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전세계에서가장강력한제조업경쟁력을가

진일본, 원천기술에서의월등한경쟁력을바탕

으로 비록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넘겨주긴 하였어도

아직도경제적인측면에서전세계적으로상당

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경제대국일본도거

스르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저출산·평균수명

연장에따른급격한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인

구 급증과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가

바로그것이다. 

1970~80년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기세였던

일본은향후에도고성장이지속될것이라는믿

음하에노인들대상으로상당히관대한사회보

장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잃어버린20년을

통한경제적인측면에서의침체와함께인구고

령화에따른사회전반의활력저하를경험하면

서변화된사회·경제적인환경에부합할수있

는방향으로의제도개혁을모색하고있다. 특히

가입자들의연금기록상실에따른전국민적인

분노가정권교체의중요한원인이되었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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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본에서는공적연금개편논의가뜨겁게진행되고있다. 집권민주당정부가기초연금인국민연금과소득비례연금인후생연

금으로이원화되어있는공적연금체계를사회보험방식의소득비례연금과조세방식의최저보장연금으로개편하는방안을적극추진하

려하기때문이다. 저출산·인구고령화·저성장·비정규직근로자급증등변화된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존사

회보장제도의기능강화및재정건전성강화를목적으로공적연금제도개편을시도하고있는일본은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소비세

증액을주된내용으로하는“사회보장·세일체개혁(안)”을제안하고있다. 본고에서는일본정부의공적연금개편(안) 대두배경및

개혁(안) 내용소개, 이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바탕으로, 향후유사한환경에직면할것으로예상되는우리나라의공적연금개편방향

에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

1) 일본 연금개혁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지면의 제한 등으로 인해『보건복지포럼』원고를 통해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일본

연금개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는 2012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연금학회 분과(2월 21일 연세대학교)의“일본

공적연금개혁(안) 평가와한국공적연금개혁방향: 社會保障·稅一體改革案의타당성평가중심으로”를참조하기바람.



적연금제도 관리를 담당하던 사회보장청을 폐

지하고 2010년 1월부터 일본연금기구(日本年

金機構)라는조직을만들어새로운환경변화에

적응하려하고있다.

특히일본의민주당정권은기초연금인국민

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2008년 총선에서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4년 연금개편

으로인해2009년부터기초연금인국민연금지

출액의50%를정부세금으로충당하고있으나,

당초계획하였던소비세인상이이루어지지않

고있어부족한재원마련에일본정부가전전긍

긍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세일체개혁안(社會保障·稅一體

改革案)”을 마련하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문

제를한꺼번에해결하려시도하고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수상 교체, 재원 마련

의 주된 수단인 소비세 인상에 대한 자민당 등

야당의반대로인해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가

나타나고있지않다. 그러나임시재원으로활용

하던 정부 특별회계 잉여금들(매장금, Buried

treasure)이 소진됨에 따라, 기초연금인 국민연

금소요재원마련차원에서일본정부가추진하

고있는“사회보장·세일체개혁안”은어떠한

형태로든실행에옮겨질가능성이높다.2)

이미 저출산·인구고령화라는 파고에 휩싸

인우리나라역시, 일본이겪고있는여러가지

어려움이 남의 일같지 않아 보인다. 당장은 아

니지만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 역시 일

본과거의유사한상황에직면할것으로전망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작

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

개혁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언론들이일본공적연금개혁관련기사

를쏟아내고있는상황에서보다구체적이고객

관적으로일본공적연금개편논의를평가할필

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일본의 공적연금 개편

(안) 분석및우리나라연금개혁방향에대한시

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3)

2. 일본사회·경제변화과정및
소득보장개관

1) 일본의인구, 사회, 경제적인변화추이

일본은이미인구감소가현실화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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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 측면에서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 소비세 인상 필요성과 소비세를 인상한다 할지라도

인상폭및인상시기에대한각정파간이견으로인해집권민주당의원안보다는수정안이통과될가능성이높아보임.

3) 한국경제(2011.5.10), “파국 직면한 일본의 국민연금, 남의 일이 아니다”. 이투데이(2011.5.23), “일본연금제도의 위기”. 내일신문

(2011.10.13), “일본 국민연금, 재정 시한폭탄 되나”. 조선일보(2011.11.1), “100년은 안전하다던 日연금, 7년만에 또 파탄”. 연합뉴스

(2011.11.24), “日, 내년부터 연금지급 감액 검토”. 서울신문(2011.12.19), “공적연금 지급액 GDP의 10% 넘어”. 파이낸셜뉴스

(2011.12.1),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아주경제(2012. 1.4), “일본 총리 소비세 인상 놓고 야권과 알력 심해”. 내일신문(2012.2.1),

“나날이 심각해지는 일본의 불안심리”. 서울신문(2012. 2. 5), “일본 망한다고?”…그 이유는? 국가빚 GDP의 211%”. 한편 일본에서

는讀賣新聞, 朝日新聞등주요언론에거의매일연금제도개편관련기사가수록되고있음. 



2010년기준으로1억2,700만명인인구가2050

년에는 1억이하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

다. 총인구 감소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대목은

1970년대 총인구 대비 7%에 불과하였던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 22%로 증가하였고, 2050

년에는 총인구의 40% 수준으로까지 급격하게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는점이다. 반면에미래

경제활동인구로성장할15세미만인구의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1970년 24%에서 2010년에

이미 15%로 하락하였으며, 2050년에는 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생애

한번도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비중이 2010년

남성(16%), 여성(7%)에서 2050년에는 남성

(30%), 여성(2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 및 인구 고령화

심화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2) 사회보장급여증가추이및부담의현황

인구고령화및사회보장제도성숙등으로인

해 국민소득대비 사회보장급여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있다. 1961년국민소득대비4.91%에불

과하였던 사회보장급여가 2010년 현재 국민소

득 대비 31.36%로 증가하였고, 전체 사회보장

지출중에서도연금지출이 50%로급증하였다.

향후에도이런추세가계속유지될것으로전망

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을경우일본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

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다.

전체사회보장지출액중보험료수입을통한

지출이 64%,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조세수입

을통한지출이36%를차지하고있다. 이미일

본의사회보장지출이상당한수준에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보험제도 가입자들의 부담능력 한계

로인해재정안정달성을위한지속적인보험료

정책분석 _ 65

일본공적연금제도개혁(안)에 대한평가와시사점

표 1. 인구를포함한일본의사회변화추이및전망

구분

인구

평균수명

65세이상인구비율

신생아(연간)

15세미만인구비중

생애미혼자비율

경제활동인구

과거(1970년)

1억400만명

남69세, 여75세

총인구의7%

(8.5명이노인1명부양)

190만명

24%

남2%, 여3%

5,150만명

현재

1억2,700만명

남79세, 여86세

총인구의22%

(3명이노인1명부양)

107만명

15% 

남16%, 여7%

6,800만명

- 청년층의비정규직증가

미래(2050년)

1억미만으로감소예상

평균수명대폭신장

총인구의40% 이상

50만명미만

9% 

남30%, 여23%

경제활동인구감소

- 여성및고령자경제활동촉진과

청년층의고용안정이과제

자료: 日本內閣官房社會保障改革擔當室, “第2次 有識者檢討會資料”, 平成 22年(2010년) 11월 16일.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사회보

장·세 일체 개혁안(社會保障·稅 一體 改革

案)”을 통해 문제해법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일본후생노동성, 社會保障改革が必要

とされる背景, 2012년1월6일).4)

3. 공적연금제도현황: 
국민연금과후생연금중심으로

1) 일본의공적연금체계5)

통상 공적연금체계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이원화되어있는국가들대부분은기

초연금을먼저도입한뒤공적연금급여확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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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 및 조세 일체 개혁”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적용(國民皆保保險과 皆年金 達成) 이후 반 세기

가 지난 이 시점에서 저출산·인구고령화·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

하고사회보장관련재원확보와일본정부의재정건전성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일본의민주당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정

책 목표임. 동 개혁(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방향은 육아지원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의료·개호(장기

요양) 서비스의 강화, 빈곤 대책 및 소득 양극화문제 해결,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안정적인 사

회보장재원확보등임.

5) 일본‘국민연금제도의 공동화문제’등일본국민연금제도와관련된선행연구로는윤석명의“일본의국민연금제도공동화현상에

대한대책및시사점”(보건복지포럼통권제34호, 1999. 7)을 참고하기바람.

그림 1. 일본 사회보장급여증가추이및소요재원구성내역

자료: 日本政府與黨社會保障改革檢討本部會議資料4, 平成 22年(2010년) 10월 28일



구가 발생하였을 때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제도를구축하였다. 반면에일본은여

러개의연금제도가발달되어온이후에기초연

금을도입하였다는점에서여타국가들과제도

발전과정에차이가있다. 특히일본의공적연금

체계는제도간통합및구조조정보다는기존제

도에덧붙여서기초연금을도입하거나‘국민연

금기금’등각종기금들을만드는방식으로발

전해온까닭으로인해복잡한연금체계를갖게

되었다.

현재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1층에전국민

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 2층에는 후생연

금·공제조합·국민연금기금, 그 위에 후생연

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을 덧붙인 복잡한 형태

로이루어져있다. 전국민대상의1층부분은피

용자뿐만아니라별도의수입이없는피용자의

배우자와자영업자등을포괄하며그위에있는

2층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적

용대상이다. 기초연금 급여는 정액급여로서

‘기본생활 보장’수준인 반면, 2층 소득비례부

분은과거소득에비례하여퇴직후에도소득을

유지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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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공적연금체계

주: 그림안의 (  )는 2010년 3월말기준가입자수
자료: 日本厚生勞動省年金局, 『平成 23年版厚生勞動白書』



2층은 민간부문 피용자 대상의 후생연금, 공

공부문 피용자들이 주된 대상인 공제조합연금,

자영업자들 대상의 국민연금기금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에는 자영자의 일부만

참여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

이 제한적이다. 일본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3

층은가입자가자발적으로가입여부를선택하

는적립식연금제도이다.

2) 일본기초연금제도(국민연금) 현황6)

일본국민연금은국내에거주하는2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

입자는1호피보험자(자영자, 농민), 2호피보험

자(민간부문피용자, 공무원등), 3호피보험자(2

호 피보험자의 피부양배우자)로 구분된다.

2010년3월말현재가입자수가각각1,985만명

(1호), 3,868만명(2호), 1,025만명(3호)으로총가

입자수는 6,874만명이다.7) 3호피보험자, 즉피

부양배우자의보험료는별도납부가아닌 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2호 피보

험자의 보험료에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에 대

한보험료와배우자가가입하고있는기초연금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2010년 4월현재 16.058%를노사가절반씩부

담하며, 제1호 피보험자(자영자)는 2010년 4월

현재 월 15,020엔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9년부터국민연금급여지출의1/2를정부가

부담하고있으나앞서언급한것처럼당초계획

되었던 소비세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아 재원

마련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국민연금급여지출비용은첫째, 국민연금보

험료, 둘째후생연금보험자및공제조합에서의

갹출금, 셋째정부몫인국고부담으로조달되고

있다. 일본 국민연금제도에서는저소득층에 대

한다양한보험료면제조치를도입하여무연금

문제를상당부분해결하였으나, 이로인해기초

연금재정불안정및국민연금미납률심화라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2011년국민연금보험료납부율이56%까지하

락하여국민연금공동화문제가심각한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후생노동성, 2011년 12월

27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관련 보도자료).

1990년대 중반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80%를상회하였다는사실과비교해보면, 작금

의일본기초연금이처한어려움을쉽게짐작할

수있다. 

3) 일본 노인들의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의

위상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2009년 국민생

활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령가구 평균소득

(2,970천엔) 중 공적연금이 2,098천엔으로 전

체 소득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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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고, 현재 일본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주된 대상

이기초연금인국민연금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측면에서국민연금에대해서만추가서술하고자함.

7) 1999년 3월말 기준 기초연금 가입자수 7,050명(1호 2,043만명, 2호 3,826만명, 3호 1,182만명)에 비해 2010년 가입자수가 176만

명 감소하였음. 



로소득은 17.7%, 자산소득은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이

연금인 경우의 비중도 매우 높다. 고령가구 중

공적연금이유일한소득원인경우가63.5%, 전

체 소득 중 공적연금 소득비중이 80%에서

99%인 경우도 9.9%에 달하고 있어 공적연금

없이는노후생활을상상하기어려운것이일본

의현실이다.

노후생활설계 측면에서도 노인의 70%가 공

적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

적연금에 의존하되 자조노력(Self-support)을

통해소득을추가한다”는비중이41. 7%, “전적

으로공적연금에의존한다”는비중이 29.0%인

반면, 과거 농경사회에서 보편화되었던“사적

인부양기능”은2.3%에그치고있다. 수급자측

면에서도일본국민전체기준으로4명중1명이

연금을수급하는것으로나타나일본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공적연금의 존재는 절대적임

을알수있다.

4. 일본민주당정부의연금개혁(안)
및개혁(안) 평가

일본 노인들의 노후생활에서 공적연금의 역

할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

저출산·인구고령화·저성장으로인해기존의

제도가지속가능하기어렵다고판단한일본에

서는 오래 전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있었다. 특

히 연금문제가 주요 이슈였던 2008년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민당과 야당이

었던민주당이연금개혁방향에대해이견을보

였다. 집권당이었던자민당이보다온건한개혁

안을채택하였던반면, 당시야당이었던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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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 기초연금재원조달현황및계획

자료: 日本厚生勞動省年金局및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보도자료(2011년 10월 10일 인터넷판)



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었다. 연금

기록 유실로 인한 국민적

인 반감이 고조되었던 시

기인지라연금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유력 언론사들도 자체 개

혁안을제시하면서연금개

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뜨

거웠다(讀賣新聞은 2008

년, 2011년에는 朝日新聞

이연금개혁방향을제시하

였음).

1)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현재의 집

권당인민주당의연금개혁

(안) 개요를살펴보도록한

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미납률급증에

따른공동화현상, 이에따

른무연금및저연금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을 들

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

는 연금제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연금제도가개편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를 위해 현행 기초연금(국

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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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 고령가구의노후소득원

자료: 2009년 국가생활실태조사(National Livelihood Survey), MHLW

그림 5. 일본 노후생활설계에서공적연금의위상

자료: 연금제도조사, 내각사무처, 2003



(후생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으

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국민들이

노후에 최소한 또는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있도록전액세금으로재원을조달하는최저

보장연금제도 도입이 민주당 연금개혁안의 핵

심이라할수있다. 

현재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지출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새로 도입

될 최저보장연금에서는 소요 재원 100%를 국

가재정으로충당한다는것이가장큰차이라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고부담이 50%로 증가

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재원 조달도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전액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

을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소비세 기준으로 약 7% pts 정도의 추가

부담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8) 이는재

원의50%를가입자들의보험료로충당하는기

초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최저보장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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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민주당연금개편(안): 최저보장연금과소득비례연금으로이원화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ension Bureau, “Overview of Pension System”(2010년 8월 25일 일본후
생노동성연금국방문시입수한자료), 朝日新聞(아사히신문) 보도자료(2011년 5월 15일 인터넷판)

8)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일본 민주당이 시산(추정)하였으나, 민주당 정부가 공표를 거부하여 공표여부를 두

고최근정치적논란이증폭되었음. 논란이 증폭되자그동안시산결과 공표를거부하였던노다총리가 3월 소비세인상법(안) 제출

전에 공표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음. 민주당 시산결과에 따르면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시 최대 7.1% pts 정도의 소비세 인상요인

이발생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요미우리신문, 2012. 2. 6).



100%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최소한의 생

활이가능할수있도록연금액을월7만엔정도

로지급함에기인한다. 민주당은소요재원확보

를 위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2배 인

상하는것을재원확보대책으로제시하고있다.

집권민주당이제시한연금개혁안에대해자

민당등야당은소요재원마련을위해불가피한

소비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2008년 글

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2011년 일본 대 지진의

여파로경제및사회분위기가매우침체된상황

에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소비세

인상이일반국민들에게인기가없다고판단하

고있기때문이다. 

한편2011년7월일본각의(내각회의)에보고

된“사회보장·세 일체 개혁안(社會保障·稅

一體改革案)”의연구결과에따르면현행일본

공적연금의기능강화, 즉최저보장연금등을도

입할 경우 2025년까지 약 3.5% pts~8% pts의

소비세증가요인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반

면에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유

지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약 1% pt의 소비세

증가 요인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기재원소요액에근거하여평가할경우집권

민주당정부에서제안하고있는소비세5% pts

안이 수용된다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지속가능성에는여전히의문이남는다할

것이다.

현재민주당은소요재원확보를위한소비세

인상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에반대하는

야당을설득하기위해인상되는소비세5% pts

를전액목적세화하여사회보장용도로만활용

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저출산

에 대처하기 위한 육아, 연금, 의료, 간병(개호)

목적으로만사용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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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보장제도의기능강화를위한추가소요액: 공적연금의경우

연도 개혁의방향성 필요액 소비세환산액

2015년

2025년

조세방식전제

사회보험방식전제

- 최저보장기능의강화

- 기초연금액의개선

- 수급권조치강화

* 면제활용, 후생연금적용확대, 강제징수등

조세방식전제

사회보험방식전제

- 최저보장기능의강화

- 기초연금액의개선

- 수급권조치강화

* 면제활용, 후생연금적용확대, 강제징수등

약12조~ 28조엔

약2.6조엔

약15조~ 31조엔

약2.9조엔

3.5 ~ 8.5% 정도

1% 정도

3.5 ~ 8% 정도

1% 정도

자료: 日本內閣官房社會保障改革擔當室, “第2次 有識者檢討會資料”, 平成 22年(2010년) 11월 16일.



2) 연금개혁(안) 평가

서양 속담에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Misfortunes seldom come singly). 지

금의일본예가바로그런것같다. 이미잃어버

린 20년의 와중에서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심화되는 경제침체, 2011년 대지진, 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라는 낙관적이지 못한 사

회·경제적환경하에일본노인에게절대적인

위상을차지하고있는공적연금제도개편이불

가피하기때문이다.

어느나라건사회보장제도, 그중에서도연금

제도에대한개혁을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

서는강력한정치적리더십이필요하다. 현재와

같은일본의취약한정치구조하에서, 그것도1

년마다총리가바뀌는현실에서강력한리더십

이있어야만해결가능한사회보장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

은것같다.9)

여기에덧붙여일본의경우이미정부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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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민주당에서제안하고있는인상되는소비세의사용방안

자료: 日本 社會保障·稅 一體 改革案(平成 23年(2011년) 6월 30일 日政府·與黨社會保障改革檢討本部決定). 日本 厚生勞動省, 社會保障改
革が必要とされる背景(平成 24年(2012년) 1월 6일). 일본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보도자료(2012. 1. 8) 

9)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재원조달 문제 외에도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수급연령 연장 등의 조치가 계속 연기되면서 적기에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제도 개편논의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제도 개편의 강도가 약

해질가능성이높아보임.



상당비율이기존부채를갚는데충당되고있다.

중앙정부전체수입중52.1%가조세및인세를

통해조달되며, 후세대의부담으로전가되는국

채발행은 전체 수입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의 국채발행은 저출산·인구고령화에

신음하는 일본의 장래를 볼 때 매우 위험한 선

택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미국가총부채규

모가 국내총생산 대비 200%에 달한 상황에서

더이상의국채발행을통한재원조달은국가부

도에대한우려를증폭시키기때문이다.10)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후세대에

게의부담전가대신현세대의부담을늘리려는

일본정부의연금제도개혁방향자체는바람직

해보이나, 향후도래할국가상황과비교시노

인세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2011년 7

월1일각의에보고된“사회보장·세일체개혁

안(社會保障·稅 一體 改革案)”에서 향후 일본

복지모형으로“중규모·고기능의 사회보장(中

規模·高機能의 社會保障)”제도 구축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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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 정부의일반회계수입내역(2009년 회계연도기준)

(단위: 백억 엔)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ension Bureau, “Overview of Pension System”(2010년 8월 25일 필자가
일본후생노동성연금국방문시입수한자료)

10) 일본 정부가엄청난규모의국가부채에도불구하고버텨낼수있는것은사실상제로금리로인해기발행된국채의이자지급액이

적고 정부 채권 상당액을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나, 일본 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할 경우 이 또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알수없는실정임.



강조하고있으나, 향후도래할일본의사회·경

제적여건을고려할때현행급여수준은지속되

기어려운수준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고려하여지속가능한제도가되기위해

서는 최저보장연금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최저

보장연금의 연금액(현행 안에서는 월 7만엔)에

대한조정이불가피해보인다.

5. 우리나라공적연금개편방향에
대한시사점

향후 20년 후에 일본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우리나라의경우현재일본이겪고있는

어려움이강건너불이아니라는점을인식하면

서, 일본의공적연금개편방향을예의주시할필

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래할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도 정치적·재정적으로 지속 가

능한 공적연금 개편방향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초 어렵게 출발하

였던 국회의“연금특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

령연금의재구조화방향에대해아무런결론없

이 2011년말 문을 닫은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런저런 부담으로 인해

제도개혁논의를미루면미룰수록그만큼제도

에내재된잠재적비용들이눈덩이처럼늘어나

기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고 있

는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

계비의 일정수준(최저생계비의 150% 전후)에

연동시키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할필요가있

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

우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

세대 노인들에 대해서는 상당기간동안 준보편

적인제도적용이가능하면서도, 국민연금수급

자증가추이에맞추어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줄어드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11) 중장

기적으로65세이상노인인구중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이줄어든다는전제하에기초노령

연금급여수준을현재의국민연금가입자평균

소득(A값)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저소득

취약노인에대해서는이보다좀더높은수준까

지상향조정도검토가능)할경우기초적인소

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도래할 초고령사

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함께 2008년제2차국민연금재정계산

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보험료 인상 문제

는, 2013년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구체적인

스케쥴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12)

이와 함께 일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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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러한 제도 개편안을 따를 경우에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수급비율이 줄어드는 것일 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는 장기적으

로 급격하게 증가함. 구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현재의 70%에서 장기적으로 55%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수는 2011년 310만명에서 2028년에 610만명 이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이와 관련된보다상세한논의는‘윤석

명외(2010). 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참고하기바람.

12) 일본의“사회보장·세 일체 개혁안(平成 23年(2011년) 6월 30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 중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으로설정하고있음. 이러한 일본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일본국가부도우려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으며, 일본 국가부도

위기의주범이변화된사회·경제적인환경에적기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것이라는점도주목하여야할것임.



게 공적소득보장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눈여겨봐야할대목이다. 지나치게공적연

금제도에만 의존하다보니 노후소득의 다양성

확보가어려워그만큼정책당국의운신폭이줄

어들고있기때문이다.

노후소득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외견상 다

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모든소득계층을아우르는제도로발전할수있

도록효과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

하다. 저소득층 및 근로 취약계층의 경우 공적

연금인국민연금뿐아니라퇴직연금과개인연

금에서도배제되는경향이강하여그대로방치

할경우근로기간동안의빈곤이노후빈곤, 나

아가노후소득에서의부익부빈익빈문제를심

화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

저소득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

도도입은바람직한정책방향이라고판단된다.

아쉬운대목은정부의보험료지원이보다절실

한 순수 저소득 자영자 집단이 보험료 지원 대

상에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소득파악 문제 등

관련제도정비를통해저소득순수자영자집단

도하루빨리국민연금보험료지원이가능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원의

다원화측면에서저소득취약계층도적극참여

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

토할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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