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특징

 가.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로 분류되며, 공

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

직역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 부조의 형태로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해온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사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

도, 그리고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표Ⅲ-1>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분 일반소득계층 저소득층

대상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사학

교원․군인
저소득층 빈곤선이하계층

추가보장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1차안전망 1층 국민연금

기초안전망 0층 -

경로연금

-
기초생활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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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체계는 공적연금제도를 1차

안전망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있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층이하의 계층에게

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13)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

도 및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3층으로는 개인연금가입을 통하여 추가적인 소

득보장이 가능토록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OECD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의하면 연금제도

가 법적으로 강제화 될 경우 그것이 국가가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상관

없이 법정제도(mandatory tiers)로 분류하면서 법정제도를 두개의 층으로 나

누고 있으며, 하나는 소득재분배(redistributive)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

(insurance)부분으로 각 1층 보장과 2층 보장을 형성하게 된다. 공적연금의 소

득재분배부분은 절대액의 기초소득보장을, 보험부분은 적정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다.

임의제도(voluntary provision)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연금제도를 총칭

하는데 여기에는 법정 강제제도와 임의제도라는 큰 체계 내에서 각 연금제도

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고 운영형태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OECD의 연

금제도 분류체계는 <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강제연금제도로서 1층

보장(소득재분배부분, A)과 2층 보장(소득비례부분, B)을 포함하는 확정급여형

(DB)형의 공적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을 대신하는 퇴직연금제도 역시 법정 강제제도(법정퇴직금제도하의 임

의가입형태)이고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2층 보장

의 소득비례 사적연금(C)에 해당될 수 있다.

13) 2004년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3만원～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인가족의 경우 월 10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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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OECD기준 노후소득보장체계

강제․임의여부 보장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임의(Voluntary)연금제도 3층 보장 개인연금 (개인) D

법정 강제(Mandatory)연금제도

2층 보장

소득비례

퇴직연금 (기업)

DB, DC
C

국민연금 (국가)

DB
B

1층 보장

소득재분배

국민연금 (국가)

DB
A

자료 : 방하남,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국

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2008.11

즉,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연금형태로 전환한 것인 만큼

기업의 임의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사적 퇴직연금과는 달리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의 본래목적도 퇴직자에 대

한 소득보장에 있었던 만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가 향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기존 퇴직금제도는 그간 퇴직 시마다 지급되는 일시금제도 운

영되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이 거의 전무하였는데 이번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층 보장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임의제도로서 3층보장의 사적연금(D)으

로 분류되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 특징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국민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

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수급구조 불균형이라는 내

재적 요인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대표되는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재정불안정 및 세대 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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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재정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

나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되어 오다 2007년 7월에 와서야 비로소

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골격을

그대로 둔 채 급여 및 보험료수준의 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수적(parametric)개혁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표Ⅲ-3>참조).

<표Ⅲ-3> 국민연금법 내용 및 특징

주요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평균소득월액의 9% 좌 동

소득대체율

40년가입기준평균소득대체율1):

1988~97년 : 70%

1998~2007년: 60%

2008년: 50%

2009~28년: 매1년마다 0.5%p 인하

2028년 이후: 40%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내실화

방안

감액노령연금

10~20년 미만 가입자

2.5% 추가감액율 적용

47.5%(’10년)~92.5%(’19년)

추가감액율 폐지

50%(10년)~95%(19년)

조기노령연금

- 정상수급 개시연령 5년전

(현 55세)부터 신청 가능

- 조기수급 1년당 연금급여

5%p 씩 감액

조기수급 1년당 감액률 상향조

정 (5%p→6%p)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재근로

인센티브

소득활동 종사시 연금지급정

지 60세 이후 조기노령연금 적용

소득활동 종사시 지급정지

60세 이후 재직자노령연금 적용,

재가입기간만큼 지급률 인상

(재가입기간 1년당 6% 가산)

연기금제도 없 음

- 정상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가 수급개시 시점을 연기할 경

우 중액급여 지급

- 가산율: 매 1개월당 0.5%p

(1년당 6%p)

군복무 크레딧 없 음
병역의무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

간 중 6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

출산 크레딧 없 음
둘째자녀 이상 출산시 추가가

입기간 인정(최장50개월)

사각지대

해소방안

기초노령연금

제 도입
없 음

65세 이상 노인의 60%→70%에

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10%(’28)지급

주 : 1) 중위소득자의 재평가된 평생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 년도 연금월액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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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정안정화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40

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

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방안으로 병역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기회를 증

대시키기 위한 출산 크레딧 제도,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연령에 따른 지

급률 하향조정 및 감액 폭 확대를 통해 조기은퇴 유인을 줄이고, 중복급여 조

정제도의 개선, 급여압류제한 설정, 분할연금 수급권자 재혼 시 분할연금 계

속지급,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등의 제도합리화를 위한 개정도 포

함하고 있다.

<표Ⅲ-4> 퇴직연금제 유형 및 특징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개념

- 노사가 사전에 급여수준․내용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지급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지급

사외적립

-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수준을 규정

․ 책임준비금의 60%이상 적립

- 근로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적립금

운용
- 사용자가 운용지시

- 근로자가 운용지시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제시

급여수준

(연금산

정보수)

- 퇴직금과 동일(일시금기준)

* 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에 정하는 바

에따라 분할지급

- 근속연수 × (3개월) 평균임금

- 미정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름)

중도인출 - 성격상 인정 안됨 - 일정한 경우 인정(대통령령 규정)

이직시

이전
- 개인퇴직계좌로 이전가능

- 이직한 회사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가능

근로자

개별계좌

- 없음 (사업장별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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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형태의 변화와 높은 이직률 및 연봉제의 확산 등과 같이 노동시

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퇴직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퇴직보험시장이 확대되지 못하여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노후

복지차원에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에 이르렀다. 즉 퇴직금제도 중 사외적립 형태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사내유보 퇴직금

제도에 비해 기금의 적립과 운용, 연금수급권, 급여지급형태, 연금 이관성 등

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

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

는 <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임의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수탁기

관 간 1대 1 계약형태를 띠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로 운용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Ⅲ-5> 개인연금제 유형 및 특징

구 분 구 개인연금제도 신 개인연금제도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취급기관
-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농․수협 단위조합
(생명공제)

- 보험회사, 은행(신탁), 투신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 및
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소득
공제

범위 - 연간 납입금액의 40% - 연간 납입금액의 100%

한도 - 72만원 - 240만원

이자소득세 - 비과세 - 연금소득세(5%) 부과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 이자소득세 부과 - 기타소득세(20%) 부과

5년 이내
중도해지시

- 소득공제 추징
해지시까지 납입금액의 4%
(연간 72천원 한도)

- 해지가산세 부과
해지시까지 납입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의 5%

저축
기간

적립기간 - 10년 이상 만55세 이후 - 좌 동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만료후 5년이상 - 좌 동

저축금액 - 월 100만원 또는 분기300만원 - 좌 동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기타 - 2000. 12월말까지 가입 - 2001. 1.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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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는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 개인연금)이란 개인

연금을 도입한 후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를 도입․운용해 오고 있다(<표Ⅲ-5>참조).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상 차이점은 구 개인연금이 TEE방

식이었다면 신 개인연금은 EET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구개인연금은 연금납입

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하고(소득공제 일부허용) 연금수급 시에 이자 소득

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신 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240만원 한도 내에

서 비과세하고 연금수급 시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신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세율

10%의 두 배인 기타소득세율 20%가 원천 징수되고 종합과세 된다. 따라서 세

제혜택이 개인연금 가입의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중도해지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용과 문제점
가.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구조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

도적 측면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도의 형평성(equity), 제

도의 적정성(adequacy)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측면에서 볼 때 <표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제

2차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로 인해 연금재정의 불완전성이 상당 정도 개

선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발생시점을 기존의 2025년경

에서 개정 후에는 2035년경으로 약 10년 늦춰질 전망이며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기금고갈시점은 2045년경에서 2060년경으로 약 15년 정

도 연기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처럼 법 개정은 급여수준의 인하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개선하였으며, 동시에 급여-보험료 부담상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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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도 상당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0년 가입기준 평

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20% 인하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제도시행 초기에 단행

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표Ⅲ-6>참조).

총수입 총지출 수지 적립금 필요보험료율(%)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2005
30.2

(3.5)

30.2

(3.5)

3.2

(0.4)

3.2

(0.4)

27.0

(3.1)

27.0

(3,1)

173.0

(20.1)

173.0

(20.1)
9.0 9.0

2010
50.7

(4.0)

50.7

(4.0)

8.1

(0.6)

7.6

(0.6)

42.6

(3.3)

43.1

(3.4)

353.7

(27.7)

357.3

(27.9)
9.0 9.0

2015
79.9

(4.3)

80.4

(4.3)

17.6

(1.0)

15.5

(0.8)

62.3

(3.4)

64.9

(3.5)

625.3

(33.8)

638.4

(34.5)
9.0 9.0

2020
117.1

(4.5)

119.1

(4.6)

39.3

(1.5)

30.5

(1.2)

77.8

(3.0)

88.6

(3.4)

988.8

(37.8)

1,031.9

(39.4)
9.0 9.0

2025
160.6

(4.5)

167.8

(4.7)

78.7

(2.2)

57.9

(1.6)

82.0

(2.3)

109.9

(3.1)

1,397.6

(39.2)

1,535.0

(43.1)
9.0 9.0

2030
206.2

(4.4)

225.5

(4.8)

143.2

(3.1)

101.3

(2.2)

63.0

(1.3)

124.2

(2.7)

1,761.8

(37.7)

2,124.1

(45.5)
9.0 9.0

2035
242.1

(4.1)

285.7

(4.8)

236.4

(4.0)

163.5

(2.7)

5.7

(0.1)

122.2

(2.1)

1,924.1

(32.3)

2,748.8

(46.2)
9.0 9.0

2040
259.9

(3.5)

348.3

(4.7)

376.9

(5.0)

258.1

(3.5)

-116.9

(-1.6)

90.2

(1.2)

1,619.6

(21.7)

3,298.9

(44.1)
9.0 9.0

2045
237.3

(2.6)

403.0

(4.3)

553.8

(6.0)

377.3

(4.1)

-316.5

(-3.4)

25.6

(0.3)

478.4

(5.1)

3,613.3

(38.9)
9.0 9.0

2050
234.4

(2.0)

443.6

(3.8)

772.8

(6.7)

524.9

(4.5)

-538.4

(-4.7)

-81.2

(-0.7)
-

3,488.9

(30.2)
29.7 9.0

2055
284.4

(2.0)

454.1

(3.2)

992.2

(6.9)

672.5

(4.7)

-707.8

(-4.9)

-218.4

(-1.5)
-

2,781.5

(19.4)
31.4 9.0

2060
346.4

(1.9)

424.5

(2.4)

1,295.8

(7.3)

876.6

(4.9)

-949.5

(-5.3)

-452.1

(-2.5)
-

1,131.2

(6.3)
33.7 9.0

2065
425.5

(1.9)

425.5

(1.9)

1,671.4

(7.5)

1,128.5

(5.1)

-1,246.0

(-5.6)

-703.0

(-3.2)
- - 35.4 23.9

2070
525.1

(1.9)

525.1

(1.9)

2,101.1

(7.6)

1,415.3

(5.1)

-1,576.0

(-5.7)

-890.2

(-3.2)
- 36.0 24.3

<표Ⅲ-6> 국민연금 개정 전․후의 재정전망 (KDI추계)

                                                  (단위: 조원, %)

주 : ( ) 안은 GDP 대비 비율임.
자료 : 윤석명,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건사회연

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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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안정화 조치는 기존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확립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급여지출이 크게 하락(2070년 기준

GDP대비 2.5%)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보험료수준간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 보험료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경에 가서

는 기금고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순

수 부과방식(PAYG)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제도의 성숙화와 인

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차후세대 근로계층의 보험료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자 1인당 보험료율은

현재의 9%수준에서 2065년 23.9%, 2070%에는 24.3%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 차후세대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비해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취약

적정성이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

가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소득대체수준의 적정성은 1층의

국민연금제도뿐 아니라 기업차원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차원의 민간연금 또는

노후대비저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적정노후소득의 대체수준은

각 가입자의 가족구성 형태나 건강상태, 또는 타 소득원의 존재여부 등에 따

라 다르게 계산될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감소정도는 기존 가

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55세의 경우에는 매우 미미한 반면 후세대로 갈

수록 그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 특히 25세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전 소득계층

에서 개정 전에 비해 약 30%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

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중위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인 평균근로자 기준소

득의 1/2에 해당하는 근로계층(0.5Y)의 경우 법개정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소

득대체율은 40%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사회보험의 기능

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평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개정 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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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대체율이 전 가입기간동안 근로를 할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30%를 약간 상

회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며, 특히 평균근로자 기준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근

로계층(2Y)이 경우에는 소득대체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17%대로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Ⅲ-7>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 소득수준별 급여수준 변화

(단위: 천원, 배, %)

평균근로자 1/3

(1/3Y)

평균근로자 1/2

(0.5Y)

평균근로자

(Y)

평균근로자 2배

(2Y)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연금급여액 2,711 1,926 3,250 2,309 4,868 3,458 5,784 4,109

평생평균소득 3,595 3,595 5,393 5,393 10,786 10,786 23,532 23,532

소득대체율 75.40 53.37 60.27 42.81 45.13 32.06 24.58 17.46

수익비 2.73 1.94 2.18 1.55 1.64 1.16 1.51 1.08

(개정후/개정전) (71.1) (71.1) (70.7) (71.5)

내부수익율 6.98 5.75 6.18 4.93 5.12 3.85 4.77 3.55

주 : 2008년 당시 25세 남성 독신근로자 기준임

자료 :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표Ⅲ-8>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입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민연

금법개정 이전에는 고소득 계층(2Y)의 소득대체율이 33.8%이었으나 국민연금

법 개정이후에는 22.5%로 대폭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

계층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취약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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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소득수준
2)

가입기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개정전

0.25 75.0 93.8 100.0 100.0 100.0

0.5 45.0 56.3 67.5 78.8 90.0

1 30.0 37.5 45.0 52.5 60.0

2 22.5 28.1 33.8 39.4 45.0

3 20.0 25.0 30.0 35.0 40.0

개정후3)

0.25 50.5 62.5 75.0 87.5 100.0

0.5 30.0 37.5 45.0 52.5 60.0

1 20.0 25.0 30.0 35.0 40.0

2 15.0 18.8 22.5 26.3 30.0

3 13.3 16.7 20.0 23.3 26.7

<표Ⅲ-8> 개정이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

주 : 1)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보수를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

자의 월 평균보수를 B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의 1년 기본 연

금액은 개정 전은 1.8(A+B)(1+0.05y)이며, 개정 후는 1.2(A+B)(1+0.05y)임

(y는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연수).

2)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월 평균보수/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3) 2007년 7월 23일 공포. 조정기간을 거쳐 2028년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4) 음영으로 표시된 부문은 OCED 강제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에 미달하는 대상

자료 :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처럼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한 급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추

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

이 예상지만 평균근로소득이상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

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상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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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층 노후보장체계의 연계성 미흡

세계은행에서는 2000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념이 정립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근로계층 간․피용자와 자영업자 간의 기

여율과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인 차이가 크다

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간의 연계가 거의 전무하여 공적연금의 보편적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로의 노사공동기여율인 17.3%는 적지 않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퇴직 후 노후소득원으

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비용 대비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즉,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

체율과 민간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한 연금제도가 설계되어 있

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제도와 민간제도 간의 연계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라. 사적연금 역할 및 기능의 한계

1) 퇴직연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2008년 11월 기준으로 볼 때(<그림Ⅲ-1>

참조), 5조 4,4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자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94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으로는 높은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비중은 은행(2조 6,370억) 48.4%, 생보(1조 8,845억)

34.6%, 증권(5,759억) 10.6%, 손보(3,489억)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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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퇴직연금제도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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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3년 종합평가 및 과제, KIRI Weekly,
2009.2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표Ⅲ-9>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소기업 중심으로 체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9.1%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68.7%가 DB형을, 중기업의 50.8%가 DC형을, 소기업의

50.4%가 IRA 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사규모별 퇴직연금 체결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소기업중심의 계약체

결과 IRA기업형 중심의 계약체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Ⅲ-9> 회사규모별 계약체결실태

(단위: 건수, %)

사업장 규모 DB DC IRA 기업형 합계

소기업 (20인 이하) 6,109 (16.3) 12,465 (33.3) 18,840 (50.4) 37,414

중기업 (20 ~ 300인) 4,620 (49.2) 4,764 (50.8) - 9,384

대기업 (300인 이상) 340 (68.7) 155 (31.3) - 495

합계 11,609 (23.4) 17,834 (36.8) 18,840 (39.8) 47,293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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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권역별 적립금 운용실태를 보면 원리금보장형은 보험, 은행, 증권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은 2006년 12월 이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표

Ⅲ-10>참조).

<표Ⅲ-10>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실태

(단위: 억)

구 분 2005.12 2006.12 2007.12 2008.11

원리금보장형

은행 25 1,975 7,671 21,244

보험 46 3,549 11,024 21,111

증권 1 120 585 1,719

원리금보장형 합계 72 (44.2%) 5,644(74.6%) 19,280(70.0%) 44,073 (80.9%)

실적배당형

은행 4 336 1,962 3,262

보험 1 61 1,162 1,079

증권 5 392 1,442 2,639

실적배당형 합계 10 (6.4%) 789 (10.4%) 4,566 (16.6%) 6,980 (12.8%)

기타

은행 70 550 1,539 1,865

보험 - 481 1,579 144

증권 10 103 587 1,401

기타 합계 80 (49.4%) 1,134 (15.0%) 3,705 (13.4%) 3,410 (6.3%)

총합 162 7,567 27,551 54,463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이상과 같은 퇴직연금 운용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외형적으로는 퇴직연금제

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엄격한 자산운용규

제, 계약형 지배구조의 한계, 수급권 보호장치의 미흡, 연금전환대책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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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운용규제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량한 관리자의무에 입각한

질적 규제(자율규제)보다 연금운용의 안전성제고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Ⅲ-11>참조).

이러한 양적규제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고 투자

수익률의 저하 등을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퇴직연금적립규제를 완화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였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근로자의 투자지식

부족 등을 고려하여 주식, 부동산,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엄격하게 투자

를 금지하고 있다.

국 가 주 식 부동산 채 권 펀 드 대 출

한국

DB 30% 50%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50%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 : 투자금지

혼합형 : 투자금지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미국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DB는 기업주 투자 10% 이내)

호주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기업주 자산 5% 이내)

덴마크 40% 40% 제한없음 40% 제한없음

캐나다 30% 25% 제한없음 30% 제한없음

독일

상장 : 30%

비상장 :

10%

25% 50% 50% 50%

일본 법령상 제한없음

<표Ⅲ-11>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

자료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보험연구원, 2008

이에 반해 영국, 미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는 충실의무, 주의의무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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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prudent men rule)에 입각한 질적규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독일 등

대륙국가의 경우는 연금운용의 안전성제고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국가의 경우 대체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양적규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질적규제를 시행하고 있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② 지배구조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투자지식 부족, 신탁제도

의 미발달,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제도 모두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Ⅲ-2>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한국)

기업주 금융회사

근로자

기여금 갹출 (전액 사용자 부담)

퇴직연금 계약 체결

연금(일시금) 지급

연금제도 관리

+ 기금운용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기업주 금융회사

근로자

기여금 갹출 (전액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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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그러나 이러한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하여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자칫 금융회사와 사용자 간

의 금전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고 근로자와의 이익상충을 일의킬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노사 간의 신

뢰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기금형 보다 금융시장 발달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모든 앵글로 색슨계 국가

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벨기에, 이

태리, 스위스, 멕시코 등은 회사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도설계

및 기금운용에 참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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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제도운용, 기금운용, 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외부감사 등이

별도로 전문화된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림Ⅲ-3>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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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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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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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선언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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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특히 영국에서는 모든 금융업의 겸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기업은 최적의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이는 결국 다양한

퇴직연금 참여기관들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수급권보호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지

급보증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금 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

도(1998년 도입) 등과 같은 협의의 지급보장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Ⅲ-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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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2>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퇴직금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근퇴법 제 11조 임금채권보장법 8조

보상법위 최근 3년분에 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적용대상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연금제도 적용

특징 사업주 재산이 있을시 지급 연금지급급부공사 일부 역할

영향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방지 → 근로자 수급권 미흡

자료 : 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2008.11에 의거 작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이외에 임금채권보장제도

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종 3

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불하여 연금지급 보증과 관련된 기능을 일부 담당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협의의 수급권 보장장치는 마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Ⅲ-13> 선진국의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비교

정부기관 민영기관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운영방식 Take-over (예외: 캐나다) Buy-out (예외: 스위스)

지급보장의 안정성
국가기관 직접보장으로 안정성

우위

민영보험으로 해결

(단,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

비효율성
자산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

비교적 단순한 운영으로

비용우위

운용의 독립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독립성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

원칙적으로 독립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관련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결정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과제, KDI 연구용역보고서,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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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의 수급권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할 지라도,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근로자에게 완전한 수급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에 의한 수급권 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도산 시, 연금지

급보증제도 도입에 의해 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처럼 퇴직연금의 가입을 임의가입방식형태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

부에서 인수(Take-Out)하는 방식으로, 독일, 스웨덴 등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대체하는 국가에서는 민간 기구에서 판매(Buy-Out)하는 방식으로 연

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④ 연금전환대책측면에서 볼 때 <표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금세제 혜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제도 존재, 중간정산제도의 제한적 허용, 과

감한 중도인출제의 허용, 개인퇴직계좌의 기능 미약 등은 퇴직연금 전환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Ⅲ-14> 퇴직연금 전환제도의 특징 (한국)

구 분 세 부 내 용

연금세제

퇴직급여 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한도

(현재 35% → 2009년 이후 30%)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 기존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45%

중간정산제 허용

중도인출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등에도 중도인출 허용

퇴직금 일시금수령 아무런 제약 없음

법정퇴직금제 높은 만족도 유지 (설문조사의 약 56%)

개인퇴직계좌 (IRA) 기능 미흡 (근로자에 국한)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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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호주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의 부여로 퇴직연금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도록 법

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표Ⅲ-15>참조).

<표Ⅲ-15> 퇴직연금 전환제도의 특징 (선진국)

구 분 세 부 내 용

연금세제
호주: 퇴직연금 기여액에 대해 최저세율(15%) 적용

미국: 2007년 기준 1만 5,500달러까지 세제혜택

중간정산제 폐지

중도인출제

일본: 중도인출 불가

미국: 사망, 상해퇴직 등 예외적으로 인정

(임의 중도 인출시 10% 패널티세 부과)

퇴직금 일시금수령 대부분 퇴직일시금 수령을 제한

법정퇴직금제 미존재

개인퇴직계좌 (IRA) 전국민, 자영업자까지 확대 (개인연금의 기능 담당)

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2008.6

2) 개인연금

우리나라는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되었다.

2001년부터 판매된 신개인연금은 2006년 말 현재 4조 5,214억 원의 자산을 축

적하였으며 자산성장률은 2006년 69%로 높은 수준이나 자산성장률은 점점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개인연금의 자산성장률은 2002년 149.1%,

2003년 89.2%, 2004년 73.4%, 2005년 67.8%, 2006년 69.2%로 나타나 하향 추

이를 보이고 있다(<표Ⅲ-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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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인연금 신개인연금

자산 성장률 자산 성장률

2001 189,263 1,948

2002 209,727 10.8 4,852 149.1

2003 230,994 10.1 9,179 89.2

2004 245,119 6.1 15,919 73.4

2005 253,150 3.3 26,719 67.8

2006 259,955 2.7 45,214 69.2

<표Ⅲ-16> 개인연금 자산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억원, %)

 

주 : 은행은 말잔,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증권은 설정잔액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 생명보험); 자산운용협회(증권)

특히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 납입금 및 증감률 추이를 보면(<표Ⅲ

-16>참조), 개인연금은 200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 개인

연금은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신 개인연금 유지율면에서는 2006년까지 유지율(신 개인연금 유지율 =

2006년 말 보유계약건수/2001～2006년 신계약건수합계)은 95%이상으로 상대

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처럼 유지율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가입 후 5년 이

내 해지할 때의 소득공제추징과 납입금액의 5%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는 불이

익 부여, 연금세제의 변화(TEE과세방식에서 EET방식으로의 전환)로 연금가입

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구개인연금 유지율은 28.6%에 불과, 은행, 손

해보험, 투신운용 등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연금보

험 신계약대비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비중은 1/4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기능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신개인

연금의 2006년 신계약건수 90,211(25.5%)건, 세제비적 연금보험의 2006년 신계

약건수 263,574건으로 비중 면에서는 매년 연금보험 신계약의 3/4이상을 세

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금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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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보다 세제 비적격 연금의

판매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개인연금 신개인연금

납입금 성장률 납입금 성장률

2001 1,852,510 94,496

2002 2,444,224 31.9 192,085 103.3

2003 2,229,307 -8.8 299,528 55.9

2004 2,127,406 -4.6 486,861 62.5

2005 1,752,787 -17.6 891,515 83.1

2006 1,519,039 -13.3 1,586,805 78.0

<표Ⅲ-17> 개인연금 납입금 및 성장률(은행 및 생명보험사)

(백만원, %)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 생명보험); 자산운용협회(증권)

이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차원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

장 강화 차원에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제도의 기능제고 방안마련이 더욱 요

구되고 있다. 개인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노

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은 25% 이상( 2007년기준 미국 36%, 일본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려는 계층에게는 신 개

인연금의 연금납입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의 유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

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세제 비적

격 개인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있을 수 있으나, 한 개의 연금만을 고르게 되면

상속에도 이용가능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고소득계층보다 오히려 저

소득계층이 더욱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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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입유인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 등의 경우 개인연

금 세제혜택이 전혀 없어 장기적으로 개인연금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판매채널에 대한 판매보수가 세제적격

보다 세제비적격 상품이 더 높아서 금융기관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판매 유인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책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

을 정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

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겨우 정착되기 시작한 각종 공적연

금제도를 장기적으로 보다 건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성숙된 제도로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퇴직연금이나 개

인연금 등 사적연금시장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사회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으며 지

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구

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가능성 상의 문제뿐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 문제, 세대

간․계층 간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7

월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노동자의 조기은퇴문제도 새로이 부각될 것이며, 아울러 노후소득보

장체계의 구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방안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

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의 급여인하조치는 국가차원 노후소득보장기능의 축소

를 의미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된데 이

어 지난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명목상의 다층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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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적연금시장의 기능은 제대로 활성화 되

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는 세제혜택 등 가입유인의 부족, 수급권보호 및 건전

성 규제의 미비성, 제도이동권의 보장미흡 등 다양한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적연금시장을 조속히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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