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연초이후화두가되고있는100세시대와관

련하여, 본격적인장수시대도래에대한공감대

확산및초장수사회에대한적절한대응방향에

대해다양한논의들이전개되고있다. 노동시장

에서의완전한은퇴시기에변함이없다는가정

하에서장수사회가시사하는바는, 평균수명증

가에 따라 늘어난 노후기간만큼의 노후생활비

용이추가로소요될것이라는점이다.

장수사회도래를예상함에있어흔히사용되

는 지표 중의 하나인 최빈사망연령의 경우, 일

본은이미2000년대초부터여성의최빈사망연

령이90세를넘기고있어본격적인초고령사회

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조만간 여성

의최빈사망연령이90세에도달할것으로전망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1)

세대간부양의원리를상당부분내포하고있

는공적연금은그어떤제도보다도인구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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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100세 시대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적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3년 시행예정인 3차 재정계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조치(현행 9% →

13%)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재국회에서제도개편방향을논의중인기초노령연금은국민연금수급자증가에맞추어저소득노인

층을집중지원할수있도록, 장기적으로수급률은줄이되급여액을인상하는방향으로개편하는것이 100세시대를대비하는올바른

대처방향이될것이다. 2009년개정된공무원연금과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12년에개정될군인연금은제도개편에도불구하고재정

불안정요인이상존하고있어, 추가적인재정안정화방안마련이불가피하다. 특히2009년부터도입된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제도는

2040년이후부터특수직역연금재정불안정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1) 전홍택·박명수·윤석명 외(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pp. 53·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

서 11-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민감하다. 정도의차이는있으나부과방식속성

을상당부분내포하고있는우리나라의공적연

금 재정문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60년에 도입된 공

무원연금과이보다몇년뒤도입된군인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58세였던 시대

적상황하에서설계되었던제도들이다. 이보다

10년이상늦은1974년에도입된사립학교교직

원연금 역시 제도 설계상 이들 제도와 큰 차이

가 없다. 제도 설계당시와 비교시사회·경제적

인여건에상당한변화가발생하였다는측면에

서제도개편이불가피한상황이다. 

1988년10인이상사업자가입자를대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점진적인 제도 확대과정을

거쳐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도 제

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소위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로자리잡게되었다. 가장늦게도

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두차례의 연금개혁과정

을거쳐제도도입당시에비해 30% pt(70% →

40%) 소득대체율를삭감하는조치를취하였음

에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율 둔화로

인해초장기적인관점에서의재정불안정요인

이상존하고있다.

반면에 이미 제도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 그리고조만간성숙단

계에 진입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몇차

례에 걸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불안

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역연금은제도자체에내재된재정불안정문제

와 함께 2009년 도입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

계제도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심화가

불가피하다.2)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의재구조화를위한연금개선특별위원회가국

회에서 가동되고 있다. 본인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달리 65세 이상 연령층의 70%에

게정부재정으로연금을지급하는기초노령연

금은 데모그란트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로 운

영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OECD 회

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현실을고려할때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과 지급수준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여 한다

는 주장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기초노

령연금 지출액 급증 및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

립하고있다.

이하에서는평균수명증가추이를반영한국

민연금 재정전망과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되

고있는재구조화와관련하여제도개편대안별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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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총가입기간이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 개별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커다란 정책 목표를 달성한 반면, 과거에는 일시금을 수급하던 가입자가 대거 연금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비해연금수급자격이엄격한특수직역연금의재정불안정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2. 국민연금제도내인구전망
및장기재정전망

최근관심을끌고있는100세시대와관련된

논의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시행된국민연금재정계산(2078년까지

재정추계)과는달리추계기간을2100년까지연

장하여 추계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100년까지 연장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

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장수인구

규모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2100년까지의

초장기인구추계에사용된사망력및출산력에

대한가정은〈표1〉과같으며, 시나리오별인구

전망은〈표2〉와같다. 

1) 국민연금제도내인구전망

상기시나리오를반영한국민연금제도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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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추계시나리오

구분

사망력
중위가정(평균수명남82.9세, 여88.9세)

고위가정(평균수명남91.8세, 여96.1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출산력

중위가정(TFR = 1.28) 고위가정(TFR = 1.70)

자료: 이삼식(2011. 2). 평균수명연장에따른시나리오별인구전망, 100세 대응을위한미래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 시나리오별인구규모전망

(단위: 만명)

구분

총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인구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5057

5058

5058

5059

3708

3708

3708

3708

560

561

560

561

5088

5112

5171

5195

3624

3627

3624

3627

847

867

847

867

5002

5055

5203

5256

3150

3154

3173

3177

1302

1351

1302

1351

4299

4420

4681

4803

2180

2184

2408

2412

1754

1871

1754

1871

3116

3346

3741

3972

1464

1469

1901

1908

1380

1604

1380

1604

1782

2043

2710

3006

859

864

1416

1424

765

1020

948

1235

2010 2020 2030 2050 2070 2100

자료: ‘이삼식, 전게서(2011. 2)’에서 발췌. 2009년 기준연도 초인구는 5,014만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62만명, 노인인구 539만
명임.



기인구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력 중위

가정인 합계출산율 1.28명의 경우에 평균수명

연장을반영하여국민연금제도내인구를전망

해보면, 기존가정에비해사망률이낮아지면서

가입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수가 2015년 19,915천명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 8,025천명,

2100년에는 4,73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자수(노령연금 기준)

는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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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연금제도내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인 경우

국민연금수급자수

국민연금제도부양비

자료: 윤석명·신화연(2011. 2). 국민연금재정전망과정책과제, 100세 대응을위한미래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094천명이던

수급자수가제도가성숙함에따라급격하게증

가하여 2060년 11,466천명에 달한 후 점차 감

소하여 2070년 10,873천명, 2100년에는 7,109

천명으로예상된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의 경우 평균수명이 연

장됨에따라연금수급자수가큰폭으로증가하

여평균수명기존가정에비해증가폭이점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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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5세 이상인구대비국민연금수급률전망: 합계출산율 1.28명인 경우

국민연금수급자수

국민연금수급률

자료: 윤석명·신화연. 전게서(2011. 2.).



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1%인 제도부

양비가제도성숙에따라급격히증가하여2055

년에 106.9%로 100%를넘어선이후에도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70년 135.5%, 2100년에는

150.2%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동일한출산율가정하에서평균수명이

연장될 경우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2060년부터 기존가정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2,356천

명에서, 2060년 10,829천명으로급격하게증가

한후점차감소하여 2070년 10,405천명, 2100

년에는 6,769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

민연금수급률의경우에도제도성숙에따라수

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나, 평균수명 기존가정

과 비교시 수급률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

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22%인 국

민연금 수급률이 2030년 36%, 2050년 55.2%,

2070년64.9%, 2100년에는66.4%에달할것으

로예상된다.

2) 국민연금재정전망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소득대체율

을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 보험료는

9%로고정)될경우합계출산율1.28명가정하

에서의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다음과 같다. 국

민연금수급자가본격적으로발생하는 2040년

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이후부터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2041년에처음으로수지적자가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40년 956조원(2010년

불변가)인 적립금이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민연금 총지출 비율은 2010년

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4.9%,

2070년 6.7%, 2100년에는 11.7%에 달할 것으

로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평가시점을 2008년 제2차 국

민연금재정계산에서와유사한 2080년으로설

정하여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을 적용할 경

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필요보험

료율은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에“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

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1.70명이

달성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기금 소진 미발생

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12.85%일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이 아

닌 2100년까지연장할경우기금소진미발생

을위해필요한보험료율은이보다높을수밖

에없을것이다.

3. 기초노령연금재정전망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와수급대상자와급여액을인상할경우를구분

하여 수급자수와 소요재원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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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명외(2010). 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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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민연금재정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적립기금

GDP 대비총비용

자료: 윤석명·신화연. 전게서(2011. 2.).



1) 현행제도 유지시(65세 이상 인구 중

70%) 수급자수및소요재원전망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급여산식 A

값의 5%로 지급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376만 명에서 2050년경 1,06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

(2010년 불변가)에서는 2010년에 4조 원, 2050

년에41조원, 2070년에54조원이소요될것으

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노령

연금총비용은2010년 0.4%에서2050년 1.4%,

2070년1.6%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2012년부터 매년 인

상하여2028년부터는10%로지급할경우에는,

2010년에 4조원, 2030년에 36조원, 2070년에

81조 원, 2070년 10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

망되고있다. 이경우국내총생산(GDP) 대비기

초노령연금총비용은2010년0.4%에서2070년

3.1%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확대(65세 이

상 인구 중 80%)시 수급자수 및 소요재

원전망4)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인구 중

80%로 확대할 경우에는, 수급자수가 2010년

376만명에서2050년경1,264만명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수가 확대됨에 따라

2070년기준으로GDP 대비 3.6%의재원이소

요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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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노령연금급여수준은국민연금급여산식 A값의 10%까지인상함.

그림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및소요재원전망(65세 이상인구중 70% 적용, A값의 10% 지급)



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

전체로확대할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100%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수급자수는 2010

년 376만 명에서 2050년경 1,579만 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수 확대로 인해

2070년기준기초노령연금지출액은GDP 대비

약4.5%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5)

4. 특수직역연금현황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09년, 군인연금

은2010년에제도개선안을마련하였으나사학

연금을 제외하고는 중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재

정 불안정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6)

특수직역연금제도중제도도입시점이가장늦

고가입자특성상본격적인수급자가대거발생

하지않은사학연금의경우아직까지적립금을

보유하고는있으나, 이역시장기적인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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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및소요재원전망(65세 이상인구중 80% 적용, A값의 10% 지급)

5) 2070년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음. 본인 기여에 입각한 사회보

험 방식의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100% 부과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2070년 기초노령연

금 소요재원으로 GDP 대비 4.5%에 달하는 정부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여 후세대에게 상당한 조세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됨.

6) 국민연금은‘그대로 내고 덜받는’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군인연금은‘더내고 그

대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편하였음. 국민연금의 경우 당초 정부가 추진하였던 보험료 인상이 무산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

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제도개편의 주된 대상이 재직자가 아닌 신규 입직자라는 점에서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연금재

정불안정문제가상존하고있음.



의재정불안정이불가피한상황이다.

2010년 실시된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부과방식으로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할

때균형재정수지달성을위한부과방식보험료

율과동일한의미로사용되는지출율이2010년

10.2%에서 2050년 26%, 2080년 38%로 급격

하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장기적인관점에

서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7) 특수직역연금제도 중 현재 재정상황이 제

일낫다는사학연금의장기재정전망이이러한

상황에서는, 2009년연금개편에도불구하고공

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재정불안정상황이이

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있을것이다.

부담수준과 급여수준 불균형에 기인하는 제

도 자체에 내재된 재정 불안정 요인 외에도

2009년부터 도입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제도가초래할장기적인관점에서의재정불안

정심화요인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재정

적인 측면에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효과를 살펴보면 제도도입 초반에 반환일

시금지급이억제됨에따라중단기적으로재정

개선효과가있으나, 연계선택으로인한연계연

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점부터는 연계제

도도입전에비해급여지출규모가증가함으로

써재정불안정을심화시킬것으로전망되고있

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의

50%가연계를선택한다는보수적인가정하에

서도연계제도도입전과비교하여2040년대부

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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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및소요재원전망(65세 이상인구중 100% 적용, A값의 10% 지급)

7) 사학연금재정계산위원회(2010). 2010 사학연금장기재정추계.



년에는 약 3조 5천억원(2010년 불변가)이 추가

로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8)

5.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개별 제도

별로살펴보면모든제도가적지않은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개혁

에서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보험료인상조치

가실행에옮겨지지않아반쪽의개혁이라는비

판이 거센 가운데, 급여율이 2028년까지 40%

로하향조정됨에따른노후소득보장의적절성

문제에직면하고있다. 현노령층의노후빈곤문

제해결을위해도입된기초노령연금제도는낮

은급여율로인해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지못

한다는비판속에서도, 현재일부에서논의되는

것처럼 대상자를 65세 이상 인구 100%에게까

지확대적용할경우2070년경GDP 대비4.5%

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현재 재정 불안정 문

제로인해골머리를앓고있는건강보험의연간

지출액이GDP 대비 3%를조금상회하고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초노령연금의 장기

파급효과가얼마나부정적일수있는지를시사

한다.9)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노후소

득보장을위한급여의적절성을달성하고있으

나, 정도의차이만있을뿐장기적으로매우심

각한재정불안정문제에노출되어있다는측면

에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방향으로의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의경우에는공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도

입으로인해장기적인재정불안정문제가심화

될수밖에없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는 급증하

는상황에서출산율감소로인한미래세대의부

양능력의약화로인해장기적인관점에서의공

적연금재정불안정이심각한상황에서, 요즈음

시대적화두로등장하고있는100세시대에보

다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제도의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편이

시급하다.

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는전제하에서평

균수명의 급격한 연장이 시사하는 바는, 퇴직

후은퇴기간이늘어나는만큼사회적비용이증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를 고려한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양한 이해집단의 복지욕

구분출에도불구하고, 객관적인사실에근거한

장기재정전망에의하면이미도입된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이사실상매우낮

다는측면에서투입비용대비효과를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국민연금의경우에는 2013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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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윤석명외(2010). 공적연금연계제도도입에따른재정전망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조달 방식이 사회보험방식으로 본인 및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운영되고, 정부 재정을 통한 재

정보조가 있음에도 부족한 재원마련에 정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함.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100%

정부 재정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정된제3차재정계산에서적어도13% 선까지

의보험료인상계획이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경

우연금제도의재정안정화조치마련과함께실

질적인 의미에서 다층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

서제도개편논의가한창진행중인기초노령연

금의경우장기적으로국민연금수급자증가추

이에맞추어수급자비율은축소하되연금수급

액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단행하

는것이향후도래할100세시대에대한올바른

대처방향이될것이다.10) 북해유전등으로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4,000 달러에 달하는 세

계 제 2위의 부국(1인당 소득기준)인 노르웨이

가이미도입한기초연금제도를2011년에폐지

한이유를곰곰이되새겨볼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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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노령연금 개편과정에서 명확하게 하여할 대목은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비율을 축소한다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임.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고령인구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급비율을 지금보다 축소할지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대상자수는지금보다증가한다는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