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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가입률은 낮은 편이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음

∙ 2020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27.2%(5인 미만 10.6%, 300인 이상 90.8%)이며, 가입률은 52.4%(5인 

미만 11.9%, 300인 이상 69.1%)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급여 유형(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퇴직급여법 제11조) 퇴직연금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규정들이 있음

- 소규모사업장일수록 퇴직금 적용 사업장이 많고, 이러한 퇴직금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사외적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경비로 활용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를 주지 못할 우려도 있음

∙ 2020년 개인연금 가입률은 11.2%이며, 이 중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0.1%, 8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50.1%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매우 낮음

- 2017년에 자영자도 IRP 가입이 허용되었으나, 본인부담을 통한 가입을 고려할 때 현실적 가입률 

제고에 의문임

<그림 7> 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2020년 기준) <그림 8>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 현황(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2021c)   주: 가입률은 총급여자(과세대상 근로자) 수 대비 가입자 비율임

자료: 국세청(2021)

○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IRP 계좌로 이관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평균근속기간 6.7년(2019년)12)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5회의 이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2)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출함(고용노동부 2020)

Ⅲ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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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명이었으며, 5년 미만의 근속연수를 갖는 퇴직자가 62%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액은 2천만 원 이하가 88%(2,896천 명/3,293천 명)로 대부분이었음(강성호 2020)

∙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성이 취약하며, 이로 인해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관 후 해지하는 인원과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 명(이관인원 대비 해지율 98.2%)이고, 총해지 금액은 11조 원(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9%)에 달함(1인당 기준 이관 및 해지금액은 각각 1,767만 원, 1,311만 원)

<표 7>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관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IRP 이관 IRP 해지

인원(명) 금액(억 원) 인원(명) 금액(억 원)

’15년 784,530 106,649 <1,359> 717,155 (91.4) 94,699 <1,320>

’16년 788,389 106,801 <1,355> 739,807 (93.8) 105,762 <1,430>

’17년 779,187 114,529 <1,470> 749,625 (96.2) 100,726 <1,344>

’18년 836,944 124,825 <1,491> 845,943 (101.1) 108,470 <1,282>

’19년 844,123 138,982 <1,646> 864,801 (102.5) 112,463 <1,300>

’20년 858,203 151,670 <1,767> 842,821 (98.2) 110,521 <1,311> 

합산* 4,891,376 743,456 <1,520> 4,760,152 (97.3) 632,641 <1,329>

  주: 1) < >안은 1인당 이관 및 해지금액임(단위: 만 원)

     2) ( )안은 이관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로 해지율임(단위: %)

     3) *은 ’15년~’20년까지의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 통계청(2019); 통계청(2021c); 강성호(2020)

○ 안전자산 선호로 수익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 노후

자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원리금보장형 운용비중은 감소추세이나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89.3%(대기성 자금 포함)는 원리금 

방식으로 운용되어 적립금의 10.7%(27.4조 원)만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됨

∙ 2021년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2.0%이며, 주식시장 변화 등 금융환경에 매우 민감함 

(’19년 2.25%→’20년 2.58%→’21년 2.00%)

- 원리금보장형 투자 중심의 문제도 있으나, 실적배당 투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사항임13)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수익률(’16~’18년 3년 평균 1.49%)은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국민연금의 

’16~’18년 3년 평균 3.68%)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13) 실적배당 추이를 보면 ’16년 -0.13%, ’17년 6.58%, ’18년 -3.82%, ’19년 6.38%, ’20년 10.67%로 변동성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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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표 8> 공사적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구분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0년 5.03 10.37  8.24 10.77

’12년 4.65  6.99  3.06  6.62

’14년 3.04  5.25  3.35  2.63

’16년 1.58  4.69  3.72  3.91

’18년 1.01 -0.92 -1.70 -2.45

단순평균 3.02  4.96  3.58  4.46

’16~’18년 

3년평균
1.49  3.68  3.02  3.55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4. 17) 자료: 성주호(2019)

○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실하지 못함

∙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이며,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을 

수령함(일시금 적립금 1천 6백만 원, 연금 적립금 1억 9천만 원)

∙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연금화 전환이 미흡할 경우 성숙기에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의문시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충실히 가입(가입기간 30년)하는 것을 가정한 합산소득대체율은 21.2%로 

추정되나, 실업, 조기퇴직 등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14)

<표 9>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별 수령 현황

(단위: 좌, 억 원, %)

<그림 10>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내용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전체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0.16 0.24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4. 17)

  주: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임

자료: 류건식(2013a)

○ 퇴직금제도와 유사하게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도 의무적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수급권보호가 어려울 수 있고(류건식 2013b), DC형 및 IRP에 대한 예금자보호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있음

14) 각국의 사적연금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2014), p. 19, p. 56과 류건식･김동겸(2015)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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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DB형 퇴직연금의 최소 사외적립비율은 2012년에 6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100%로 설정하고 있으나15) 현실적으로 사외적립비율을 모두 충족하는 비율은 많지 않음

∙ DC형 및 IRP에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은 가입자별로 합산하여 5,000만 원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제도16)가 적용되고 있으나,17) 생애기간 동안 축적된 노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원칙이 모호하고 세제혜택이 부족하며, 연금세제에 대한 인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금화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연금보험료와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제적용 원칙이 달라 혼선이 있고,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감소시킴

- 2014년 이후 연금세제 원칙이 납부보험료에는 세액공제 방식이, 연금소득에는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

됨에 따라 연금세제 적용 원칙에 혼선이 존재함(선진국의 연금세제는 대부분 소득공제임)

- OECD 주요국의 보험료(납부액) 대비 지원수준은 전체 기준 26%로 추정되나,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각각 17%와 14%로 OECD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편임18)

∙ 저소득층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리한 세제구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금저축 가입률은 감소함(강성호 2017b)

-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 12%(이하이면 15% 적용)가 적용되어 

실효세율19)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오히려 낮아짐 

(2013년→2014년, 2천만 원 이하 31.8% 감소)

-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아 가입유인이 떨어짐

∙ 사적연금이 성숙되지 못하여 연금소득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금세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금에 대한 높은 공제율은 연금화 유인을 약하게 함

- 추정된 퇴직소득공제율 50.3%를 고려하여 연금과 일시금의 유효세율을 추정한 결과 일시금은 4.4%, 

연금은 1.2%로 추정됨20)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로 경감(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초과 시 40%를 

경감, 2020년 이후)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퇴직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정책이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연금수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16) 예금자보호의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에 따름

17) 예금자보호법 제32조 ②항,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항과 관련있음

18) 보험료 대비 세제혜택 비율이며, OECD 12개국의 23개 퇴직연금 유형에 적용된 세제혜택의 비율을 단순평균함(OECD 2016, 

p. 63;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

19) 2020년 전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5.9%임

20) 적립금 대비 유효세율은 일시금에 비해 연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적립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으로 수령하

더라도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됨(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