.20 

뉴질랜드(2009) - 10.30 - - 12.47 -

덴마크(2010) 3.16 6.32 13.51 0.78 6.59 24.01 

독일(2010) 4.62 9.55 16.37 4.54 10.56 20.19 

룩셈부르크(2010) 2.77 6.12 13.07 1.02 1.62 6.90 

멕시코(2012) 13.59 19.66 25.97 16.64 24.36 31.85 

미국(2013) 10.66 17.05 24.13 11.42 19.12 27.18 

벨기에(2000) 3.67 8.08 16.12 5.82 15.44 35.86 

스웨덴(2005) 2.64 5.60 11.97 1.52 6.61 20.59 

스위스(2004) 4.29 8.00 14.81 8.00 15.10 30.75 

스페인(2013) 10.21 15.56 22.69 2.88 5.77 15.44 

슬로바키아(2010) 4.53 8.03 13.43 0.77 4.39 12.17 

슬로베니아(2010) 5.70 9.81 15.65 8.47 17.71 28.70 

아이슬란드(2010) 3.20 6.07 11.47 2.07 3.34 11.83 

아일랜드(2010) 4.63 9.40 16.56 5.31 8.22 21.51 

에스토니아(2010) 7.02 11.77 19.40 1.41 6.33 24.31 

영국(2010) 5.29 9.85 17.40 4.59 10.34 19.88 

오스트리아(2004) 3.44 7.07 13.40 1.98 9.36 17.82 

이스라엘(2012) 12.62 19.32 26.38 11.61 18.50 27.39 

이탈리아(2010) 7.50 12.48 19.12 3.77 8.76 16.64 

일본(2008) 6.61 10.94 17.56 8.92 13.57 22.12 

체코(2010) 2.86 6.32 11.34 0.47 3.32 12.15 

칠레(2011) - 18.00 - - 19.80 -

캐나다(2010) 7.03 12.55 20.19 2.33 9.79 22.35 

터키(2009) - 19.30 - - 17.59 -

포르투갈(2010) - 11.40 - - 9.86 -

폴란드(2013) 5.88 10.59 17.32 2.51 6.21 12.88 

프랑스(2010) 4.70 9.12 15.47 2.03 5.18 11.66 

핀란드(2010) 2.80 7.20 14.99 1.75 9.70 24.28 

한국(2006) 9.17 13.97 20.64 30.50 41.42 51.71 

헝가리(2012) 6.21 10.43 16.83 1.32 5.07 11.03 

호주(2010) 5.94 13.94 21.17 7.98 33.67 50.30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LIS)(http://www.lisdatacenter.org에서 2015.12.31. 인출), 

OECD(2013b,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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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OECD 국가와 한국의 연령별 빈곤 위험

자료: OECD(2011a, p.20)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연금 개혁 동향

1970~80년대까지 부분적인 조정에 그쳤던 연금 개혁은 1990년대 이

후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 대응 방식에서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비록 상당수 국가들이 다층소

득보장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유연화(flexibility)로 표상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는 효과적인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 

근로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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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근로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Hinrichs 외, 2012, pp.6-13). 

본 절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

정 안정화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

층소득보장체계 구축 전략이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성과

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국가

의 선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비스

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베버리지형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 환경 변

화 및 이에 대한 연금제도의 대응 방식과 최근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

펴보기로 한다. 

  1. 독일

전통적으로 독일은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 단일 체계를 통해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소비수준) 보장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던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추진

된 일련의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을 통해 급여율을 지속적으로 축소

시킴으로써 현 근로계층의 경우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 보장은 물론 노후 

빈곤 방지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현 독일 공적연금제도가 직면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로 의존적 성격이 강했던 과거 연금 개혁과 달리, 1998년에 출

범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된 연금 개혁은 다층

소득보장체계 강화라는 경로 이탈적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측면이 있

다. 과거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 및 자유민주당(FD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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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수-우파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다층보장체계 강화로의 패러

다임 전환이 적녹연정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리스터(Riester) 개혁」

으로 알려진 2001년 연금 개혁은 다층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후속적으로 추진된 2004년 연금 개혁은 급여 수준을 노동시장 상황과 인

구 변화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하

여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상승을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고자 하였다. 과거

에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소득원 정도의 의미를 지녔던 사적연금이, 적정 

은퇴 소득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득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 독

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직면한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로 인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사적연

금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노르딕 국가들은 물

론 동일하게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프랑스와 비교해서도 퇴

직연금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독일에서 퇴직연금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우선 공적 소득비례연금이 퇴직연금

을 효과적으로 구축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달리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처럼 노사 간 협의에 기초한 퇴직연

금이 아니라 개별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가급여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현재까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

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다른 유럽대륙 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2000

년대 이전까지도 최저연금 같은 별도의 노후최저보장제도를 운영하지 않

았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이후 더욱 뚜렷해진 노동시장 유연화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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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컸다(Hinrichs, 2012, p.53). 이러한 점에서 

2003년 노인과 장애인(근로능력 완전 상실자)을 대상으로 한 기초소득보

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의 

도입은 과거 일반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을 받았던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

다 효과적인 최저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62년에 도입된 연방 차원의 일반 공공부조제도

(Sozialhilfe)와 달리, 2003년 도입된 기초소득보장제도의 경우 자산조

사에서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며, (손)자녀

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부양의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

인된다(Bahle 외, 2011, pp.90-92). 

  2. 이탈리아

독일과 마찬가지로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 국가로 분류되는 이탈

리아에서도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독일(Hinrichs, 2012, pp.34-35)

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또한 취약 근로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추진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가 심화된 문

제를 가지고 있다(Jessoula, 2012, pp.68-69). 

이탈리아 연금제도는 1992~1993년의 연금 개혁(Amato)을 통해 일

련의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새로운 사적연금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한, 후속의 1995년 개혁(Dini)에서는 전통적인 DB 방식 공적연금을 

NDC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크게 축

소시키는 한편,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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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적연금에 대한 정비 작업과 적립방식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

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Jessoula, 2011, p.164). 

이탈리아의 연금 개혁 사례가 갖는 특징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충분

한 여건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층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다. NDC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공적연금을 둘러싼 재정 압박이 큰 상황

이었지만, 과도한 국가 부채와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 개인들이 적립방식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를 도모한 것이다. 다층체계 구축 과정에서 직면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이탈리아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퇴직일시금(Tfr)을 퇴직연금 재

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Jessoula, 2011, p.151).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전략은 퇴직일시금

(Tfr) 제도가 존재하는 근로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후속적으로 

사적연금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양극화 문제를 내

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을 통해서도 

노후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이탈리아 취약 근로계층이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 노인층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체계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잘 갖춰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

아의 경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는 존재하지 않

는다. 노후최저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된 사회수

당(assegno sociale)과 2002년 도입된 특별보충급여(maggiorazione 

sociale)가 있다. 이들 두 제도 모두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급여가 지급되

며, 전자는 65세 이상 그리고 후자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Bahle 외, 2011,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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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험은 노동시장 정책과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절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flexicurity」 개념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하여 네

덜란드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효과적인 소득 안전망이라는 난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한 배경에는 기초연금(Algemene Ouderdomswet: AOW)의 

효과적인 빈곤 방지 기능과 함께 퇴직연금의 확대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 근로계층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인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지적된다(Anderson, 2012, p.204). 

우선,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연금의 중요성

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덜란드는 대륙유럽에 속한 국가로

서 1957년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연금에서 베버리지형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단행한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네덜란드는 2010년에 기초연

금에 추가하여 기초연금을 통해 최저 수준의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노

인들을 위한 범주형 공공부조(AIO)를 도입했지만,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이 충실한 관계로 현재까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공공

부조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이다. 

네덜란드는 1956년 기초연금법 도입 시점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였는데, 퇴직연금은 기초연금의 적용을 받는 기준

선(이른바, AOW offset) 이상의 소득에 대한 보장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

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네덜란드 사례

의 성공 배경에는 또한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보편적인 사회수당방식 기초연금과 함께 네덜란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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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또한 피용자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넓

다(Anderson, 2011, p.299). 

앞에서 살펴본 독일이나 이탈리아 사례와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시

장 유연화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단순히 시장 

기제에 맡기는 대신 법적인 규제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충

실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네덜란드가 보여 준 노동시장 유연화의 

특징이다. 예컨대,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1996년에 임

금, 근로 조건, 퇴직연금과 같은 부가급여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단시

간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에

는 피용자에게 단시간 근로와 전일제 근로 간 상호 전환을 요청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였다(Anderson, 2012, pp.216-217). 

최근까지 네덜란드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안정적인 은퇴 소득 제공이라

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왔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취해진 다양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의 

퇴직연금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금융위

기 이후 사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

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 

  4. 덴마크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안정적인 은퇴

소득 제공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평가된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으로 인해 1990년대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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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넘었던 실업률은 2008년에 와서 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떨

어졌다. 1997년 GDP의 55%까지 증가했던 공공 부채가 2007년 18% 수

준까지 감소한 것에서도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Ploug, 2012, p.183, p.199). 

덴마크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되 노동시장 유연화가 근로자

의 사회적 권리를 크게 후퇴시킴 없이 추진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덴마크 사례는 네덜란드와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덴마크의 이러한 노

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유연한 직업훈련이나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자리 잡고 있

다. 또한 비전형 일자리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규제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

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전형 일자리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제지되었다는 

점 또한 언급될 필요가 있다(Ploug, 2012, pp.193-194).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추진되는 동안 공적

연금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완전적립방식 ATP의 확

대는 노후 빈곤 완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

시장 유연화가 크게 진척된 1990년대 동안 ATP 가입이 실업수당과 상병

수당 수급자까지로 확대되었다. 비록 고소득층의 은퇴 이전 생활수준 보

장 목적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방지와 관련하여 

ATP가 수행하는 역할은 작지 않다(Ploug, 2012, p.195). 

기본적으로 덴마크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한 모든 공·사적 연금제도

가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가 덜 심각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Ploug, 2012, p.199). 대신 덴마크의 경우 퇴직연금의 확대가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이슈로 자리매김 한 특징이 있다. 기초연

금과 함께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한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덴마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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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ATP가 제2층 공적연금의 출현을 억제한 측면이 있기에 중산층 이

상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퇴직연금 확대와 관련된 요구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 체계를 구축

한 스웨덴에 비해 ATP의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덴마크에서 퇴직연금

이 발전할 여지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노사 간 협의에 기초하여 퇴직연금이 준보

편적 제도로 확대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Andersen, 2011, 

p.188, p.19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노후소득보장 부문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심각

한 노후 빈곤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노

인층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은 동시에 노인층 내부

의 소득 불평등 또한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역할 미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성숙과 더불어 노후 빈곤 문제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들이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경제성장기를 

거쳐 공적연금 수급권의 보편성을 달성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추세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2013

년에 있었던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1999년 국민연금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2050년에도 국민연금(노령

연금)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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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과거 공적연

금 수급권을 확대하던 시기와는 다르다. 전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노

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후에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선진 복지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빈곤과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

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

정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개

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쉬운 과제가 아

닌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진행된 노동시장 

환경 변화는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

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기초연금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을 운영한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

는 경향이 있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지

만, 유연화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다층체계의 구축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례는 사적연금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

니와 공적연금의 빈곤 방지 기능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사례와 크게 다르

지 않다. 2014년 8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14) 그리고 

2015년 12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15)이 관계 부처 합

동으로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이 충실한 노후소득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

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초보장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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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급여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에서 노후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층보장의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충실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다층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노후 빈곤이 쉽게 해소되는 것은 아

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구축을 넘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4제 장

제1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문제점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본 절에서는 최근까지 추진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과 문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이미 사반세기

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

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98년과 2007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

득보장 수준 또한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급여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제도 내부에

서 이루어진 조치와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조치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까지 추진된 다양한 노후소득보

장 강화 대책들을 소개하되,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개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

가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 정

책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각지대 문제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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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

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국민연금제도 내부에서 추진된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들을 보면 대체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농어촌 및 도시 지역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

로 한 직권 가입, 신고소득의 직권 조정, 보험료 미납에 따른 재산 보전 

조치 등 강제적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에 있었던 「안

티 국민연금 사태」를 전후로 상담과 설득에 기초한 사각지대 축소 방식으

로 전환되었다. 물론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개인의 반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존하는 사각지대 해소 조치의 

특성상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

금 보험료의 추납과 선납제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등이 있다. 최근 국

민연금 적용 체계(가입 구조)와 가입자 중심의 장애·유족연금 수급 조건

이 맞물려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 간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601호) 또한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적용제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에 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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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credit)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노후 불안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되어 온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과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

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 

크레딧 제도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군복무 크

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있으며, 2015년 7월에 국민연금법 개정 작업에서 

추진된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용보험법 개정 관계로 시행 지연). 사

회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의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넘어 다층보장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된 노후소득보

장 강화 방안으로 2014년에 추진된 기초연금 도입과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

금제도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현 기초연금의 수급 대

상이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로 적용 범위의 보편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다. 

현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도입 즉시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에 상응하는, 2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현 노

인층의 심각한 노후 빈곤 완화에 보다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후 빈곤 방지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의 

기초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게 설정됨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70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인 2014년 8월에는 관계 부처 합

동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기획재정

부, 2014).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

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4년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은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특히 영세 사업장)로 

인해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소

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발표

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2022년까지 10인 미만 전체 사업장

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 적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충실

히 추진될 경우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

지만,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종합적으로, 기초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층체계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사

각지대와 급여 적정성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현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

업과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

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근거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노후 불안 문

제에 대응하고자 1995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다. 2007년에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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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농식품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되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 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신고소

득)이 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1/2(정률)이, 그리고 기

준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소득금액(2015년 현재 91만 원)에 기초

하여 산정된 연금보험료의 1/2이 정액(월 40,950원)으로 지급된다(농림

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2014, p.6). 

<표 4-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2015년)

구분 제도 내용

지원 대상자 농어업인 임의가입자 및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금액 91만 원(’15)

지원 수준

기준소득금액 이하 기준소득금액 초과

소득월액의 50% 정률 지원

기준소득금액에 기초한 

연금보험료의 50% 정액 

지원(월 40,950원; ’15)

재원 국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6)

2014년 11월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는 341,749

명인데, 신고소득의 평균소득월액은 1,004천 원이며 보험료(월)는 

90,346원, 연금보험료 평균 지원액(월)은 36,234원이다.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평균에 비해 낮다. 

<표 4-3>에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남성

이 57.4%(196,234명), 여성이 42.6%(145,506명)로 지역가입자(소득신

고자) 전체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다소 낮다. 다만, 2013년부터 농업 경

영주뿐만 아니라 협업농에게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여성 농

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자 규모가 2012년 85,635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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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 145,506명으로 70% 증가한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농

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2014, p.3). 

<표 4-2> 농어업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평균보험료 현황

(단위: 천 원, 원)

구   분 평균소득월액 평균보험료(월) 평균지원금액(월)

농어업인 지원자 1,004 90,346 36,234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1,205 108,40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지역

가입자(소득신고자)에 비해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

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농어업인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된 상

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균소득월액의 분포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에 비

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85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비

중이 47.9%, 85~140만 원 구간이 42%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

년 현재 91만 원까지는 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상황

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이미 20년이 경과하고 있

으며,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국

민연금 수급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1월 말 현재 

647,570명에 달한다(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18.1%). 



제4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73

<표 4-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세부 현황(2014년 11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농어업인 지원자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전체 341,740 100.0 3,889,439 100.0

성
 남성 196,234 57.4 2,086,979 53.7

 여성 145,506 42.6 1,802,460 46.3

연

령

 20대 748 0.2 98,327 2.5

 30대 7,893 2.3 575,868 14.8

 40대 56,753 16.6 1,303,598 33.5

 50대 246,613 72.2 1,911,646 49.1

 60대 이상 29,733 8.7 -

소

득

 850천 원 이하 163,761 47.9 1,254,101 32.2

 850∼910천 원 이하 5,583 1.6 75,751 1.9

 910∼1,050천 원 이하 84,479 24.7 974,495 25.1

 1,050∼1,400천 원 이하 53,576 15.7 830,408 21.4

 1,400∼1,550천 원 이하 10,936 3.2 125,884 3.2

 1,550∼2,050천 원 이하 13,449 3.9 268,154 6.9

 2,050천 원 초과 9,956 2.9 360,646 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4)

[그림 4-1] 전체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2006~20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201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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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2년 2월 전국 16개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같은 해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

었다. 제도 도입 초기 지원 대상 소득에 상한액(125만 원)과 하한(35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월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의 

상한액을 인상(130만 원)하는 동시에 하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 소득수준에 따라 1/2(35만 원∼105만 원 미만) 또는 1/3(105만 원

∼125만 원 미만)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2013년 4월부터 차

등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1/2 일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제외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비해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법인 및 개인 사업장에 종사하

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지

원 대상 기준 보수(월)는 140만 원 미만이며, 재원은 고용노동부 일반회

계에서 조달된다.

<표 4-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2015년)

구분 제도 내용

지원 대상자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대상 기준 임금 140만 원 미만(’15)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 각각 1/2

재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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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행

된 첫 해인 2012년 12월 당월 기준으로 333,315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671,461명의 저임금(35~125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261억 원의 국민

연금 보험료가 지원되었다. 지원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

년 10월(당월)에는 423,403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806,534명의 저임금

(135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375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였다. 총 

누계 기준으로, 제도 도입 후 2014년 10월까지 707,824개 사업장에 종

사하는 2,141,886명에게 총 9,054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4-5>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억 원)

구분
당월분 연간 누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지원금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지원금

2012.12. 333,315 671,461 261 398,850 913,950 1,493

2013.12. 406,563 783,639 351 548,221 1,378,558 3,866

2014.10. 423,403 806,534 375 572,407 1,378,506 3,712

   주: 총 누계는 사업장 707,824개소, 가입자 2,141,886명, 지원금 9,054억 원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내부 자료)

<표 4-6>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당월 기준으로 전체 지원 대상 근로자 806,534명 중 기존 지원자가 

62.1%(501,179명), 신규 지원자가 37.9%(305,355명)이다.3) 전체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7.8%, 여성이 62.2%로 

지원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민연

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기존 근로자에 비해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자와 신규 지원 대상자를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자
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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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근로자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관측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

대와 3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

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존 근로자의 경우 전체와 동일한 순위가 관측

되지만, 신규 근로자의 경우 30대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100만 원 전후 구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

을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신규 근로

자의 경우 지원대상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120~135만 원 구간

의 비중이 기존 근로자에 비해 높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경우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세부 사항을 요약해 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영세 사업장

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

대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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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세부 현황(2014년 10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기존 근로자 신규 근로자

전체 806,534 100.0 501,179 100.0 305,355 100.0

성
 남성 304,485 37.8 199,100 39.7 105,385 34.5

 여성 502,049 62.2 302,079 60.3 199,970 65.5

연
령

 18~29세 140,035 17.4 64,059 12.8 75,976 24.9

 30~39세 217,063 26.9 133,108 26.5 83,955 27.5

 40~49세 271,309 33.6 180,456 36.0 90,853 29.7

 50~59세 178,127 22.1 123,556 24.7 54,571 17.9

소
득

 ~39만원 9,960 1.2 6,639 1.3 3,321 1.1

 40~49만원 13,706 1.7 8,657 1.7 5,049 1.7

 50~59만원 22,055 2.7 12,540 2.5 9,515 3.1

 60~69만원 24,737 3.1 17,621 3.5 7,116 2.3

 70~79만원 38,937 4.8 30,173 6.0 8,764 2.9

 80~89만원 63,738 7.9 49,236 9.8 14,502 4.7

 90~99만원 118,213 14.7 100,679 20.1 17,534 5.7

 100~109만원 193,697 24.0 113,706 22.8 79,991 26.2

 110~119만원 143,081 17.7 85,722 17.1 57,359 18.8

 120~129만원 126,325 15.7 59,276 11.8 67,049 22.0

 130~135만원 52,085 6.5 16,930 3.4 35,155 11.5

산
업

 농업/임업 3,962 0.49 2,402 0.48 1,560 0.51 

 어업 690 0.09 367 0.07 323 0.11 

 광업 157 0.02 98 0.02 59 0.02 

 제조업 108,953 13.51 74,894 14.94 34,059 11.15 

 전기/가스/수도 242 0.03 157 0.03 85 0.03 

 건설업 84,439 10.47 58,268 11.63 26,171 8.57 

 도소매업 165,995 20.58 106,953 21.34 59,042 19.34 

 숙박/음식점 65,456 8.12 36,577 7.30 28,879 9.46 

 운수/창고/통신 18,617 2.31 12,024 2.40 6,593 2.16 

 금융/보험 2,707 0.34 1,792 0.36 915 0.30 

 부동산/임대 등 77,121 9.56 48,515 9.68 28,606 9.37 

 교육서비스업 12,152 1.51 7,526 1.50 4,626 1.51 

 보건업 58,128 7.21 37,151 7.41 20,977 6.87 

 공공/개인서비스 34,315 4.25 20,415 4.07 13,900 4.55 

 가사서비스 310 0.04 161 0.03 149 0.05 

 기타 173,290 21.49 93,879 18.73 79,411 26.01 

   주: 기존/신규 구분은 2014.1.1. 전/후로 구분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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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크레딧 제도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군복무 크레딧(국민연금법 제18조)과 

출산 크레딧(국민연금법 제19조) 제도가 도입되었다. 군복무 크레딧은 개

정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자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수직역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

로 인정된 경우 군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표 4-7>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요

구분 제도 내용

대상
2008.1.1. 이후 입대한 자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시 제외)

인정기간 6개월

재원 국고

인정소득 A값의 50%

자료: 저자 작성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A값의 50%이다. 인정소득은 병

역의무 수행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A값에 대한 재평가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

받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을 사유로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에는 크

레딧 인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산정한

다. 군복무 크레딧의 재원은 전액 국고이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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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입대한 개인에게 지급되기에 크레딧을 인정받은 국민연금 수급

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과 함께 2007년 7월 23일의 국민연금 개정법에서 도입

된 출산 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개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적용한다. 크레딧 최대 인정기간은 50개월

이며, 자녀 2명에 대해 12개월을, 자녀 3명 이상에 대해서는 12개월에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최대 인정기간 50개월을 한

도로 위와 동일한 가입기간 추가 원칙을 적용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

전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출생(입양)

한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인정한다. 

<표 4-8> 출산 크레딧 제도 개요

구분 제도 내용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자녀(수급권 취득 당시 사망 자녀 포함)

인정

기간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자녀 5명 이상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재원 국고 : 기금 = 30% : 70%

인정소득 A값의 100%

자료: 저자 작성

출산 크레딧 산입 절차는 부모 중 1인이 먼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하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크레딧 적용대상과 관련된 합의서를 국민연

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부모에게 출산 크레딧을 균분한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된 시점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군복무 크레딧과 달리 현 국민연금법은 출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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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의 재원으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사항만을 규정하

고 있는데, 현재 국고와 기금의 분담 비율은 30 대 70이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A값의 100%이며,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소득은 출산 시

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재평가

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표 4-9> 연도별 출산 크레딧 지급액 현황(2014년 9월 기준)

(단위: 천 원)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4,210 795 2,574 6,791 13,718 29,848 50,290 50,194

자료: 김재진 외(2014, p.12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3, p.41)

<표 4-10> 출산 크레딧 수급 현황(2014년 9월 당월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계 완전노령 감액노령 조기노령 재직자노령 특례노령

계
수급자 245 23 74 114 24 10

금액 9,552 887 2,568 3,802 570 1,724

인정

기간
(개월)

6
수급자 2 0 2 0 0 0

금액 24 0 24 0 0 0

9
수급자 2 0 1 1 0 0

금액 30 0 18 12 0 0

12
수급자 49 2 15 27 4 1

금액 1,024 47 356 532 64 25

18
수급자 168 19 51 71 18 9

금액 6,988 676 1,811 2,376 424 1,699

30
수급자 7 0 2 3 2 0

금액 350 0 118 151 82 0

36
수급자 14 1 2 11 0 0

금액 854 71 145 639 0 0

48
수급자 1 1 0 0 0 0

금액 94 94 0 0 0 0

50
수급자 2 0 1 1 0 0

금액 189 0 97 92 0 0

   주: 입양 자녀 13명
자료: 김재진 외(2014,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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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 크레딧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4년 9월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154,210천 원에 불과하다. 2014년 9

월 당월 기준으로 245명에게 9,552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인정기간은 

18개월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정확한 통계가 보고되고 있지 않지

만, 현재까지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

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문제도 있지만, 2008년 이후 출생한 둘

째 이상 자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크레딧 적용 대상 여성이 노령연금 수

급개시연령(현재 61세)에 진입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또한 현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문제점

최근까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다층체계 강화 차원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기초연금 

도입의 경우 제도 도입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

선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또한 최근에야 비로소 정부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세부적인 내

용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내

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임의방식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역시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

을 포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과 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다만,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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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 지원 사업만 검토하며, 크레딧의 경우 2007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문제점

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

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가입자의 증가 현상이다. 사업장가입자 확대는 

과거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무

엇보다,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지역가입자에 비해 연금보험료 부

담이 크게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이전에는 전년 대비 연간 15∼16만 명 정도 증가하였지만, 두루누리 사

업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연간 20만 명 수준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4). 

<표 4-11>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증가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0월 말

가입자 2,837,857 2,996,776 3,196,715 3,387,669 3,560,838

(증감) - (158,919) (199,939) (190,954) (173,169)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내부 자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성과는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종별 전환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국

민연금공단(2014)이 2014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424천 명 중 신규 가

입자 161천 명을 분석한 결과(<표 4-12> 참고), 적용제외 또는 납부예외 

상태에 있었던 76,873명(47.6%)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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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존 가입자 84,529명 중 지역가입자 36,580명과 임의가입자 594

명이 새롭게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신규 사업장가입자 종별 전환 현황

(단위: 명)

계
소득신고자 → 사업장가입자 미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소계 지역 사업장주) 임의가입 소계 납부예외 적용제외

161,402 84,529 36,580 47,355 594 76,873 25,604 51,269

   주: 사업장가입자였던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 신규 가입한 경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4, 내부 자료)

비록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

시직, 일용직 근로자 같은 비상용직의 경우 빈번한 입직/이직 및 사용자

의 사회보험 미신고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

가 없으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직권 가입 조치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의 <표 4-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두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신규 가입자에 비해 기존 가입자의 비

중이 높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지원자와 신규 지원자의 분류가 작위적임이 지적될 필요는 

있다. 2012월 7월 또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전체 대상자 중 신규 지원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4-6>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전 지원자를 

기존 지원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원자를 신규 지원자로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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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분류의 기준 시점을 상이하게 정의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과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이 제외되는 것이 지

적된다. 2013년 4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대신, 1/2 일괄 지

원으로 지원 수준이 높아졌지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의 경우 50% 본인 부담률은 여전히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 제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2013, p.39)는 가입 초기 집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이

유로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료가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현 두루누

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인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

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 소득 

파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5) 

4)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현재처럼 정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검

토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도권에 체류하지 않고 탈락할 경우 현재처럼 사각지대가 해소
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5) 예컨대, 국민연금공단(2014)의 분석에 의하면, 월 보수 100만 원인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액

이 309천 원(324천 원) 수준임에 비해 추가 부담액은 691천 원(910천 원) 수준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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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크레딧 제도

2007년 7월 23일의 국민연금 개정법에서 도입된 군복무 크레딧과 출

산 크레딧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제고 측면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모두 원칙적

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되기에 크레딧 수혜자가 본

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 군복무 및 출산 크

레딧 제도의 경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재정적 고려를 강조한 관계로 향후 

크레딧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크레딧 인정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관계

로 실제 병역의무 수행 기간(21~24개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최대 50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서 군복무 크레딧에 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또는 급여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크레딧 적

용에서 첫째 자녀가 제외되는 한편 자녀가 4명 이상이어야 4년 이상(최대 

50개월)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합계출산율(TFR)이 대체출산율(TFR 2.1) 이상

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출산 

크레딧 제도 또한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둘째, 현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 

사후적으로 크레딧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최초 지급 시점부

터 사망까지 크레딧에 상응하는 연금액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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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복무 크레딧 전액, 출산 크레딧 30%).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후적 

지원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의 재정 지원 방식은 크레딧의 재원을 미래세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세

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개정 관

계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5년에 도입된 실업 크레딧의 경우,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과 달리, 연금 급여 지급 시점이 아니라 실업 발생 시

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셋째, 재원 조달상의 문제로, 현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출산 크레딧 재

원 조달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고와 

기금이 30 대 70의 비중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고 분담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는지와 관련된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4-13> 실업 크레딧 제도 개요(시행 예정)

구분 제도 내용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개인 중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인정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1회당 3∼8개월)(최대 1년)

재원
본인 부담 25%, 나머지 75%는 일반회계(25%), 국민연금기금(25%), 고용보

험기금(25%) 균분

인정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상한액 70만 원)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개정 관계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

지만, 2015년에 도입된 실업 크레딧(국민연금법 제19조의2)의 경우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 운영 및 관리상의 이점에도 불

구하고, 실업 크레딧 대상자가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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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 근로계층의 경우 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인정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인정소득 또한 

최대 7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 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충실히 해소하고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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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민연금 강화 방안 및 평가

  1. 소득대체율 인상

2015년 5월 국회 통과로 마무리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

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개혁 대상인 공무

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논란이 된 것은 노후 빈곤과 저연금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공적연금 강화

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된 논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

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및 크레딧 제도에 

비해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 부각된 이슈라는 

점에서 실증적 분석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

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50%) 조정 방안이 노후소득보

장 강화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론적 측면에서 간략

히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논의되

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방

안)의 파급효과를 검토하는데, 노후 빈곤 완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표 효율성,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 장기 재정 건전성, 해외 연금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 방안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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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동향과의 조응성 측면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방안)의 타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의 배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방안)은, 2007년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

자는 것이 골자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시 평균소득자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평균소득(B

값)의 70%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

연금 운영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도 도입 초기 국민연금 또한 은퇴 이전

의 생활수준(소비수준) 보장을 노후소득보장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노후 빈

곤을 적절히 통제한 후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에 기인

하는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에 직면한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가 도

입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노후 빈곤 해소나 적정 노후소득보

장 제공 대신, 저부담-고급여 수급구조와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국

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 후 대략 10년 간격으로 두 차례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비록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

친 개혁 조치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과 2007년에 이루어

진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 제고였다. 보다 구체적으

로, 1998년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제도 

도입 당시의 70%에서 60%로 10%p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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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연금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 인하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 안정

화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매 5년마다 1세씩 연

기하여 최종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내용 또한 중요한 재정 안

정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1998년 12월 31일 국민연금 개정법

의 경우 2013년 61세로 상향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2033년에 65세로 

조정하는 연도별 조정 방식에 기초하였지만, 2011년 12월 31일 개정법

에서 현재와 같은 코호트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또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어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한편 재정 안정화 조치를 

포함한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재정

계산제도가 1998년 연금 개혁에서 도입된 후 2003년에 처음으로 국민연

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1차 재정계산에서 1998

년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이 기

존 2031년에서 2047년으로 16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 결과는 장기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만

족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 과정

을 통해 2007년의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또한 재정 안정화 관련 조치를 마련했는데, 

1998년 개혁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소득대체율 인하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보험료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9%로 유지하였다. 2007년에 이루

어진 소득대체율 인하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소득자 

40년 가입 기준으로 2008년에 기존 60%에서 50%로 10%p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2028년에 40%에 도달

하도록 하였다(2015년 현재 46.5%). 

2007년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개혁 이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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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3년 연기된 2060년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재정 안정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국민연

금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의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재의 국

민연금 재정 상태는 외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해결

해야 할 현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두 차례의 개혁에서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결과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축소 문제로 이어졌다. 물론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

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의 역할 축소를 

충실히 보완하기에는 급여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초기 국민연금 A값

의 5%로 설정된 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

었지만(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20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폐지될 때까지 급여 인상이 추진되지 못했다. 

과거의 연금 개혁과 달리 최근에 추진된 제도 개혁에서는 재정 안정화 대

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제고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

이 강하다.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동

시에 2022년까지 전체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

고 있는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

각한 노후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회

복시키자는 논의는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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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평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의 경우 최근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

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

험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이론적인 논의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 완

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목표 효율성, 소득 재분배, 

국민연금 장기 재정 건전성, 해외 연금 개혁 사례와의 조응성 측면에서 

본 방안의 타당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노후 빈곤 완화 효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 인상(방안)이 제기된 것은 현 노인 세대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연

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이며,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이미 은퇴한 현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 노인층의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1998년과 2007년 개혁으로 국민연금

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으로써 미래 노인층(특히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한 빈곤 방지 또한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

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현안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을 강화하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보다 적절한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효과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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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현재 및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보험료 납부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향상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조치가 국민연금의 적용 범위를 

넓혀 기존 사각지대를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적용제

외), 납부예외, 보험료 미납 등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들

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 조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크레딧 제도나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경우, 최소한 이론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시킴과 함께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현재의 크레딧 제도와 사회

보험료 지원 정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노후소득보장 강화 대책의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노후소득보장 욕구가 큰 집단을 

우선적인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는 한편 제한된 자원이 이들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향후 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모든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크레딧이나 사회보

험료 지원 정책의 경우 여성이나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표

적화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이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상의 소득 재분배 

기제로 인해 명목소득대체율(국민연금법 제51조)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

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현 제도상 2028년 이후 최

초 가입한 평균소득자(B=A)의 경우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4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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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저소득층(B=0.5A)의 소득대체율은 60%, 고소득층(B=1.5A)의 소

득대체율은 33.33% 수준이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평균소득자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50%

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75%, 고소득층의 소득대

체율은 41.7%로 높아진다. 만일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50%로 회복시킬 경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 상

승 폭이 커질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

상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더 크게 인상시킨다는 점에서

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 조치는 순이전액(net transfer)과 같은 다른 소득 재분배 지

표에서 역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지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애 동안 수급한 연금 급여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차감한 순이전액 지표의 경우,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순이전액 

증가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교육, 소

득수준, 직업 등 사회계층별 기대여명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동시에 그 격

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순이전액 

증가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 측면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가장 큰 불안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기존에 논의된 소득대체율 인상(방안)은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기존 논의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함께 연금보험료 인상과 같은 재정 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재정 안

정화 조치를 패키지화하는 대신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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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급여율 인하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

료율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급여율 인하 조치만 국회

를 통과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 없

이 소득대체율만 인상시킬 경우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가중시켜, 애초의 의

도와 달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연금 개혁과의 조응성 측면이다. 인구 고령화와 공적

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선진 복지국가들은 다층체

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최소한 형식적

으로는,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층소득보장체계의 내실

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회

복시키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소득보

장의 적정성 문제가 충실히 해소될 수는 없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 

노인기초보장제도(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강화 문제이다. 공적연금의 재

정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시켰지만, 노후소득보장 욕구가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기초보

장제도(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기초

연금으로 전환되었지만, 현재까지 기초연금의 노후최저보장 기능은 외국

의 기초연금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2014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관

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현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노후최저보장 기능 강화는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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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본 소절에서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국민연금 개혁 내용을 

되돌려 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배경에는 현 국민연금의 노후소

득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및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여 노후소득보

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

진된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된 동시에 

생애주기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 때문에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 끝에 마련한 개혁을 되돌림

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장

기재정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

서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 단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직면한 가장 중

요한 현안은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임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노인 빈곤

이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적절히 해소될 수는 없다. 향후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논의에서는 현 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 문제와 미래 세

대 노인의 빈곤과 적정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소득보

장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축하고 내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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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논의

지난 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조정이 제도 개선 의제의 하나로 다뤄졌다. 2차 재정계산 이후 시점

인 2010년에 소득 상·하한선 조정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3차 재정계산

에서는 기존의 소득 상·하한액을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조정은 소득계층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려는 목적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고소득자

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목적에서 논의되었다(정해식, 2015, 

p.23). 

소득계층간 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고소득 계층이 소득상한액을 적용

받아 보험료부담이 감소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소득상한액이 일

정 수준에 머물러 A값의 상승률이 정체된다는 비판도 이 맥락에 위치한

다. 사업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음에 따라 사업장가입

자의 기준소득월액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상승이 더뎌진다.6)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가능하

다. 즉, 소득상한액의 인상을 통해서 평균소득월액을 높이고, 이에 따라 

6) 이 외에도 2003년 이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확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 것도 사업장가입자 소득상승 정체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는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관리되었으며, 
이들은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가능성

이 높았던 이들이다. 이들이 사업장가입자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정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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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 

관점의 논의에 대해 재정적 관점에서 반론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수익

비가 모든 계층에서 1 이상인 상태에서는 소득상한액의 조정에 따라 고

소득층의 순이전액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연금 재정의 불안정 요소로 

작동하므로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측면에서 

상한액 조정 논의를 비판한다.

고소득자의 낮은 소득대체율 보완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이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적정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한다. 국민연금

은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소득상한액이 장래

에도 지속적으로 정체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가입자(특히 사업장 가입

자)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게 되므로,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다는 문제도 가진다. 물론 대체율 보완 측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 고소득 사업장 가입자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며, 이것이 다층보장체계 구성의 기

본 원리라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 계층에게 적정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

도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국민연금은 

‘재분배’와 ‘적정 보장’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기초연금 도입 등을 

위시로 한 정책 흐름이 있으며, 또한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하에서 적정보장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에서 출

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현 제도 및 

제도 개혁안은 항상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상한액 인상도 위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논쟁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소득상한액 

인상 논의, 인상안 및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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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구분
1988

~
1995.31)

1995.4
~

2010.6

2010.7
~

2011.63)

2011.7
~

2012.6

2012.7
~

2013.6

2013.7
~

2014.6

2014.7
~

2015.6

2015.7
~

2016.6

상한액(만원) 200 360 368 375 389 398 408 421

하한액(만원) 7 22 23 23 24 25 26 27

A값 859,8382) 1,791,955 1,824,109 1,891,771 1,935,977 1,981,975 2,044,756

A값 변동률 1.023 1.018 1.037 1.023 1.024 1.032

   주: 1) A값 변동률은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의 변동률임.
        2) 보수월액이 7.5만원 미만은 7만원의 표준보수월액을, 190만원 이상은 200만원의 표준
            보수월액을 적용함.

        3) 1995년 3월 기준임.
        4) 이하는 매년 3월 기준임.
자료: 정해식(2015, p.24)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988년 제도 도입 시점에 200만원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료보험(직장)의 등급기준과 일치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은 민주화 이후 임금상승이 거세게 일어

났던 시기였으며, 고정된 소득 상·하한액 체계가 이 기간 중 임금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결정된 소득상한

액 360만원은 당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90만원의 4배 수준이었

다. 당시 논의된 상한액 조정기준은 ①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②전체 근

로자 명목임금 상승률 ③전가입자 평균보수월액 상승률 ④상한액등급철

폐였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pp.51-52). 이중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은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상승률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조

정하는 안이었으나, 이 경우 금액 440만원은 너무 높다는 반대가 있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p.52).

이후 1차, 2차 재정계산에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조정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조정은 소득기준을 적용받

는 고소득 가입자 및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서 

가입자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사용주에게는 고용비용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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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될 수 있어 경영계의 반발이 예고되었다. 이런 이유로 기준소득월액

의 상·하한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대신 상·하한액의 범위를 국민연

금 A 값의 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가 2010년 도입되었다. 

그 결과 <표 5-1>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이후 국민연금 소득 상·하

한액이 매년 2~3%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소득상한액이 421만원, 소

득하한이 27만원이 되었다. 그러나 소득 상·하한액의 미세 조정을 통해

서는 문제로 지적되었던 고소득 가입자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그림 5-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표준소득월액, 표준보수월액) 최고등급 가입자 비율

   주: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값임.

자료: 국민연금공단(각 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그림 5-1]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최고등급 가입자의 비율을 보여

준다. 2010년 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상한액 가입자의 비율이 미약하게나

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덧붙여 소득상한액이 408만원이었던 

2015년 6월 기준, 전가입자 기준 13.7%, 사업장 가입자 기준 17.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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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이상 소득자로 나타났다. 연중 임금인상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상한액이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2015년 7월 기준 통계에서 이 수치

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장 가입자의 약 

17% 이상이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음에 따라 적정한 연금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A 값의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적용소득 상한액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 첫째, 

제도 도입 시기의 노동시장 임금과 국민연금 신고소득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가입자가 동일 제도 내에 있으며, 임의가입자

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가 소득상한액에 주로 배치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이러한 논의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림 5-2]는 제도 도입 

초기 시점에 평균임금과 국민연금 상한액(당시 금액 200만원)의 관계를 

보여준다. 1988년 평균임금은 약 45만원 수준이었으며, 따라서 소득 상

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약 4.3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상한액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소득상한액 변경 직전인 

1994년에는 평균임금 대비 상한액이 1.8배 수준에 그쳤다. 1995년부터

는 소득상한액이 36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당시 임금총액7)이 약 122

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약 2.95배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상한액의 정체

에 따라 이 비율이 2002년에는 1.77배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다. 그러므

로 각 신규 제도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배 수준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7)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자료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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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평균임금, 최저임금 대비 표준보수월액 상·하한액 비율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p.50)를 참조하고,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둘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조정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상한액을 조정하게 되면 A값

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종 

연금급여 수준이 매해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서는 제도변경의 연착륙을 기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보완해야 한

다. 그러므로 소득상한액의 조정을 결정한 이후에는 각종 보완장치 마련

에 연구가 집중되어야 하며, 소득상한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제도 변경에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상한액 조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재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상한액 조정은 현재의 급여액보다 많은 급

여액 지출을 요하며(A 값 조정에 따른 전체 평균 급여액의 상승 및 소득

상한액 적용자에 대한 추가 급여지출),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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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득상한액을 먼저 인상하고, 보험료

율 인상을 추후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상한액의 인상

도 연금보험료율의 인상만큼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기준 논의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정계산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논의가 계

속되었다. 이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적정한 상한액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2003년 재정계산에서 상한액을 A값의 3~3(1/3), 2002년 기준으로 

390만원~430만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A 값의 3

배 상한액을 설정한 것은, 이 기준에 따르면 40년 가입 최고소득자의 급

여수준이 1.2A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상한액의 

조정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상한액 조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

였다. 당시 논의된 조정기준은 ① 물가상승률 적용 ②평균임금 상승률 적

용 ③소득상한액 보험료 납부자의 40년 가입 시 급여액이 평균소득월액

의 일정 배율이 되도록 조정 ④신고소득월액 상승률 적용 ⑤하한선 소득

의 40년 가입 소득대체율의 5배 또는 6배 급여수준을 유지(국민연금발전

위원회, 2003, pp.62-63)하는 것이었다.

2008년 재정계산에서는 상한액을 A값의 2.5배, 약 4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A값의 2.5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소득상한액 인상이 상한액 이상의 소득

자에게 급격한 보험료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바

탕으로, 5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하였다. 상한액이 목표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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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A가 되면 이후부터는 매년 A값 상승률로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2013년 재정계산에서는 상한액을 2012년 1인 이상 사

업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3.5배, 650만원을 논의하였다. 

(1) 소득상한액 기준

세 차례의 제도 개혁 논의에서 적정한 소득상한액의 기준을 상대적 임

금수준(예를 들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3.5배, A값의 2.5

배)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가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변동의 여지가 항상 남는다. 그러므로 

소득상한액 조정의 또 다른 기준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반영하

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방식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특정 비율이 되도록 유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림 5-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상한액 소득을 적용받는 자의 비율(사업장 가입자 기준)을 

1995년 기준 0.93% 또는 1999년 기준 3.10%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8)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매우 높은 소득

상한액이 적용된다. 다른 방법은 전체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전체 근로

자의 임금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상

한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소득상한액 이하 가입자의 임금소득

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인(人)별 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노동

시장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은 연금의 보험료 수입원천을 확대하는 방식

으로 기능하며, 특히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 적절히 논의될 수 있는 방법

8)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201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보면, 소득 3A를 초과하는 

자의 비율이 여전히 약 8.5% 수준에 이른다. 즉, 상한액 적용자의 비율이 약 3.1% 수준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상한액이 매우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직
업숙련 편향의 임금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상한액 적용자의 비율을 특

정 비율로 한정할 수 있는 상한액 설정은 ‘적정소득’ 보장의 목적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적 기여분 증가를 목적으로 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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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판단된다.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앞서 

소득상한액 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소득 상·하한액을 논의함

에 있어서, 특히 소득 상한액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목표소득 기준(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03년 재정계산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 즉, 40년 

가입 최고소득자의 급여수준이 특정 목표치에 근접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급여산식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소득상한액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의 소득

상한액 제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금산식 내에 재분배 요소를 둘 경

우에 소득 상한액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정해식, 2015, p.31).

(2) 소득상한액 조정기준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등으로 인하여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상·하한이 국민연금

의 A 값 기준으로 조정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가입자의 

실질소득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2013년 재정계산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인 이상 사업장 근

로자 중위임금 증가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안은 1

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상

한액 인상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정기

준 도입으로 소득상한액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실제로는 성공하기 어렵

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분배 경향이 변할 때마다 조정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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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시점에 1인 이상 사업체 중위임

금의 증가율은 2009년, 2010년에는 낮은 편이었고, 2012년에 상당한 

증가를 보인 후 2013년에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A값 증가율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

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일정 목표치에 올려놓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병행

될 필요가 있다.

[그림 5-3] 각종 소득기준 증가율

   주: 증가율 계산방식은 국민연금 소득기준 조정방식을 적용함.

자료: 평균소득-OECD(2015), Taxing Wages Comparative Table
        임금상승률-한국노동연구원(2015), 2015 KLI 노동통계

다. 적정 상한액 및 조정 방안

(1) 적정 소득 상한액

소득상한액 40년 가입자의 연금액이 평균임금소득 근로자(Average 

Worker) 소득의 50% 수준을 보장하는 연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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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추정하려면 소득상한액 조정에 따른 A값의 변동을 고려해야 하

므로, 현재 가입자의 소득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2>는 정해식(2015)의 연구에서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부과자

료를 이용하여 소득상한액 이상 가입자의 소득분포를 추정한 결과이다. 

가입자 비율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상한액 

이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규모를 추정하고, 그 외 가입자는 사업장가

입자와 동일 비율을 적용하였다. 당시 A값(193.6만원)을 활용하면, 2.5A

는 약 484만원, 3A는 약 581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소득상한액 이상

자 중에서 28.9%는 2.5A 수준에, 24.9%는 3A 수준에, 그리고 나머지 

46.2%는 소득상한액을 3A를 초과하는 소득수준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표 5-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자의 분포 추정

　 사업장가입자 그 외 가입자

~398만원 9,732,647 4,174,556

398만원 이상 2,203,112 59,024

399만원~484만원 636,934(28.9%) 17,064(28.9%)

485만원~581만원 548,649(24.9%) 14,699(24.9%)

582만원 이상 1,017,529(46.2%) 27,261(46.2%)

   주: 건강보험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정해식(2015, p.36)

소득상한액으로 2.5A를 적용할 경우 변경된 평균소득월액은 약 209만

원, 3A를 적용할 경우 변경된 평균소득월액은 약 217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한액을 2.5A로 조정할 경우, 평균소득월액 상승에 따라 평균

소득 가입자의 경우 약 월 2만원,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약 1%p의 급여 상

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A값의 약 3~3.1배 수준에서 상한액이 결정될 

경우, 평균근로자 소득대비 50%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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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월액
40년 가입시 연금월액

(40% 대체율)
AW 대비
(328만원)

상한액소득자의 
연금액 인상효과

~398만원 상한액 1,988,375 1,193,675(30.0%) 36.40% -

~484만원 

상한액(2.5A)
2,091,300 1,386,260(28.6%) 42.30% 116.1%

~581만원 

상한액(3A)
2,170,095 1,596,019(27.5%) 48.70% 133.7%

<표 5-3> 소득상한액 조정에 따른 추정치

   주: 1) 2013년 실제 평균소득월액은 1,955,395원임.
        2) 2013년 AW 평균임금은 3,936만원임.

        3) 40% 소득대체율로 추정함(기타 가정 없음).
자료: 정해식(2015, p.36)

(2) 상한액 조정 방안

국민연금의 소득 상·하한 조정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

으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그 만큼 제도 개선의 난제가 많기 때문이

다.9) 적정한 소득상한액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들은 대체로 

현재의 소득상한액이 너무 낮으며, 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들어가서는 현실성을 잃게 되는데, 소득상

한액을 높일 경우, 가입종별(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국

민연금 재정에의 부정적 영향, 연금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과중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한액소득 이상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심각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도에서 

소득상한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

은 ‘유리지갑’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세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9) 소득하한을 조정할 필요도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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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상한액 소득 이상 가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여전히 

1 이상이므로 이러한 저항도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금재정의 장기적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료율 또는 소득대

체율의 조정이 이뤄지거나,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소득

재분배 요소가 강화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발이 대중적 호응을 얻을 가

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 수정 이전에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것

은 제도 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면, 소득상한

액의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병행되

어야 한다.10)

소득상한액 증가는 소득상한액 이상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데, 이에 따라 급여의 인상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도, 여론의 악

화는 감내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특히, 소득상한액 인상은 어떤 형태로

든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득 상한액 구간에 있지 않은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게 되면, A값의 변화에 따라 각종 관

련 규정 및 제도의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국민연금 A값을 기준연금

액으로 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의 급여액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소

득상한액 조정은 보험료 부담자의 제도 순응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에 

대한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소

득상한액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후에 보다 정교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약 5년여에 걸쳐 2.5A 수준으

10)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소득상한액이 A값의 2.5배로 
증가하게 되면, 2015년부터 2083년까지 현행 대비 보험료수입이 총 418조원 증가하는 

반면 연금급여 지출은 총 812조원 증가하여 추가의 순 재정지출이 394조원에 달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2015,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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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관련된 파급효과 등을 진단한 후 다시 약 5년

에 걸쳐서 3A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는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지상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

로 급여산식과 보험료율의 변경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료 지원사업 및 크레딧 제도 확대

가. 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저숙련 노동력의 실업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공식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전

환하려는 정책’,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및 소기업에 현금 보조하는 복지

정책’의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유경준 외, 2013, p.10). 국민연금제

도발전위원회(2013, p.31)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중 69.3%, 2013년 4월까지는 56.7%가 기존 근로자이다. 정책대상자 중 

약 60% 수준이 기존 가입자임을 고려하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금

보조성 복지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약 40%의 수혜자

가 신규근로자임을 고려하면, 사회보험이 고려되지 않은 비공식 노동 영

역에서 공식노동 영역으로의 전환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특히 두

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의 사업장 신규가

입 비율은 31.3%로 전년도 7.4%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유경준 외, 

2013, p.81),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적용사업장 전환이 상당부분 이

뤄졌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목적하였던 국민연금

의 가입 사각지대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사업은 약 4년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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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고 있다. 비판의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 지원사

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애초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개인 또는 사업주의 경제

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도적 가입회피가 발생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의 재정사업으

로 보조함으로써 가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당수 지원경험자가 기존 가입자임에 따라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목적에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조의 성격

으로 정책이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협소하다는 비판이다. 이미 제도도입 초기부터 지적된 것(민주노

총, 2012)처럼 특수고용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등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자격처리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를 10인 미만으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10인 이상 사

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의 가입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정작 

가장 취약한 집단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이 발

생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관리되는 일부 대상자(예를 들어, 특수직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하는 등의 전향적 대책이 가능

하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

하여 가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을 영위할 때에는 

사업장 가입의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을 확보하

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제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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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활동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

속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표 5-4>와 같다. 저소

득 지역가입자에게 정률 또는 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 차상위계층

에게 정률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2개 안과 재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

가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이 중 세 번째 안은 현재에도 재해지역 등에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

는 점, 사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안 중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

에 기인하는 신고소득월액의 임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

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이들의 소득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시

금 일정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은 필요성 여부에 상관없이 정책 실시 과정에서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표 5-4>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법률(안)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최동익 의원안
(의안번호 
1711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이 1인 중위소득의 

40~50% 이하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의 50% 정률 지원 또는 정액지원

이재영 의원안
(의안번호
523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

층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최동익 의원안
(의안번호
12790호)

재해, 사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장, 지역 가입자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의 보험료 전

액 또는 일부 지원

   주: 일부 지원기준은 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가정임

자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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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보험

료 지원사업 확대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취

약계층에 보다 집중한다.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을 비교적 안정적인 사

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미가입 사업장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업장 외 가입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의미한다. 둘째,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서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급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초기 수용성을 확대하는 목적과 함께 실질적으로 수급권 확보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확대에 있어서 먼저 저소득 자영업자로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70.3%로, 2013

년 대비 2.4%p 상승하였다(<표 5-5> 참조). 그러나 자영업자 중에서 사

업장 가입자의 가입자격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3년 8월 15.9%에서 

2015년 8월 16.4%로 0.5%p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41%는 지역

가입자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 수준에서 적용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 본인도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37.8%)보다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4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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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2013. 8 2015. 8

자영업자 자영업자고용원이
있음

고용원이 
없음

고용원이 
있음

고용원이
없음

< 전 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가입 및 수급권자 67.9 80.9 63.2 70.3 82.8 65.3 

- 사업장(직장) 가입자 15.9 38.7 7.9 16.4 37.8 7.9 

- 지역 가입자 38.7 37.6 39.0 41.0 40.0 41.4 

- 국민연금 등 수급(권)자1) 13.3 4.6 16.3 12.9 5.0 16.0 

◦ 미가입자 32.1 19.1 36.8 29.7 17.2 34.7 

   주: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자료: 통계청(2015a, p.35)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5년에 오히려 낮아졌

다(<표 5-6> 참조). 국민연금 가입률은 36.9%로 전년 대비 1.5%p, 건강

보험은 43.8%로 전년 대비 0.9%p, 고용보험은 42.5%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 특히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비기간제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률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2014. 8 2015. 8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증감 증감 증감

 < 임금근로자 > 67.9 71.4 68.8 67.4 -0.5 71.5 0.1 68.6 -0.2

 ◦ 정 규 직 82.1 84.1 82.0 82.0 -0.1 84.8 0.7 82.4 0.4

 ◦ 비정규직 38.4 44.7 43.8 36.9 -1.5 43.8 -0.9 42.5 -1.3

  - 한 시 적 56.0 65.3 62.8 54.4 -1.6 64.1 -1.2 60.4 -2.4

    ․ 기 간 제 58.5 69.3 66.0 58.2 -0.3 69.4 0.1 64.6 -1.4

    ․ 비기간제 47.1 51.1 51.3 40.4 -6.7 44.6 -6.5 45.4 -5.9

  - 시 간 제3) 14.6 17.8 19.6 13.3 -1.3 17.5 -0.3 18.8 -0.8

  - 비 전 형 21.8 31.2 29.2 21.0 -0.8 31.1 -0.1 29.0 -0.2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주: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포함
       3)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제외자인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가 
           포함되어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자료: 통계청(2015a,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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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목적을 고려하면 한

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에서 특

정 지원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실제 완결되는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995년 농어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보조 등도 한시적으로 적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11) 

그 이유를 정책의 효과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에 있어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의 효과가 매우 뛰

어나다. 농어민의 높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이를 보여준다. 특정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사업도 가입유지를 평가 기준으로 할 때, 

상당한 수준의 효과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목표 기

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1) 저소득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중년의 퇴직 이후 자

영업을 통한 노동시장 잔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권의 확보 가능성 증대 및 실질 연금수령액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직 고용자와 60시간 미만 단

시간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다.12)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때 

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 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12) 현재 관련법이 논의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8080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가입특례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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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반론은 낮은 소득파악률로 인해 지원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13) 이런 이유로 근로장려세제가 자영업자에게 확대된 이후 제도 

운영의 추이를 감안하여, 적용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펼쳐진

다.14)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때, 사

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사업

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저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를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으로 하면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를 모두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포괄할 수 있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편입시키게 되면, 이

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험제도에 편입시키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절차 불편 등의 이유도 사회보험에 대한 낮은 가입 순응도의 

원인이다. 두루누리 사업 실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의 특징은 사

업체가 작을수록, 여성채용이 많을수록, 그리고 창업시점이 최근일수록 

미가입에서 전환되는 경향이 크다(유경준 등, 2013, pp.5~7). 그러므로 

창업 등에 따른 신규사업장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초기 수용 가능성 극

대화를 위해서라도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13)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의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이뤄진 차상위계층으

로 한정하는 안, 소득과 무관한 특정 계층을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으로 하는 안이 제시
되기도 하였다. 최동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177호)은 기준소득월액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영 의원은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 중에서 섬·벽
지·농어촌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제안
하였다.

14) 2015년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에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이들 저소득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보된다. 이에 지역가입자인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자 중 소득이 연간 1천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기준)인 이들에 대해 최대 1년간 보
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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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자 임금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기타 제도들

(사회보험료 감면, 크레딧 제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7>에 제

시된 것처럼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크레딧 제도는 고용정책이거나, 사회

적으로 가치 있는 일(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차원

이 강한 반면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발적 가입유인 제고를 목적으로 한

다. 이런 이유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하였다. 가입자의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1/2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는 

1/3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표 5-7〉 사회보험료 감면과 지원, 크레딧의 성격 비교

구분 사회보험료 감면 가입인정제도(Credits)
사회보험료 

지원(Matching)

목적

·고용정책 일환

·저임금, 청년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대상

으로 가처분소득 보전

·사용자 노동비용 부담 

완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간(출산·군

복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을 납

부로 인정

·연금 등 수급권 확보

·연금가입(coverage) 규

모 확대, 비공식성 감소

·선진국은 주로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목적으로 시행

대상
저임금근로자, 장기실업

자, 청년, 차상위계층 등

여성(출산·양육), 군복무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곧 가입자 가

운데 특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저임금근로자(한국), 저소

득층 등

혜택 근로자 및 사용자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만 

혜택을 받음
가입자

방식
가입·보험료 납부 시점에

서 가입기간 인정

수급 시점에서 가입기간 

인정

가입·보험료 납부 시점에

서 가입기간 인정

재정 국가 예산(현 세대 부담)
국가 예산 및 기금(현세대

+후세대)
국가 예산(현세대 부담)

자료: 최옥금 외(201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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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인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와 사업주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옥금 외(2013, p.80)에 따

르면, 2012년 중 보험료의 1/2를 지원받은 가입자가 71.4%, 보험료의 

1/3을 지원받은 가입자가 28.6%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한된 예산에서 

가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보다 높이고, 최저임금 이상 소득자에게는 지원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금의 차등을 가입자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외에 보험료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지원수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대상자를 신규 가입으

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보험료 지

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초 3개월 동안은 가입자 부담분을 전

액 지원하고, 이후 6개월(9개월까지)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후에

는 30%를 지원하는 등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

다. 참고로 2016년부터 최초 가입근로자 및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 단절

된 근로자로서 기존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수준이 현재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5) 동시에 기존 가입자의 지원률은 40%로 조정하였다.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용보

험료의 지원 수준)에는 고용보험료의 3/5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 수
준을 고시한다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다(대통령령 제26809호, 2015.12.30., 일부개
정). 한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제26744호) 

제73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은 2015년 말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개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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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실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현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 하에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만을 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시 건강보험의 사

각지대는 제도에 대한 가입선호 및 피부양자 적용 때문에 넓지 않다고 판

단하여, 지원사업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가 낮

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표 5-6>에서 제시된 것처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

보험에서 43.8%로 가장 높다. 건강보험제도 가입이 다른 사회보험 가입

에 우선하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타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일 수 있다. 즉, 건강보험을 통해서 사회보험

의 공식적 가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지

원이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액 중

에서 상대적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는 보험료의 50%

를 지원하는 것을 전체 사업비를 고려하여 각각 국민연금 40%, 고용보험 

30%, 건강보험 30% 등으로 달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는 비가입 상태에 있었던 자영업자, 비정규 근

로자 등 저소득자의 제도 편입을 촉진한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

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월액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할 경우에 수혜를 목적으

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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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안 주요 내용 관련 이슈

저소득 자영업자 보험

료 지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기준, 연간 1

천만원 미만)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

·자영업자 대상 EITC 실시로 

소득파악률 제고 가능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피용인에 

대한 적용확대 용이

임금수준에 따른 보험

료 차등 지원

가입자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2016년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

입자에 대한 차등 지원 실시 예정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실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험료 지원 실시

제도별 차등 지원 실시 필요

(예산 제한 반영)

 

나.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

거나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대해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

딧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

정에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국

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친 재정 안정화 개혁이 단행되었고 동시에 1997년 말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유연화 되었다는 점에서 크레딧 제도를 통한 공적연금의 노후소

득보장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2015년에 실

업 크레딧 제도의 도입이 완료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중심으

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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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크레딧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0개월로 제한된 

크레딧 최대 인정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출산 크레딧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2013, p.43)의 제안처럼, 출산 크레딧 최대 인정기간을 현재

의 50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녀별 크레딧 인정기간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 현 출산 크레딧 

제도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을 제공하는 반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18개월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처럼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되,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 1명당 18개월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1안). 

다만, 첫째 자녀를 출산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제도를 통해 출

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적 불리함을 충실히 보완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TFR)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출산율(TFR = 2.1)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

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출산 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18개월의 크레딧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안). 

셋째, 현재 국가가 출산 크레딧 재원의 일부(30%)를 분담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현 국민연금법은, 군복무 크레딧과 달리, 출산 크레딧의 재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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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사항만을 규정할 뿐 

분담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다. 출산과 양육의 국가 정책적 의

미와 군복무 크레딧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출산 크레딧 재원

을 전액 국고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크레딧 제도 확대와 전

액 국고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가 과도히 클 경우 단계적으로 국고의 비

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 크레딧을 지원하는 현 방식으로는 크레

딧 제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와 같은 사후 지원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섯째, 크레딧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

다. 현 제도는 부부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없을 경우 크레딧을 

균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과 관련된 가족(부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여 크레딧

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현 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 제도와 달리,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여성에게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

과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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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대상
및

인정기간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1안 - 18개월 36개월 54개월 60개월

2안 18개월 36개월 54개월 60개월

인정소득 A값 100%

재원 국고 100%

지원 시점 사유 발생 시점

지원 대상 부부 합의 원칙(합의 없을 시 여성에게 적용)

다음으로,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우리나라

의 군복무 기간이 21~24개월로 다양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만 인

정하고 있다.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닌 국가의 특수 상황에 기인

하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

나이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사회적 손실을 충실히 보

상할 수 있도록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크레딧의 

최대 인정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병역법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

원의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21~24개월로 군복무 크레딧의 최대 인정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1안).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할 경우 군복무 크레

딧 최대 인정기간을 실제 군복무 기간의 50%로 설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2안).

둘째,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인정소득을 상향 조정할 필

요가 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소득은 A값의 50%인데 출산 크레

딧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소득을 A값의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 크레딧과 동일하게, 군복무 크레딧 또한 지원 시점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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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후 지원 방식에서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

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0>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인정기간
1안 군복무 기간 전체(21~24개월)

2안 군복무 기간의 50%

인정소득 A값 100%

재원 국고 100%

지원 시점 사유 발생 시점 지원

제2절 사적연금 강화 방안 및 평가

  1. 리스터연금제도 도입

가. 서론

2001년 연금개혁은 독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

다. 개혁 전 독일 연금제도는 전형적인 비스마르크형이었다. 사회보험 방

식의 공적연금이 주로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고 사적연금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과 독일 통일의 비용은 연금재정의 부담

을 갈수록 증가시켰다. 이에 더하여 세계화의 진전은 기업의 부담능력을 

급속히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연금제도의 과감한 개혁

을 시도하였다. 개혁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연금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후보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1년에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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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되었다.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을 급속히 증

가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 연금제도는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에서 공사

연금의 혼합유형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리스터연금제도가 의도했던 목

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면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사적연금 활성화

의 일환으로 리스터연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리스터연금의 도입 배경이나 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

었고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점

에서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의 시행을 성

과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터 연금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의 연금제도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즉, 리스터연

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애초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살펴보고, 리스터연

금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지 찾아보고자 한다.

나. 독일 리스터연금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특징

(1)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하락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형적인 비스마르크형의 형태를 보였다.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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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형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로 근로자의 노후를 위

한 사회보험 형태이며,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한다. 둘째, 소득

재분배보다 소득지위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금의 급여

수준은 근로기의 소득에 비례한다. 셋째, 공적연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 연금의 발전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인

다. 제도의 이러한 특징상 독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노

후소득을 보장하였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광

범위한 사회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는 큰 단점이 있다. 연금의 재원을 가입

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거의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비용을 높인다. 

특히 1990년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가

열화 시켰고, 이는 독일에서 생산기지 논쟁으로 나타났다. 생산기지 논쟁

의 주요한 내용은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임금비

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독일 통일의 비용은 연금보험료

의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시킬 기세였다. 

이에 따라 논쟁의 핵심은 간접임금비용인 사회보험 보험료의 억제에 

있었다. 임금비용에서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2006

년의 경우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율은 약 41%에 달하였는데, 이중에

서 연금보험료는 19.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1990

년대에 사회보험료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위한 본

격적인 개혁은 2001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2001년 연금개혁의 가장 중

요한 목표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2020년까지 20%, 2030

년까지는 22% 이하로 보험료율을 억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김원섭, 2007, p.171).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억제를 위한 주요 수단은 급여수준의 하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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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1년과 2004년 개혁에서 급여수준 하락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었

다. 독일 도이취방크는 국민연금 표준연금의 총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이 

개혁 당시의 48.3%에서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 36.2%로 하락할 것으

로 추정하였다(Hain 외, 2004; Deutsche Bank, 2005). 이때 국민연금

의 표준연금은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는 급여액이며, 평균소득자가 45년

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으로 정의된다. 급여수준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목표했던 보험료 증가의 억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혁이 없었다면 보험료율은 2030년에 36.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

었지만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목표했던 것처럼 22%내로 안정될 수 있게 

되었다(Brall 외, 2005).

그러나 2001년과 2004년 개혁은 소득보장의 목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삭감된 12%의 급여수준은 

기업의 임금비용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보충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새

로운 적립방식의 개인연금이 도입되었고, 이는 기업을 제외한 국가와 가입

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국가는 보조금방식으로 재원을 지원

하였다. 당시 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리스터연금의 가장 중요

한 목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서 삭감된 연금급여분

을 보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법안에 따르면 공적연금가입자는 보

조금을 포함한 소득의 4%로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공적연금의 삭감분을 

완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Bundestag Drucksache 

14/4595, p.86). 

연금개혁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독일 정부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개혁은 표준연금의 세전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5%에서 2023년 46.2%로 삭감한다. 그러나 리스터연금의 급

여가 이 삭감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리스터연금을 합한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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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대체율은 향후에도 5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

다(BMAS, 2010, p.39). 단, 이 추계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하였다. 

가입자가 매년 총소득의 4%를 리스터연금에 적립하고, 리스터연금의 행

정 수수료 비용을 10%로 제한하며, 적립된 보험료는 4%의 이자수익을 낳

는다. 당시 4%는 매우 신중하게 설정된 수치로 간주되었다(Bundestag 

Drucksache 16/11744, p.3). 

(2)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격

① 리스터연금 가입 자격과 관리

리스터연금은 강제 가입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의 원칙을 따랐다. 국민

연금의 삭감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리스터연금

에 가입하여야 했다.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자격을 충족시키는 사

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리스터연금의 주된 가입대상자는 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삭감되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당연가입자가 가입대상이었다. 공무

원, 판사, 직업군인 등은 도입 당시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이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도 리스터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

다. 반면에 공적연금에 포괄되지 않은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민연

금을 관리하는 독일연금공단이 리스터연금의 관리, 즉 보조금의 관리를 

담당한다. 



132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② 리스터보조금의 종류와 수준

다른 적격 개인연금 상품의 형태처럼 리스터연금에서도 정부는 세금공

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리스터연금에서 특별한 것은 정부가 정액의 

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리스터연금 보조금은 우선 연방금융

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은 보험 상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었다. 해당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있다(김영미, 

2014). 개인연금에 은행,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운용

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이 해당한다. 상품종류는 사적연금보험, 펀드형 연

금보험, 은행 저축연금, 적립식 펀드 방식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방식에는 임금희생방식의 퇴직연금이 해당된다. 이 방

식은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고 직접보험, 연

금금고, 연금기금 방식에서 사용된다. 특히 퇴직연금 방식에서 보조금은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지급된다. 

2008년부터 주택연금 방식이 리스터연금에 추가되었다. 주택리스터

(Wohn-Riester) 방식에서는 리스터 지원금을 받아서 적립했다가 전부 

또는 75%를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주택구입은 실 거주 

목적에서만 인정된다. 

보조금으로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이 있다. 기본보조금은 최대 154

유로이며, 사회보험 부과소득의 4%를 보험료로 납부할 때 전액 받을 수 

있다. 자녀보조금은 도입 당시 138유로였다가 2008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300유로로 인상되었다. 가입자는 부과된 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

된 부분을 납입한다. 또한 25살 이하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가입보너스

가 한번 지급된다. 예를 들면 20,000유로의 소득이 있고 한명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기본보조금 154유로를 받고, 자녀보조금 300유로를 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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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년에 454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800유

로 중 보조금 454유로를 뺀 346유로만 납부하면 된다. 

③ 리스터보조금의 특징

리스터보조금의 중요한 특징은 저소득층의 가입을 촉진하고 가족을 지

원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

할 수 있는 유인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액 보조

금에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상대

적 부담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리스터연금은 가입자의 

자기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보험료를 상회하여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자는 보험료 수준에 상관없이 60유로를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리스터연금 보조금의 다른 특징은 가족의 형성과 강화를 지원하는 것

이다. 독신인 경우는 기본보조금만 받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보조

금도 받아서 보조금이 월등히 높아진다. 보조금이 높아지면 자신이 부담

하는 본인 부담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입유인이 커지게 된다. <그

림 5-4>는 독신과 가족의 상대적 본인부담률을 자녀수별, 소득별로 보여

준다. 여기서 상대적 본인부담률은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직

접 부담하는 보험료율로 정의된다. 2008년 이후 출산 자녀부터 자녀보조

금이 두 배 이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신이고 월 소득 600유로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실질보험료율이 2% 이하이지만, 1,300유로부터 실질보험료율이 3%를 

넘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3.6%선에 접근한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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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인 경우는 자녀가 2008년 이전 또는 이후 출생이냐에 따라 월 소득 

1,400유로부터 1,900유로까지 실질보험료율은 2% 이하에 머문다. 두 

자녀를 가진 독신은 월 소득 1,800유로까지 1%미만의 실질보험료율을 

보이다가 월 2,600유로까지 2%의 미만의 실질보험료를 보인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아동수별 독신가구의 실질 보험료율

월소득

자료: Thiede(2013, p.5) 

<그림 5-5>는 자녀수에 따른 결혼한 부부의 실질보험료를 보여준다.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는 부부의 합산 사회보험 부과소득이 월 1,200

유로 미만인 경우까지 실질보험료율은 2%미만이며, 이후 아동 수에 따라 

실질보험료율은 하락한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한명을 출산하고 2008

년 이후 다시 한명을 출산해서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인 경우에는 

월 3,200유로까지 보험료율은 2%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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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아동수별 부부가구의 실질 보험료율

월소득

자료: Thiede(2013, p.6)

결론적으로 리스터연금제도는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의 지급을 통

해 소득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 아동이 많은 가구와 아동이 없거나 적

은 가구 사이에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가입 가구의 소득이 낮아질수

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낮은 보험료 부담을 가진다. 

④ 리스터연금 세금부과제도의 특징

 
전통적인 사적연금 지원제도처럼 리스터연금도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

제 혜택을 제공한다. 리스터연금의 보험료는 2008년 이후 2,100유로 한

도에서 조세부과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때 리스터연금 특성상 소득이 높

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보조

금 혜택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보조금 혜

택만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 보조금 



136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혜택보다 높은 사람은 세금공제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보조금을 뺀 만큼

만 받게 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통해 600유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신의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600유로에서 154유로를 뺀 만큼만 세

금감면을 받게 된다. 

리스터연금 세금부과제도의 다른 특징은 보험급여에 대한 과세이다. 

이는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이 정액의 보조금을 받는 반면 소득이 높은 사람

은 2,100유로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보다 많

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의 보험급여는 

조세부과대상이며, 고소득층은 보험료 수급 시 자신들이 받은 세금공제 

혜택을 소득세 형태로 납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급여를 포함한 소득이 

낮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고소득층이 보조금과 소득공

제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리

스터연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리스터연금의 인증기준

리스터보조금은 보험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상품에만 지급된다. 노령인

증법(Alterszertifizierungsgesetz)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의 인증기준 

목적은 노후소득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개인연금 상품을 재구성

하는 것이다.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Hagen 외, 2011, p.5). 첫째, 연금수급개시

연령으로 2012년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이 62세 이후에 시

작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계약된 상품은 60세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

다. 또한 유럽법정의 결정에 따라 2004년 이후 남녀동일계정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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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남녀모두에게 동일한 보험료와 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원금보장원칙으로 보험자는 급여개시 시점에 최소한 보험수급자가 납입

한 보험료와 정부보조금 합 이상의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급여지급방식으로 급여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종신연금 형태나 

일시금과 85세 이후 연금형의 혼합형태가 가능하다. 30% 이하로 일시금

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연금지급액 예측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

다. 넷째, 계약체결비용과 운영비용은 최단 5년에 걸쳐 환수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험사는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보험

사는 보험료의 사용, 적립금의 규모, 계약수수료와 행정비용, 투자수익

률, 투자의 도덕적, 사회적 성격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도입 당시 이 규정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었고, 정보제공 의무는 리스터연

금의 중요한 인증기준이었다. 정부는 이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는 보험사

에 벌금을 물리거나 인증을 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정보

제공 의무는 상당히 완화되어 정보제공 의무가 인증기준에서 빠졌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벌칙도 인증 박탈 대신 2,500유

로까지의 벌금으로 완화되었다. 

다. 리스터연금의 성과와 비판

(1) 리스터연금의 성과

① 리스터연금 가입의 확대

리스터 연금의 성과는 우선 가입자의 확대에 있다. 2015년 3/4분기 현

재 리스터연금 계약건수는 16,375천 건이며, 이 계약건수의 계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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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건수와 보험료 미납부도 고려된 것이다. 2008년 당시 해약건수는 

480,000건으로 해약률은 5%였다. 또한 보험계약 후 실제로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15% 정도에 해당하였다(Blank, 2011, 

p.111). 

[그림 5-6] 리스터 연금 계약건수의 추이

자료: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http://www.bmas.de/DE/Themen/Re
nte/Zusaetzliche-Altersvorsorge/statistik-zusaetzliche-altersvorsorge.html에서 20

15.12.9 인출)

리스터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간접적으로 가입 자격이 있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배우자의 파악이 어

렵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당시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약 3,860

만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의 71%에 해당하

는 규모였다(Blank, 2011, p.111). 가입자수가 도입 초기에는 빨리 증가

하지 않다가 2005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2015년 4분기에 달성

된 1,637만 계약건수는 가입대상자의 4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도입 당시 설정된 목표인 70~75%의 가입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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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보조금을 포함하여 

임금의 4%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조금을 완전히 수급하게 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건수 중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모두 받

은 가입자 비율은 약 60%였다(Stoltz 외, 2013). 

② 리스터연금 가입자의 구조

ⅰ) 가족과 아동 친화적 요소

리스터연금이 추구하는 가족 친화성은 가입자 구조에 실제로 반영되었

다. 독일 SAVE 패널데이터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Börsch-Supan 

외(2012)의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7%, 자녀가 하나인 가구에서 38%, 자녀가 둘인 가구에서 56%, 셋인 가

구에서는 68%였다.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이

다. 이는 퇴직연금과 다른 사적연금의 추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다른 사적

연금의 경우 아동수가 많아질수록 가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자녀보조금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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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2009년 가구의 자녀수별 리스터 연금 가입률

자료: Börsch-Supan 외(2012, p.16)

ⅱ) 저소득층 지원효과

리스터연금제도의 다른 목표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적연금 가입지원도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5-8>은 가구소득별 리스터연금 가입

률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1,000유로 미만인 가구의 리스터연

금 가입률은 약 19%이다. 이런 점에서 리스터연금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이 증가하는 사적연금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퇴

직연금과 다른 사적연금제도의 가입률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이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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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2009년 가구소득별 리스터연금과 사적연금 가입률

자료: Börsch-Supan 외(2012, p.17)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저소득 가구

가 지속적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한데 기인한다. <그림 5-9>는 리스터연

금 가입률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리스터연금 가

입률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더 지속성을 보이고 있고 증가율도 높다

(Börsch-Supan 외, 2012, p.18). 이러한 점들은 리스터보조금이 저소

득 가구에게 상당히 큰 가입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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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가구 소득별 사적연금 가입률 추이

자료: Börsch-Supan 외(2012, p.18)

ⅲ) 사적연금제도 촉진 효과

리스터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적연금의 촉진이었다. 특히 리스

터연금의 주요 타겟은 개인연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리스터연금 도

입 전 독일의 개인연금은 상대적으로 저발전한 상태였다. <표 5-11>이 

보여주는 것처럼, 1999년 독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0%에 불과하였다. 

이는 스위스의 26%, 미국의 42%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 이에 따

라 독일의 사적연금은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림”으로 간주되어 연금제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연금제도에서 공적연금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독일 연금제도의 중

요한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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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노년소득 삼층구조의 국제비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1층 85 50 42 65 45

2층 5 40 32 25 13

3층 10 10 26 10 42

자료: Deutsche Institut fuer Altersvorsorge(1999, p.5)

그러나 리스터연금 도입으로 독일에서 사적연금 가입률은 급속히 증가

하였다. <그림 5-10>이 보여주는 것처럼, 2007년 이후 리스터 연금은 퇴

직연금을 앞지르며 사적연금 중 가장 중요한 연금제도로 부상하였다. 퇴

직연금 가입률이 2006년의 19%에서 2010년 27%로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리스터연금은 2006년 19%에서 38%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림 5-10]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의 포괄범위 변화 추이(가구)

자료: Börsch-Supan 외(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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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5-10>은 리스터연금 포괄범위의 증가가 퇴직연금과 타 사

적연금의 확대와 동시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2006년까지는 리스터연

금을 포함한 모든 사적연금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리스터

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퇴직연금의 확대는 다소 축소되다가 다시 

소폭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타 사적연금의 경우는 2007년과 

2008년에 상당히 축소되었다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퇴직연

금과 타 사적연금 모두 2003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대되었다. 특히 퇴직

연금은 2003년 13%에서 2010년 27%로 확대되었다. 이런 점에서 리스

터연금의 증가와 타 사적연금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1] 독일 가구의 사적연금 보유 수

자료: Börsch-Supan 외(2012, p.10)

<그림 5-11>도 리스터연금이 사적연금 확대에 기여한 것을 보여준다. 

2003년에 사적연금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73%였지만 

2010년에는 45%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독일에서는 사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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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품 하나에 가입한 가구는 30%,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한 가구는 20%, 

세 개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한 가구는 5%가 되었다.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독일에서 사적연금의 영역과 비중을 확

대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독일 연금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

하였다. 독일 연금제도에서 사적연금은 더 이상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

림”처럼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요

소로 정착하고 있다. 

(2) 리스터연금에 대한 비판

리스터연금은 국가가 개인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이

다. 따라서 기존의 사적연금 상품에 대한 국가 규제의 성격을 그대로 따

르고 있다. 사적연금의 규제에서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사적연

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리스터연금은 지금까지 다른 

종류의 사적 저축 지원수단과 달리 사회정책적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리스터연금이 기존의 공적연금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리스터연금에 대한 비판과 평가도 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① 사회정책적 측면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리스터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적연금의 감

축에 따른 연금급여의 손실을 상쇄하는 것이다. 국가는 리스터연금을 통

해 연금의 새로운 층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터연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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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판도 이 부분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이 공적연금의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연금

의 축소로 연금액을 상실하는 사람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리스

터연금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가입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

우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수준이 공적연금 상실

분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가입자 확대와 급

여수준에 관한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리스터연금 가입자의 확대와 노인 빈곤문제의 완화

리스터연금의 계약건수는 2015년 4분기 1,637만개로 늘어났다. 이는 

가입대상자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적연금제도로서는 상당히 넓은 

포괄범위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절반 이상의 가입대상자가 가입하

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애초 목표했던 가입률은 달성되지 않았다. 

또한 위의 가입률은 연금상품 계약 건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

제 가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리스터연금의 주요 타겟인 저소득층의 가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

란이 있다. 리스터를 비롯한 낙관론자들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리

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toltz 외, 2013). 2012

년 MDR과의 인터뷰에서 리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저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덜 가입한다는 결과들은 옳은 것이 아니

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 중에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

(발터 리스터, MDR 2012).

리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리스터연금 가입자 중 절반이 중위소득 이하

의 소득계층에 속한다. <표 5-12>가 보여주는 것처럼, 연 소득 20,000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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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하인 가입자 비중은 2010년 46.5%, 2011년 47.8%, 2012년 

46.0%에 달해 가입자의 약 절반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 

<표 5-12> 리스터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조

년 소득 (유로) 2010 2011 2012

10,000 미만 26.2 28.1 26.6

10,000 ~ 20,000 20.3 19.7 19.4

20,000 ~ 30,000 19.6 18.3 18.6

30,000 ~ 40,000 15.7 14.8 15.2

40,000 ~ 50,000 8.5 8.4 7.6

50,000 이상 10.1 10.7 11.6

자료: Stoltz 외(2013)

 

그러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에서 저소득층의 수

가 고소득층의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터연금에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가입하는 지를 알려면 가입자 전체에서의 비중보다 각각의 소

득계층 전체 인구에서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계층별 가입

률을 보아야 한다. 

<표 5-13>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의 가입률

(단위: %)

구분
서독 구동독 독일 전체

2004 2010 2004 2010 2004 2010

1분위 5.7 22.9 12.8 20.0 7.5 22.1

2분위 7.1 25.1 9.1 36.2 7.5 27.2

3분위 8.4 30.2 13.4 30.3 9.3 30.2

4분위 10.2 30.7 12.4 32.5 10.7 31.0

5분위 10.4 34.3 14.3 32.2 11.3 33.9

자료: Geyer(201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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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은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의 가입률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

면 2004년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가입률은 7.5%이었

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인 소득 4분위와 소득 5분위의 가입률은 각각 

10.7%와 11.3%로 저소득층의 가입률보다 확연히 높았다. 2010년에는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소득 1분위에서 22.1%로, 2분위에서는 27.2%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고소득층 가입률의 증가는 이보다 더 커서 소득 4분

위는 31%로, 소득 5분위는 33.9%로 상승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의 가입

률이 정책적 핵심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의 가입률보다 높은 것을 보여준다.

<표 5-14>는 교육수준별 리스터연금 가입률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가

입률은 잠재적 급여대상자 중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리스

터연금 가입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리스터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4> 교육수준별 리스터 연금 가입률 추이

2004 2010

전체 가입률 9.6 29.7

낮은 교육수준 6.7 19.3

중간 교육수준 10.3 30.9

높은 교육수준 9.7 35.0

자료: Geyer(2011, p.18)

2010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의 가입률은 19.3%로 크게 증가하였지

만 여전히 전체 평균 가입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이 높

은 사람과 중간 정도인 사람의 가입률은 이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 

30.9%와 35%에 이르렀다. 즉 교육수준이 떨어질수록 리스터연금의 가

입률도 낮아졌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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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취약한 사람과 저소득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 문제그룹들은 리

스터연금에 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리스터연금의 성과

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사회정책자문회(Sozialbeirat)는 리스

터연금이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

다. 특히 근로소득 취약자, 저소득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같은 문제그룹

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지적하였다(Sozialbeirat, 2011). 

ⅱ) 낮은 급여수준

· 낮은 급여수준과 수익률

2001년 연금개혁을 할 때 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과 리스터연금을 합

한 연금총액이 이전의 국민연금이 제공하던 급여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리스터연금이 도입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제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리스터연금

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Börsch-Supan 같은 학자조차도 리스터연

금이 약속한 대로 공적연금의 삭감분을 완전히 보충하기 위해서는 상당

히 낙관적인 가정들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예를 들면 임금상승이 높아

야 하고, 연금보험료가 높은 수익을 달성해야 하며, 연금계약기간이 상당

히 길어야 한다(Hagen 외, 2012, p.20). Börsch-Supan 외(2010)의 분

석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이 연금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가 45년 가입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

급개시 연령에 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해야 하며, 리스터연금 보험료의 명

목 수익률이 4.5%이고, 리스터연금 가입자가 완전보조금을 충족시키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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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제들은 대부분 충족되지 않았다. 특히 Hagen 외(2011)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리스터연금의 수익률은 도입 당시의 수익률보다 

휠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년에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급여수준은 2001년에 가입한 사람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독일의 상품비교 잡지인 Finanztest(11/2012)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새로이 알리안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02년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

한 사람이 받는 급여의 52%에 해당하는 급여보장(die garantierte 

Rente)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급여수준의 인하는 몇몇 상품

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보험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보험사 Beka 상품에서는 같은 사례에서 2011년 가입한 사람이 받

을 수 있는 급여가 2001년 가입한 사람이 받을 급여의 51%, 

CosmosDirekt에서는 53%로 타나났다. 즉, 리스터연금의 급여수준이 

출범한지 약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상품에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급여수준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Finanztest, 11/2012).  심지어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수급하게 될 연금급여 수준은 정부보조금을 합하여 납부한 보험

료보다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와 Friedrich-Ebert-Stiftung(FES)은 리스터연

금에서 자기가 낸 보험료만큼 수급하는데 필요한 급여수급 기간을 산정

하였다(Hagen 외, 2011, pp.10-11). 이 조사는 모델케이스로 2001년 

35세의 나이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여 67세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남성

과 여성 가입자를 설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여성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와 정부보조금 전액을 급여로 돌려받으려면 78.4세까지, 남성 가

입자는 76.8세까지 연금을 수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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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추구한다면 수급기간이 늘어나 수익률 2.5%를 추구하면 여성 수

급자는 90살까지, 남성 수급자는 85.8세까지 수급해야 한다. 그러나 같

은 조건의 가입자가 2011년에 가입한다면 자신이 낸 보험료와 정부보조

금을 돌려받는데 필요한 수급기간이 늘어나 남녀가입자는 84.2세까지 수

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2.5%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109.8세까지 급여

를 받아야 한다. 

· 낮은 수익률의 원인

이렇게 낮은 급여수준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터연금의 

낮은 수익률이다. 리스터연금 도입 당시 수급기간과 가입기간 전체 기간

에 4-4.5%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수익률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모델케이스로 삼은 2001년 35세의 나이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남성과 여성 가입자의 경우 여러 조건들이 좋다면 3.9%의 수익률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가입할 때의 수

익률은 여성의 경우 3.59%, 남성의 경우는 2.98%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

상되었다(Joebges 외, 2012, p.7).

이렇게 낮아지는 수익률은 리스터연금 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거의 모든 연금상품과 생명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

다. 이를 반영하여 독일 재정부는 1994년 이래 보증이자(Garantiezins) 

수준을 인하하고 있다. 보증이자는 생명보험 급여산정의 근거가 되는 수

익률의 최대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2002년 리스터연금 보험에 가입

한 사람에게는 3.25%의 보증이자가 적용되지만 2012년에 가입한 가입

자에게는 1.75%의 보증이자가 적용된다. 이렇게 낮은 보증이자는 애초 

예상했던 4.5%의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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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롭게 가입하는 가입자의 수익률이 1% 이하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Joebges 외, 2012, p.7).

둘째, 생명표 변경에 따른 기대여명의 상향이다(Hagen 외, 2011, 

p.8). 독일에서는 독일통계청과 독일보험계리사협회(DAV, Deutsche 

Aktuarvereinigung)의 생명표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특히 기대여명과 

고려되는 위험에서 차이가 크다. 정부의 보험감독원(BaFin)은 그 중에 하

나를 선정하여 보험회사에 권고한다.

2004년까지 보험감독원은 독일계리사협회의 생명표인 DAV94R을 권

고하였고, 이 생명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남녀동일계정이 적용되면서 보험감독원은 이에 맞추어 새로운 생명표인 

DAV04R을 권고하였다. 보험계리사협회의 이 두 생명표는 모두 통계청 

생명표보다 낮은 사망률과 긴 기대여명을 제시하며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특히 긴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통계청

의 생명표는 보험의 기존 가입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 5-15>는 모델케이스의 기대여명을 통계청 생명표와 보험

계리사협회의 생명표를 통해 비교하고 있다. 모델케이스는 35세로 2001

년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여성이다. 보험계리사협회의 DAV04R 생명표에

서 여성의 기대여명은 91.93세인데 반해 통계청 생명표의 기대여명은 

87.04세로 기대여명의 차이는 4.89세이다. 2011년에 리스터연금에 가

입한 여성의 경우는 양 생명표의 차이가 9.44세로 차이가 확대된다. 기대

여명이 길수록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기대여명이 긴 보험계

리사협회 생명표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하면 급여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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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생명표들의 기대여명 차이

독일 통계청 보험계리사협회DAV04R 

2001년 가입, 
35세 여성

87.04 91.93

2011년 가입, 
35세 여성

88.21 97.65

자료: Hagen 외(2011, p.9)

셋째, 남녀동일계정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 결정에 따라 

2005년부터 리스터연금에 남녀동일계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급여 산정에서 남녀차이가 고려되지 않게 되었다(Hagen 외, 2011, 

p.6). 남녀동일계정 원칙 때문에 보험사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

으며, 보험사는 여성가입자를 기본으로 보고 전체 가입자의 예상 기대수

명을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수준이 남녀로 구분할 때의 평

균보험료보다 올라가게 되었다. 남자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된 반면, 여자 

보험료는 소폭으로 인하되었고, 그 결과 보험사는 유리한 사망률 설정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넷째, 추가수익의 분배규정이 하향조정 되었다(Hagen 외, 2011, 

pp.9-10). 보험사는 신중한 급여산정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사의 투자수익이 보증이익보다 높을 때, 보험사의 실제 행정비용이 

산정된 행정비용보다 낮을 때, 그리고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

면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터연금 도입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렇게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의 90%를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추가수익 배분규정이 완화되

어 보험사는 75%만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수

익이 상당히 증가하고 가입자의 급여수준은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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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예상보다 좁은 포괄범위와 낮은 수익률은 리스터연금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리스터연금에 대한 재정투자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

정투자에 비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헬무트 콜 정권에서 16년

간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노버트 블륌(Nobert Blühm)도 이 비판에 동참

하였다. 비판자들은 리스터연금이 자기가 낸 보험료를 급여로 다 받지 못

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라기보다 민영보

험을 위해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전직 연방의회 의원인 알브레히트 뭘러(Albrecht Müller)는 리스터연

금이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뿐 이

라고 한다. 그는 현재의 부과방식 국민연금이 훨씬 더 사회적일 뿐 아니

라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수억 유로의 국가재원이 금융회사와 보험회

사의 배만 불리기 위해 낭비되며 국민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투

자라는 것이다. 그는 비효율성의 이유로 높은 수수료와 불확실한 급여를 

꼽고 있다(Müller, 2008).

②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에 관한 비판

리스터연금은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재구성된 민간보험 상품이다. 따라

서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국가 규제가 제도도입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전통적으로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사적연

금 상품의 급여와 상품설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데 있었다. 

인증기준을 통한 국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도 다른 사적 연

금상품 처럼 상품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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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불확실성은 상품에 대한 정보, 상품수수료와 급여 수준에 관한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가입 자격에 대한 정보

리스터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입여력이 없거나 퇴직연금과 같

은 다른 연금혜택을 받는 것에도 있다. 그러나 정보부족 역시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지식이 짧아 복잡한 리스

터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교육수준과 금융교육 수준이 낮아 리스터연금에 더욱 가입하기 어려워하

는 경향이 있다(Blank, 2011, p.420). 정보의 부족이 리스터연금 가입에 

중요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리스터연금에 대한 신청자격이 있

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oppola 외, 2011, p.10).

<표 5-16> 리스터연금 지원 자격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자격

(단위 : %, 명)

주관적 인식
전체

유자격 무자격

객관적
유자격 62.47 37.53 100

무자격 14.52 85.48 100

전체 49.42 50.58 2047

자료: Coppola 외(2011, p.10)

<표 5-16>은 독일 사회경제패녈(SAVE)의 2005년과 2010년 조사를 

바탕으로 Coppola 외(2011)가 주관적 자격과 객관적 자격에 대해 조사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49% 응답자가 지원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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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1%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73%가 자격

이 있었고, 27%가 없었다. 리스터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63%만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고 나머지 37%는 자격이 있는지 알지 못하

였다. 

<표 5-17> 리스터연금 지원 자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확성

(단위 : %, 명)

주관적 인식
전체

유자격 무자격

객관적
유자격 92.00 54.01 72.78

무자격 8.00 45.99 27.22

전체 100 100 2047

자료: Coppola 외(2011, p.10)

또한 <표 5-17>은 자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느 정도 옳은 지를 보

여준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92%가 실제로 자격이 있었다. 

반면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 54%는 실제로는 지원금 신

청자격이 있었다. 

ⅱ) 수수료 정보 :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높다

리스터연금 상품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다른 요인은 수수료 문제이

다. 리스터연금 도입 당시 정부는 연 보험료의 10%를 리스터연금 수수료

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리스터연금의 수수료는 명확하지 않으며, 

36개의 상품을 비교한 Gasche 외(2013) 연구에 따르면 리스터연금 상

품별 수수료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Ökotest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리스터연금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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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뿐 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nanztest, 10/12). 가

입자가 상품에 대해 신뢰를 가지려면 계약 전 기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2011년 30개 회사의 

144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비용을 제시한 기관은 단 하나

도 없었다(Ökotest, 2011, p.64). 보험회사는 매우 복잡한 표현으로 총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회피하였다. Ökotest 조사에 따르면 리스터

연금 상품의 수수료 종류는 40개에서 50개에 달한다. 개별 소비자가 모

든 것을 계산하고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비용에 

대해 제시한 정보가 난해하고 복잡하여 전문가조차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한 후에

도 향후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전체 리스터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사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결과 개별 상품의 수수료 수

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Ökotest, 2011.7.5.).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35세 가장이 67세까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약 1,000유로

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이 사람이 알리안츠보험의 보험형식 상

품인 “정통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Klassik)”에 가입하면, 전체 가입

기간 중 8,900유로를, 펀드방식 상품에 가입하면 거의 10,000유로를 수

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리스터 연금의 이러한 불투명성은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최

근 많은 소송에서 법원은 연금판매회사가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6) 사실상 법적으로 

2008년부터 보험사가 수수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만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이후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16) http://www.riester-rente.net/ gerichtsurteile/에서 2015.10.1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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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서 빠짐으로써 보험사는 정보 제공에 더 소극적으로 되었다.

ⅲ) 불확실한 급여수준

리스터연금의 급여수준은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

년 소비자잡지인 Finanztest가 29개 리스터연금 상품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리스터연금 상품의 불확실성은 급여수

준의 불확실성에 의해 더 커졌다. 

급여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37세 독신인 사람을 대표가입자로 설정하

였다. 대표가입자가 30년간 매년 1,046유로를 본인 보험료로 납부하고 

매년 154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총 1,200유로를 납입한다고 가정하

였다. 이 가정에 기초해서 보험사별로 대표수급자가 수급할 것으로 예상

하는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급여수준이 매달 138유로에서 161유로로 

추정되었다. 가장 높은 급여와 가장 낮은 급여의 차이가 매달 23유로이

며, 대표가입자가 1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이 급여 차이는 

4,140유로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사별로 급여 수준의 차이가 큰 것을 보

여준다(Finanztest, 10/2012).

리스터보조금을 받는 주택리스터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택리스터 상품

에서도 예금 상품에 따라 가장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의 차이가 수백유로

로 조사되었다(Finanztest, 11/2012). 결론적으로 리스터연금의 상품은 

가입정보의 불확실성, 수수료 구조의 불안정성, 낮은 급여수준의 가능성 

때문에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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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외의 쟁점 : 민간 저축 위축

리스터연금의 성과에 관한 다른 쟁점은 리스터연금 가입이 다른 형태

의 가계저축을 구축하는지 여부이며, 특히 이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의 2000년, 2004년, 

2005년 자료에 기초한 분석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이 가구의 추가적인 저

축을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리스터연금이 민간 저축에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리스터연금이 가계저축과 상당한 상쇄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

다. 그래서 일견 성공적으로 보이는 리스터연금의 성과도 사실은 다른 저

축에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즉, 저축상품을 리스터

연금 비적용 상품에서 적용 상품으로 전환시킬 뿐 가계저축을 증가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Coppola 외(2009)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이 저

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리스터연금이 정부보조

금을 기반으로 한 보험 상품을 유리하게 만들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라. 평가와 시사점

(1) 리스터연금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리스터연금을 사회정책 관점, 보험 상품 관점 및 국민경

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첫째, 독일이 리스터연금을 도

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의 급여 삭감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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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비례연금인 독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

금의 급여 삭감을 리스터연금을 통해 보충하려면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리스터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리스터연금 가

입대상자의 약 42%만 실제로 가입하였으며, 더욱이 저소득 취약계층 종

사자의 가입률이 낮아 공적연금 급여 삭감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렵게 하는 다른 요인은 낮은 수익률

에 기인하는 낮은 급여수준이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될 초기에는 연 4%의 

수익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예상은 당

시의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대치였다. 그러나 2008년 발

생한 자본시장 붕괴에 따른 장기침체 때문에 2015년 말 기준으로 2%대

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자본시장 침체에 따른 낮

은 수익률은 낮은 가입률에 추가하여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부족

분을 리스터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리스터연금을 보험 상품 측면에서 평가하면 효율성이 낮은 행정 

절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던 초기

단계에서 독일 정부는 스웨덴처럼 몇 개의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상품 종

류를 제한하고 보험 상품 가입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품 

운용만 개별 회사가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

입단계에서부터 고객과의 접촉을 강화하려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좌절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리스터연금 상품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

는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상품이 시장에

서 공급되어 상품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 

비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높은 행정 비용으로 지나치

게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여 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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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되었다.

셋째, 국민경제 측면에서 리스터연금을 통해 추가의 가계저축이 이루

어지는 지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만약 다른 사적연금 가입을 축소하

고 리스터연금으로 대체한다면, 이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가계저축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리스터연금 보조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이다. 특히 사회정책 관점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저소득계층의 가계

저축 증가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리스터연금 도입을 통해 가

게저축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추가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분야이다.

(2) 리스터연금의 시사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삭감된 공적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

도로 독일 리스터연금이 자주 언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독일 방문

과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의 리스터연금은 다양한 한계를 지

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리스터연금을 도입한 발터 리스터 장관이 선호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정

책 관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리스터연금 가입을 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현실성이 매

우 낮다. 또한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2000년대 초와 달리 모든 국가의 자

본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삭

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적립방식으로 작동하는 민영

보험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현실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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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독일의 예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함을 보여준다. 행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스터연금을 국

내에 도입하는 것은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보충하는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 상품

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아 정부의 세수 감소를 대

가로 하여 보험회사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완책으로 상당

한 규모의 정부보조금이 소요되는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

에 도입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개관

정부는 2014년 8월 퇴직급여의 수급권 강화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 2014).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퇴직연

금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퇴직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확대,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근로자를 위

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2016년 3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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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017년 100~300인, 2018년 30~100인, 2019년 10~30인, 2022

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 가입 사업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제 혜택으로는 기존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을 합산하여 연간 400

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퇴직연금 납입액만으로

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제 한도가 상

향 조정되었다. 또한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

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였고, 퇴직소득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고액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

령 시 세금 부담을 늘리도록 개편하였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규제를 완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총 위험자산 투자 한도만을 남겨두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측면

에서 2015년 상반기부터는 확정기여형(DC형) 상품이나 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별

도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4년의 사적연금(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15

년 12월에는 국민들이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후자산을 안정

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발표되었다(금융위원회, 2015). 이번 대책에 국민연

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인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각 연

금제도 간의 연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연금 관련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IRP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인연금과 IRP 

간 계좌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IRP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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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IRP 해지 시 일시금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

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IRP로 이전할 경우 역시 개

인연금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의 선택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여 양자 간 계좌 

이전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면서 과세 또한 기존과 같이 이연해주기로 하

였다. 

둘째,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용방식 등을 검토

하기 위해 TFT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 상황에 맞

는 운용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대표 포트폴리오나 가입자의 운

용 지시가 없는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

용되도록 하는 자동투자옵션(Default option) 등을 도입하여 단계적으

로 자산운용 방식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셋째, 다양한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도입하여 연금화를 강화시킬 예정

이다. 유족연금, 체감·체증형 연금, 계좌인출방식 등의 연금지급 구조를 

다양화하고, 고용노동부, 금융위, 노·경총, 연금학회, 퇴직연금발전협의

회, 민간 퇴직연금 연구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술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나. 세대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전망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이 지급되고 있다. 원종욱 외(2014b)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한 국민

연금과 기초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고, 백혜연(2015)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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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개인이 퇴직연금도 함께 수급한다는 가정하

에 공·사적 연금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합계 소득대체율을 출생코호

트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출생코호트별로 대상 그룹을 총 9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교육수준은 크게 중졸 이하, 고졸, 대

졸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을 다시 상, 중, 하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였

다. 각 그룹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정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통계청

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3년 이

후 자료는 2013년 값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통계청, 2013)17).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로 추정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그림 

5-12]와 같았다. 대졸 중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1955년생은 평균 18년

을 가입하고, 1964년생은 25년, 1974년생은 29년을 가입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모든 교육수준, 소득수준 그룹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70년대생까지 증가하다

가 미래세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

득대체율이 2028년에 명목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 기준)까지 점차

적으로 감소하므로 미래세대는 낮은 명목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합계 

실질 소득대체율도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각 교육수준 그룹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하층이 

가장 높고, 상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

과로 인하여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국

민·기초·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에도 그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17) 보다 자세한 소득대체율 추정에 관한 가정 및 자료와 이를 이용한 결과는 백혜연(2015)
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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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든 교육수준 그룹에서 중층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국민·기초·퇴

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약 30~50% 사이이다. 참고로 <표 5-18>은 

대졸 이상 집단의 소득계층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보여 주

고 있다. 류건식 외(2009, p.121)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6.3~7.5%로 나타나며, 이 소득대체율을 국민·기초·

퇴직연금 합계 소득대체율에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합계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자 기준 약 60~7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사적 연금을 통한 합계 소득대체율

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2] 교육수준 및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정치 비교

   주: 소득계층은 각 교육수준 그룹의 생애평균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1~3분위는 하층 
        4~7분위는 중층, 8~10분위는 상층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백혜연(2015,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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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출생코호트 및 소득계층별 공·사적 연금의 실질 합계 소득대체율(대졸 이상 기준)

(단위: %)

출생
연도

하층 중층 상층

11) 22) 33) 1 2 3 1 2 3

1955 33.80 39.09 48.97 24.46 27.22 37.33 22.50 24.51 35.11

1959 37.18 41.76 53.11 27.31 29.76 41.38 25.07 26.84 39.02

1964 41.32 45.20 58.40 30.78 32.91 46.41 28.12 29.64 43.80

1969 46.86 50.42 65.47 35.07 37.06 52.45 31.26 32.61 48.75

1974 45.70 48.93 64.37 34.29 36.11 51.90 30.60 31.84 48.40

1979 42.31 45.22 60.65 31.95 33.58 49.36 28.64 29.75 46.29

1984 39.77 42.40 57.84 30.12 31.59 47.39 27.05 28.05 44.61

1989 37.72 40.11 55.57 28.57 29.91 45.73 25.66 26.57 43.15

   주: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기초연금, 3)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종신연금).
자료: 원종욱 외(2014b, p.108)

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방안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적립

금 110조 원, 도입 사업장 수 30만 개소, 가입 근로자 수 561만 명에 이

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은 아직 미미하다. 2015년 6

월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급자 중 일시금 수급자가 116,656명인 반면 연

금 수급자는 4,779명으로 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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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퇴직급여 수급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2015, 부록)

퇴직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월 기준 일시금 지급이 총 

20,788억 원이고, 연금 지급은 총 36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일시금 수령

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 수급자 비중이 낮은 것

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퇴직급여 자체가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내 개선책을 강구

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충분한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검

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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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퇴직급여 지급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2015, 부록)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보다 안정된 고용정책에 대

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

장 강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여 

수급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퇴직자산을 재직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총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

나 세액공제 혜택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18)

18) 강성호 외(2014, p.8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이 OECD 34개국 중 

23위로 영국 78,500달러(9천만 원), 미국 16,500달러(1천9백만 원) 수준의 소득공제 
한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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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주: 사적연금에 퇴직연금이 포함된 것임.
자료: 류건식, 2013 : 강성호 외(2014, p.15)에서 재인용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추가 납입을 유도하여 퇴직 후 수령하는 급여

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다음을 검토할 수 있다. 현 제도에서 사용자 

보험료율이 약 8.3%이고, IRP를 통한 근로자의 추가 보험료 납입이 가능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보험료 매칭을 유인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추가납입 보험료에 매칭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사용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

의 추가 보험료 매칭은 재직기간 동안 퇴직자산이 증가하여 충분한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연금 수급을 선택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증

가할 것이다. 다만, 추가납입의 사용자 매칭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근

로자에게만 허용하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용되는 것을 차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운영을 위해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는 등

의 세제 혜택과 함께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대한 사용자 매칭액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공·사적 연금의 실질 소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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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책에 이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 

수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금으로 수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퇴직급여의 연금수급 비율은 약 6%

에 불과한데, 낮은 연금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연금전환정책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의무 연금전환정책을 도입하여 

세제지원을 받은 모든 퇴직연금은 강제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의 장점은 개인의 장수 리스크와 투자 리스크가 연금

을 관리하는 보험사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에 전가된다는 점이나, 단점

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사의 지급 불능 리스크

가 존재한다는 점이다(이경희, 2011, p.18-23).

미국에서는 디폴트 옵션 연금전환정책을 도입하여 퇴직 급여 수급 시

점에 명시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수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연금으

로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연금전환율이 약 

65% 정도(이경희, 2011, p.56)로 우리나라의 연금전환율 약 6%(금융감

독원, 2015, p.9)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전환율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사회경제 여건 상 아직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연금 수급을 선택하게 할 경우 월 급여액이 매우 낮

을 가능성이 있어 현 시점에서 의무 연금전환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액 인상 방안과 함께 유연성 있는 디폴트 옵션 

연금전환정책을 도입하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확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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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현재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퇴

직연금제도 의무화가 2022년부터 실시되어 정착되면 공·사적 연금의 실

질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장기 분할 수급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기

업의 추가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현재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일시

금 수급 제한 정책은 개인의 선택 제한 문제 등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

울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 이외의 문제점(경제, 노동시장 등)에 대한 

해결책이 동시에 논의되거나 어느 정도 개선된 후 일시금 수급에 대한 적

절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금전환정책으로 강력한 의무 연금전환정책보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 연금전환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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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 중심으로 기존의 다

양한 세부내용을 개선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으면서 취약근로자와 유사자영업자가 

많아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인 적용대상에서의 사각지대

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를 개

선하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공적연금의 틀에 포함시키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취약

근로자가 많아 넓은 가입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장기재

정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지하

지 않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

기 때문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사회적 보호필요성

이 인정되는 유사자영업자 같은 한계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보

호필요성이 큰 유사자영업자 같은 취약취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

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하기는커

녕 오히려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적용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보험수리적 수지

결론 및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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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장 확실하게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각지대 확대와 재

정건전성 악화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낮은 소득 상한액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의 

17% 이상이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어 많은 고소득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1995년 3월까지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고정시켰고, 1995년 4

월에 36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0년 6월까지 다시 고정시켜 상한액 인

상이 평균임금 인상률과 가입자 소득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하는 논거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액을 점진적으

로 2.5A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기준소

득월액 상한액 인상이 후세대로부터의 이전소득인 고소득자의 순연금액

(총연금액-총보험료)을 축소시켜 장기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줄어

들게 되면 상한액을 2.5A 이상의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신규로 가입자를 증대시키는 효

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기존 가입자의 유지에 기여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신규가입자 

확대 효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중손실 효과가 축소되도록 두루누

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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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 위

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실업 크레딧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인정 가입기간

을 확대하고 인정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

간을 현행의 6개월에서 점진적으로 연장하면서 A값의 10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도 가입인정 기간을 높이면서 자녀에게 

인정하는 기간을 통일하는 등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

책 체감도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에 대해 연금 수급 시점 대신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에 일반예산에서 보

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락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를 보

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개인연금

을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리스터연금에 대해 

평가한 독일의 다양한 논문을 리뷰하고 베를린에 위치한 제도를 운영하

는 기관(DRV), 민영보험회사 상급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심층 인

터뷰를 가졌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연구진이 평가할 때,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보완 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달성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기준

으로 리스터연금 가입대상자의 약 42%만 실제로 가입하였고, 특히 저소

득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으며, 자본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초기에 예

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추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은 리스터연금 도입을 논의하던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금융시장의 상호 연계 때문에 

앞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리스터연금의 수

익률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리스터연금 상품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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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행정 효율성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일반예산

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을 

도입할 때 기대했던 수준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독일과 달리 취업자 중 한계근로자, 자영업자 및 유사자영업자가 

많아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터연금

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노후소득보장

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리스터연금 도입에 

소요되는 일반예산을 한계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목표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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