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0.18. 국제보험산업심포지움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와 시사점

고려대학교 김원섭



 독일리스터 연금의 성과와 한계: 사적연금

활성화와 사회보장제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시함.

연구목적



 연구목적

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제도

특징

리스터연금의 성과와 한계

결론: 한국 적용가능성과 전제조건

내 용



 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 개혁
 세계화와 생산기지 논쟁. 2006년 사회보험료율 41%, 연금보험료

19.5%,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 위해 사회보험료 인하에 대한

합의 (Seeleib-Kaiser, 2001).

 보험료율 안정화를 목표. 급여수준 조정하는 수입재정중심 개혁

 사적연금개혁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삭감에 따른 연금부족분을 보충. 개인연금

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독일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공적연금 위주에서 공사혼

합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 도입배경



년도
사무직/생산자

근로자연금
년도

사무직/생산자

근로자 연금

1957-1967 14.0 1994 19.2

1968 15.0 1995 18.6

1969 16.0 1996 19.2

1970-1972 17.0 1997 20.3

1973-1980 18.0 1998 20.3

1981 18.5 1999(1.1-3.31) 20.3

1982-1983(8.31) 18.0 (4.1부터) 19.5

1983(9.1) 18.5 2000 19.3

1984 18.5 2001-2002 19.1

1985 18.7 2003 19.5

1985(6.1)-1986 19.2 2011 19.90

1987-1991(3.31) 18.7 2012 19.60

1991(4.1) -1992 17.7 2013/2014 18.90

1993 17.5 2015 18.70

독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추이



연금개혁이 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율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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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utsche Bank(2005: 41)

연금의 소득대체율



 적용범위: 자발적

 연방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은 개인연금에 가입 시

 가입: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 공적연금 급여

삭감 보완

- 공적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 반면 공적연금 적용제외된 자영업자, 사회부조급여대상자, 공적

연금수급자 적용대상이 아님

 배우자는 본인 부담분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보조금만으로 가

입가능

2. 리스터연금의 성격: 자격



 개인연금: 사적연금보험, 펀드형연금보험, 은행

저축연금, 적립식펀드

 퇴직연금: 임금희생방식의퇴직연금.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방식. 인증기준없음

 2008년주택리스터. 전부또는 75%를주택구입위

해사용

연금 종류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 정액보조금은 기본 보조금과 자녀수당

 2008년 이후 154유로의 보조금, 총액 임금의 4%까지 보험료. 자

녀보조금은 138유로, 2008년 이후 출생 300유로

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부분 납입. 예. 소득이 연 20,000

유로로 한자녀를 가진 부부. 일년에 608유로 보조금(기본보조금

308유로와 1명의 자녀보조금 300유로). 보험료 800유로 중

192유로 본인 부담.

리스터연금제도: 보조금



 소득재분배 기능: 리스터연금에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

소득이 높은 가입자 보다 높은 보조금. 저소득층 지원

 가족 지원: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조금

 자기책임성 강조: 모든 경우 최소 본인분담액 60유로.

 2008년 부터 25살 이하 신규노동시장진입자는 첫해 200

유로

 리스터 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욱 많은 혜택

리스터연금제도: 보조금
가족, 저소득층지원



독신가구의 실질보험료율



부부가구의 실질보험료율



리스터연금의 보험료 2,100유로 한도 소득공제.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 더 많은 혜

택을 받게 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터보조금

에서는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넘을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 결과

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

득 공제혜택만 받음.

리스터연금제도: 소득공제. 저소득층 집중지원



 고소득 가입자의 대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납부. 이런

점에서 이들은 비록 가입기간 동안에는 보험료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이는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함.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

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급여수준(공적연금과 합한)이 면세점 이하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리스터 연금에서는 소득과 자산조사가 없이도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

되는 효과.

 리스터 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관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독일연

금공단에 위임

리스터 연금제도: 저소득층 집중지원



 연금수급개시연령. 62세이후. 2012이전 60살. 남녀동일계정 .

 원금보장원칙. 납입한보험료와정부보조금의합이상의금액

 종신연금형태나일시금과 85세이후연금형 혼합형태. 예측곤란.

 계약체결비용과운영비용은최소 5년환수.

 보험상품에대한정보제공의무. 보험료의사용, 적립금의규모, 계

약수수료와행정비용, 투자수익율, 투자의도덕적, 사회적성격등

에관해정보. 위반시인증을박탈. 2004년이후 2500유로까지의벌

금을부과로완화

리스터 연금의 주요 인증기준



III. 
1. (계약 건수)

Das Statistik-Portal



라스터 연금 아동수별 가입율 2012

Boersh-Supan 2016: 43



가구소득별 사적연금 가입율 2012

Boersch-Supan 2016: 40



가구소득별 리스터연금가입율 추이

Boersch-Supan 2016: 41



가구소득별 퇴직연금 가입율 추이



독일가구의 사적연금과퇴직연금 포괄범위

Boersh-Supan 2016: 38



독일가구의 사적연금과퇴직연금 보유수

Boersh-Supan 2016: 39



여전히 다수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리스터연금에 가입을

못함. 국민연금 급여삭감에 직접적인 영향.

특히 근로소득 취약자, 저소득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 문제

그룹들

 가입하지 않는 이유: 정보부족. 저소득층은 자신들이 리스

터 연금에 대한 신청자격이 있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함. 소득

이낮아가입여력이없음.

2. 한계. 가입



가입자의 소득구조

년소득 (유로) 2010 2011 2012

10000 미만 26.2 28.1 26.6

10000 ~ 20000 20.3 19.7 19.4

20000 ~ 30000 19.6 18.3 18.6

30000 ~ 40000 15.7 14.8 15.2

40000 ~ 50000 8.5 8.4 7.6

50000 이상 10.1 10.7 11.6

자료: Stolz und Rieckhoff(2013)



 전제. 45년가입, 수익율 4.5%, 완전보조금

 2011년이후급여수준하락

- 10년만에절반수준

- 자기가낸보험료수급을위한기여기간
2001년여 . 43.4, 남 44.8, 2011년여 49.2, 남
49.2.

낮은 급여수준



 2011년이후수익율이여 3.5%, 남 2.0%

 기대여명이긴생명표의적용. 남여동일계

정에서여성기준으로맞춤

 추가수익배당규정: 90% 에서 75%

낮은 급여수준의 요인



 10%를수수료로제한

 수수료정보가없음

 수수료가높고기관별차이가큼. 10000유

로받는사람의수수료가 8500유로에서

10000유로까지

 급여수준도 15년수급시 4140유로차이

수수료와 급여수준의 불투명성



36개 리스터연금기관의 cost rate



 개인연금의 중요성 증가. 조속한 정착이 필요

 장점

 사적연금 활성화 효과가 뚜렷함

 자영업자의 이층보장으로 기능

 개인연금의 소득역진성 개선, 저소득층에서 개인연금의 확산.

 소득파악 문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도입가능.

 노인층의 소득효과 뿐 아니라 출산율의 상향에 기여.

 자발적으로 가입.가입자가 스스로 노후생활을 대비.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음

결론: 인증제 개인연금의 성과



 효율적? 목적에 따라 다름

 독일 연금개혁의 한계: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

한 다층구조의 구축은 비록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 방식이라 할지라도 노인빈곤 문제 해결

보다는 소득수준 유지를 위해 적합. 

 빈곤은 공적연금, 그 이상의 보장은 사적연금

리스터연금의 한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적 조치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보조금 지급과 인증제를 통한 적극적인 규제적 조치가 필요: 개인연

금에서 노후소득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

한국에 리스터 연금의 전제조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착

 개인연금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 개인연금의 판매 및 중개수수

료가 안정화, 금융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접근도 개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경쟁에서 협력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생관계를 위한 협력강화. 공사연금 연금포탈 구축, 공동 홍보 등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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