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 -

Ⅲ. 외국 연금시장과의 비교

□ 민영 연금보험시장의 발달은 사회보장(공적연금), 세제와 같은 법규에 의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의존도가 낮을수록 민영연금시장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독일, 프랑스)를 제외하고,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우리보다 성숙된 생명보험시장을 갖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의 연금(퇴직

연금 포함) 비중 및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퇴직자산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연령에 임박함에 따라 축적된 자산으로 개인연금

을 구입하기 때문임

□ 영국은 전체 수입보험료 중 연금이 64.9%를 차지하는데, 이 중 개인연금

은 28.8%, 퇴직연금이 36.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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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국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수입보험료 기준)

       자료 : 영국보험회사협회(http://www.abi.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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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연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퇴직연금보험이 발전하여 성숙단계

에 진입하였기 때문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서도 퇴

직시점에서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에 연금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6)

□ 미국은 연금보험 비중이 1975년 17.4%에 불과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증가

하여 2006년에는 51.0%까지 높아졌음

　 영국과 달리 미국은 개인연금(31.5%)의 비중이 퇴직연금(19.5%)보다 높

음

　 퇴직자산7) 중 매년 약 3천억 달러가 개인퇴직계좌(IRAs) 및 연금 구입

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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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국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수입보험료 기준) 

      자료 : 미국생명보험회사협회(http://www.acli.com)

6) 2005년 판매된 개인연금 중 의무연금(annuity pension)이 93%에 달하며 자발적으로 

구입한 연금(individual annuity)은 7%에 불과함

7) 축적된 퇴직자산 규모는 2005년 130조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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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시 소비자의 수요가 사망보장 상품에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생

존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음

　 연금보험 비중은 2002년 31.9%에서 2006년 40.1%로 크게 높아졌음

　 65세 이상 인구가 1990년 1천 5백만명에서 2007년에는 2천 7백만명으로 

증가하고, 동 기간 중 출산율이 1.54명에서 1.34명으로 하락함에 따라 

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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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본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수입보험료 기준)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

□ 우리나라의 FY2007 개인연금 비중을 외국(2006)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29.3%)는 영국(64.9%) 및 미국(51.0%)보다 각각 35%p, 20%p 

정도 낮으며, 일본(40.6%)보다도 10%p 정도 낮음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보험이 종국적으로는 퇴직연금으로 모두 전환된다

고 가정하고 이를 개인연금과 합산한 비중(37.3%)으로 비교하더라도 미

국, 영국보다 10%~20%p 정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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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각국의 연금보험 비중 비교(수입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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