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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퇴직연금은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기업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1)으로 나눌 수 있음

(기업형 퇴직연금)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퇴직연금이며,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음

(IRP)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퇴직연금이며,2) 기업형 퇴직연금이 해지될 

때 그 자산을 이전할 수도 있음 

IRP는 ①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능, ② 노후 소득을 추가로 적립하는 

기능, 그리고 ③ 종합 자산 관리 기능을 수행함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퇴직연금이 해지(퇴직급여 지급)되어도 본인 명의의 

IRP 계좌에 적립할 경우 퇴직연금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이직 및 퇴직에도 불구하고 IRP를 활용할 경우 퇴직 급여에 부

여되는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1) (개인형) IRP는 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는 퇴직 IRP와 재직 시 퇴직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위해 적립하는 적립 IRP로 구분하고 있음

2)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특수한 형태의 IRP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기업형 IRP(특례 IRP)가 

있으나 비중이 매우 낮아 본고에서 IRP라 함은 개인형 퇴직연금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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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퇴직연금이나 적격 개인연금3)에 더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자 할 때 IRP 계좌를 활용할 수 있음

 - IRP의 세제 혜택은 적격 개인연금의 세제한도 400만 원을 포함하여 

700만 원까지 부여하고 있음

IRP 자산에 대해 하나의 계좌 형태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음

 - IRP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와 유사하게 다양한 금융 자산을 대

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음

2. 제도 변화

IRP는 2012년 도입4) 이래 가입 대상, 세액 공제, 호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여건이 크게 개선됨

(가입 대상) 근퇴법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됨(<표 Ⅱ-1> 참조)

IRP 제도 도입 당시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 저축을 의미함

4) 2011년 6월 근퇴법 개정으로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문제(가입제약 

등)를 대폭 보완한 IRP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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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근로자

○ 기업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근로자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1주 소정 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표 Ⅱ-1 IRP의 가입 대상 확대  

근퇴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자는 자영업자, 단기근로자, 공무원 

등 특수 직역연금 가입자 등까지 확대될 것임

 - IRP 가입 대상자가 모든 직종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가구당 1인 이상

의 가입 대상자가 존재하게 됨

(세제 혜택)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IRP의 연간 불입액 한도가 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을 포함하여 1,800만 원까지 확대됨

사적 연금에 대한 기존의 세제 혜택은 연간 불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었음

 - IRP, 적격 개인연금 등에 불입한 연간 합산 금액에 대해 동일한 기준

의 세액 공제가 적용됨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액이 7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나 

추가 300만 원에 대한 공제는 IRP에만 적용됨

연간 불입액 700만 원 초과 1,800만 원까지는 수령 시 원금은 비과세, 이자소득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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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IRP는 기업형 퇴직연금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이전받고, 적격 개인연금과는 

자금의 상호 이전이 허용되는 등 연계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기업형 퇴직연금(DB, DC)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 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됨

 -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소액인 경우(압류최저생계비 

150만 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음

 - 퇴직금제도 가입자 퇴직 시의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IRP로 이전하는 법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 이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RP와 적격 개인연금은 상호 간 자금을 이전하여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 IRP와 적격 개인연금 간에 자금이 이동할 경우 계좌가 해지없이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됨

(설계사 IRP 모집 허용) 2012년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으로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한 퇴직연금 모집업무가 가능해짐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퇴직연금 설명업무, 소개 및 

중개업무, 질의사항 전달업무 등으로 구분됨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중심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개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행태의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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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판도

  1)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중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최근 높은 적립금 증가율 

추이를 감안할 때 IRP 적립액의 증가가 예상됨 

퇴직연금 적립금 147조 원(2016년 12월 기준) 중에서 IRP의 비중은 

8.4%이며 DB형 67.7%, DC형 23.3%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반면 IRP 적립금 증가율(2015년 말 대비)은 34.0%로 나타나 DB형과 

DC형의 13.9%, 20.9%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보험회사(생명+손해)는 기업형 퇴직연금(DB형)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IRP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보험회사는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31.3%(적립금 기준)의 점유율을 보여 

은행(49.8%)보다 낮은 수준임

∎표 Ⅱ-2 금융권별 IRP 적립금 비중  

 (단위: 억 원, %)

권역
DB형 DC형

10인 이하 특례

(IRP 기업형)
IRP 개인형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422,073 42.4 223,622 65.4 7,783 95.5 79,124 63.8 732,603 49.8

생보 297,247 29.8 46,171 13.5 253 3.1 16,369 13.2 360,041 24.5

손보 86,337 8.7 9,363 2.9 21 0.3 3,488 2.8 99,696 6.8

증권 190,547 19.1 49,995 14.6 61 0.7 25,038 20.2 265,641 18.1

근로복지공단 - 0.0 12,258 3.6 32 0.4 26 0.0 12,316 0.8

계 996,205 67.7 341,898 23.3 8,149 0.6 124,046 8.4 1,470,297 100.0

  주: 2016년 12월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2017), 퇴직연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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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RP 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점유율은 16.0%에 불과해 은행(63.8%) 

뿐만 아니라 증권사(20.2%)보다 크게 뒤처진 상태임 

  2) 해외 사례(미국,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한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IRP 시장에 대해서 

살펴봄5)

미국과 일본의 IRP6)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미국은 IRP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전체 연금 시장에서의 비중도 크게 나타남

미국의 총연금자산은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IRP 등을 포함하여 

총 24조 달러(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IRP는 총연금자산의 30.6%에 해당하는 7.3조 달러에 이르고 있어 다른 연금 

자산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그림Ⅱ-1> 참조)

 - 미국의 기업형 퇴직연금인 DC형(6.7조 달러), DB형(2.8조 달러)은 

IRP보다 적립금의 규모 면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남

5)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연금체계(국민연금보완형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는 퇴직연금이 준 공적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례로 활용하기가 

어려움

6) 미국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일본의 개인형 DC 제도가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되므로 

IRP로 용어를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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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미국 연금자산시장 규모(적립금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2016)

일본은 IRP가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일본은 IRP를 주로 자영업자 등 기업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

 - 2016년 3월 현재 IRP 가입자는 257,579명이며, DB형 가입자 795만 

명, DC형 가입자 590만 명임7)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모든 직종과 전업주부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IRP 활성화에 적극으로 나서고 있음(<표Ⅱ-3> 참조)

 - IRP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역할을 강화함

7) 일본은 미국, 한국과 달리 적립금 기준이 아닌 가입자 기준으로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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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2017. 1∼) 

자영업자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

 DC(기업형) 가입근로자 

 DB형 가입근로자

 공무원, 사립교직원

 전업주부

∎표 Ⅱ-3 일본 IRP(개인형 DC) 가입 대상자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1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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