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보장 구성내용 형태

4층 개인연금
임의가입

민간운영

3층 퇴직연금

강제적용

법정퇴직금제 폐지, 퇴직연금제 적용

목표소득대체율: 20%

2층 소득비례국민연금

강제적용, 국가운영

완전적립, 확정급여

목표소득대체율: 20%

1층 기초국민연금

강제적용, 국가운영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

목표소득대체율: 20%

Ⅳ. OECD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특징 비교
1.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

가. OECD

OECD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하여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적연금체계 유지를 위한 국민의 높은 보험료 부담, 높은

보험료로 인한 다음 세대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 동일세대간 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등을 지적하였다.

<표Ⅳ-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OECD 제시안

즉 OECD는 <표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즉 소득재분배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국민

연금의 급여부분을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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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퇴직금제

도를 폐지하고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

직연금제 운영을 권고하였다.

나. World Bank

World Bank는 고령사회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에 지나치

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다층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는 <표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다한 공적연금의 비중

을 줄이고 민간기업 단위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정부

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14) 즉 부

과방식 공적연금의 축소와 적립방식의 퇴직연금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층보

장체계를 유지하되, 국가별 특성(경제수준 및 금융시장 발달 정도)을 반영한

다층보장체계 구축 및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0층의 공적

부조제도 설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5)

구체적으로는 0층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방식의 기초연

금을 설정하고 재정은 조세방식으로 하되 소득조사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제

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층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 대체를 목표로 본

인의 보험료 기여에 기초하되,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

기여형 방식의 1층 공적연금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2층에서는 개인계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강제 적용의 공적연금제도를 제안하였다. 3층에서는 임의가입방식의 퇴직 또

14) 일부에서는 World Bank의 연금 개혁모형이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이며, 기존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

을 제기하고 있다.

15)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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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연금제도로 부분적립하거나 완전 적립식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

형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4층에서는 비공식 적인 사적지원이나 기타 공식

적인 사회보장제도(의료혜택 등)를 통한 추가적인 임의보장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표Ⅳ-2> World Bank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2005)

층

대 상 분 류 기 준

빈곤층
비공식

제도

공식

제도
내 용

강제

여부
재원

0 √ 기초연금: 공적부조방식으로 운영

전국민

또는

자격자

정부예산

일반재정

1 √
공적연금제도: 공적부문에서 운영

(DB 또는 NDC)
강제

보험료,

일부적립금

2 √
퇴직 또는 개인연금

(완전적립방식 DB 또는 DC)
강제 금융자산

3 √ √ 퇴직 또는 개인연금 임의 금융자산

4 √ √
비공식적 사회지원 또는

공식적 사회보장제도
임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

자료 : The World Bank,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ry, 2005

다. 국제노동기구(ILO)

ILO는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다층의 공사연금체계를 두 가지 형태

로 제안하고 있다. ILO는 <표Ⅳ-3>에서 보는 것첨 4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를 권고하고 있으나 1층 보장이 사회안전망 성격의 최저소득보장제도에 이어

연금만을 상정할 경우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제 ILO에서 설정하고 있는 1층 보장은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0층 보장체

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LO의 첫 번째 권고안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최

소소득보장(Minimum Anti-poverty Pension), 적정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

하는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PAYG Defined Benefit Pension), 공적연금제

도의 역할을 보완하는 강제확정갹출형 퇴직연금제도(Mandatory Occup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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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최저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자산조사

최소소득보장 연금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재원조달

2층: 기초보장제도

(정부운용, 강제적용, 확정급여)

또

는

2층: 기초보장제도

(정부운용, 강제적용, 명목확정갹출제도)

강제적용원칙의 공적부과방식

생애평균소득의 40~50%의

임금대체율 보장

확정급여방식

연금금여를 물가에 연동

강제적용원칙의 공적부과방식

명목확정갹출(NDC) 방식

기대여명을 연금급여에 연계

3층: 추가 소득비례연금

민간운용, 강제적용, 확정갹출)
강제적용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설정

적립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민간에 위탁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4층: 추가 소득 비례연금

(민간운용, 임의적용, 확정갹출)
자발적 가입원칙을 적용하되 기여액의 상한 철폐

적립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 운영 허용

민간에 위탁하되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

Pension), 임의 적용하는 개인연금제도(Private Individual Pension)의 4층 체

계이다.

<표Ⅳ-3> ILO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권고안(2000년)

자료 : Colin, Gillion(1997), ILO(2000), 윤석명(2001)에서 재인용

ILO가 제시한 두 번째 방식은 다른 사항은 첫 번째 대안과 동일하나 국가

가 운용하는 강제적용의 2층 연금을 명목 확정갹출(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명목확정갹출 방식은 근로기

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되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는 공적연금 재정의 불안정과 과다한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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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급여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인 요소

를 약화시키고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한 제도이다.

2.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운용 현황
가. 연금제도 형태

OECD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연금제도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OECD에 의하면 연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소득재분배기능(1층)과 보

험기능(2층)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요소는 연금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

하기 위해 고안된 부분이며, 보험요소는 근로기간 동안의 생활수준에 상응하

는 은퇴 이후의 목표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부분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임의 연금(voluntary pension)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하에서 제공자(정부 또는 민간),

급부결정방식(DB 또는 DC형) 등에 따라 추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표Ⅳ-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국가는 노후 빈곤문제 방지를 위해 1

층 또는 소득재분배제도로 불리우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되

며, 기초연금제도(basic pension scheme), 자산 조사제도(Resource-tested plan),

최저보증연금(Minimum pension) 등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기초연금제도로 급부가 과거 급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퇴자에게 동일하게 정액(flat rate) 급부를 지급하거나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제도로 13개 국가에서 기초연금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

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제외한 1층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형태는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산조사 제도는 부유한 은퇴자의 급부

를 감소시키고 빈곤계층에 속한 연금 수급자에게 더 높은 급부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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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급부액은 ① 소득만으로 ②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고려하여 결정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OECD 16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

의 경우는 공적사회부조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산조사 제도와 유사하지만 수급권의 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최

저보증연금제도는 특정수준 이하로 연금급부액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자산조사제도와는 달리 최저보증 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연

금소득만이 고려되며, 기타소득 및 자산은 고려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1층과 비교하여 2층에 해당하는 부분

은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금제도의 2층 부분에서는 절대적 생활수준

인 빈곤의 방지가 아닌 은퇴이전의 소득과 대비하여 은퇴자에게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OECD 16개 국가는 국가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기여년수 및 개

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는 DB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

스, 독일,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OECD 4개 국가는 기여액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급부를 차등 지급하는 점수제도(points scheme)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제

도는 근로자는 매 갹출연도마다 소득에 기초한 연금점수(pension points)를 획

득하고, 은퇴 후에는 이러한 연금점수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는 민간형태의 DB

형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정부

가 기여율, 최저수익률, 축적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금전환율

(annuity rate)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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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OECD 국가의 연금제도 형태

1층 2층

보편적 제도적용, 소득재분배 강제적용, 보험기능

공적 공적 사적

자산조사 기초연금 최저보증연금 유형 유형

호주 √ DC

오스트리아 √ DB

벨기에 √ √ DB

캐나다 √ √ DB

체코 √ √ √ DB

덴마크 √ √ DC

핀란드 √ DB

프랑스 √ √ DB+points

독일 √ points

그리스 √ √ DB

헝가리 DB DB

아이슬란드 √ √ DB

아일랜드 √ √
이탈리아 √ NDC

일본 √ DB

한국 √ DB

룩셈부르크 √ √ √ DB

멕시코 √ √ DC

네덜란드 √ DB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points DC

폴란드 √ NDC DC

포르투갈 √ DB

슬로바키아 √ points DC

스페인 √ DB

스웨덴 √ NDC DB+DC

스위스 √ √ DB DB

터키 √ DB

영국 √ √ √ DB

미국 √ DB

   주 : NDC(notional accounts): 명목 확정기여형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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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누적액 및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소득이 결정되는 DC형의 경우

국가별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는 고용주

의 관여 없이 근로자가 연금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호주는 고용주가

관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DB형 및 DC형 이외에도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은 명목 확정기여형(NDC: notional-accounts

scheeme)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기여

액이 근로자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되는 제도로 은퇴 이후 누적된 자산은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연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연금 가입율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

국의 경우 임의연금의 가입율이 전체근로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대체로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그림Ⅳ-1>참조).

<그림Ⅳ-1> OECD 주요국의 임의 사적연금 가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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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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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일랜드

미국

독일

캐나다

주 :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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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0% 미만의 근로자

가 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주요국의 임의 사적연

금(voluntary private pension)의 가입율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연기금자산 비율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연기금자산 비율이 2.9%에 불과하여 OECD 30

개국중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림Ⅳ-2>참조).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

위스 등은 연기금자산규모가 GDP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폴란드, 헝가리 등

은 GDP 대비 연기금자산규모가 10%내외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림Ⅳ-2>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200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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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헝가리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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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류건식,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운용전략, 2008 국제보험산업 심포
지엄,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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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터키 등은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이 1% 내외의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아이슬

란드는 GDP 대비 연기금 자산비율이 2007년 기준으로 121.2%에 이르고 있으

며 스위스는 119.1%, 네덜란드는 122.5%를 차지하여 연기금이 국민경제에 미

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연기금자산비율

이 핀란드는 68.7%, 호주는 90.9%, 영국은 79.1%, 미국은 78.4%로 나타나, 이

들 국가의 연기금 자산비율 역시 우리나라의 연기금 자산비율보다 높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라. 연금가입 강제성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따라 국가별로 가입을

강제하기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홍콩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퇴

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완전대체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국가 모두 연금개혁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

으며 확정기여형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이 국

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부분대체)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에 의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연기금이

대부분 산업별로 설치된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국민연금제

도를 이원화하여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운영

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소득비례연금은 법정퇴직연금으로 각 산

업별로 관리한다. 더욱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방식(pay-as-you-go)

으로 운영하므로 가입률이 100%일지라도 축적된 기금액은 미미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역할을 하

므로 임의 가입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매우 크

며,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발달은

미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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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강제가입
임의가입수준

상 중 하

오스트레일리아 1992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덴마크 1964/1985

핀란드 1956/1985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1998

아이슬란드 √
이탈리아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1997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2006

폴란드 1999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2005

스페인 √
스웨덴 2000

터키 √
영국 √
미국 √

<표Ⅳ-5> 퇴직연금 가입 강제성

 

주 : 2006년 8월 현재기준임.

자료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

Insurance Business Report, 2008

미국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차원의 최소한의 국민연금제도를 운영

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을 장려하

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은 기업주의 자발적 사항으로 유능한 직원을 채

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기능이 강조된다. 영국, 일본도 사회안전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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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최소한의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임의 가입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 가입시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하는 제도(적

용제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개인연금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는 퇴직연금이 임의제도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이 커서 가

입률이 낮고, 인센티브로서의 기능도 미미한 실정이다.

마. 연금 운용형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프랑스, 네덜란

드, 핀란드 및 스웨덴(최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은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한 스위스, 헝가리 등은

확정기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

연금의 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률로 인해 지급불능에 처한 동유럽(EECA)국가들도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임금,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불안정

한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최근에

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

으나 확정기여형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3.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구축목적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으며 적정노

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소득대체율을 도출하는 데에는 사

실상 각 나라마다 경제개발의 단계가 다르고 사회보장체계 및 문화가 달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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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LO는 30년 가입기준으로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40%～45%

에 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의 명목적 소득

대체율과는 별도로 경험상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사연금에 의한 적정수준의

총 노후소득대체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다. World Bank가 세계각국의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층 보장(공적연금)의 경우 약 30%, 2층

보장(퇴직연금)에서는 약 30%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여 공적연금과 퇴

직연금에 의한 총 소득대체율은 약 60%수준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Ⅳ-3>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 부족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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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실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자에 대한 총소득 대체율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그림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소득대체율은 31%(영국) ~

16) 노후소득부족분(retirement savings gap)은 각국의 강제연금의 소득대체율과

OECD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 간의 차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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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그리스)의 범위에 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총소득대체율 평균은

58.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Ⅳ-6> OECD국가의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0.5배)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2배)
평균소득층

영국 53.4 17 30.8

아일랜드 65 16.2 32.5

일본 47.8 27.2 34.4

멕시코 52.8 33.6 35.8

뉴질랜드 79.5 19.9 39.7

독일 39.9 30 39.9

벨기에 57.3 23.5 40.4

미국 55.2 32.1 41.2

호주 70.7 29.2 43.1

캐나다 75.4 22.2 43.9

체코 78.8 28.9 49.1

프랑스 63.8 44.7 51.2

포르투갈 70.4 52.7 54.1

슬로바키아 56.7 56.7 56.7

스위스 62.5 30.5 58.4

OECD 73.0 49.2 58.7

노르웨이 66.4 42.7 59.3

폴란드 61.2 61.2 61.2

스웨덴 79.1 66.3 62.1

핀란드 71.3 63.4 63.4

이탈리아 67.9 67.9 67.9

터키 72.5 72.5 72.5

덴마크 119.6 57.1 75.8

헝가리 76.9 76.9 76.9

아이슬란드 109.9 72.9 77.5

오스트리아 80.1 58.8 80.1

스페인 81.2 67.1 81.2

네덜란드 80.6 82.6 81.9

룩셈부르크 99.8 82.5 88.3

그리스 95.7 95.7 95.7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unti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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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어권 국가(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와 유럽

대륙국(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총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에 대

한 총소득대체율이 30.8%로 나타나, OECD 평균소득 대체율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사적연금을 통해 28%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전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국가 평균 소득대체율의 약 절반수준

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의 1/3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소득계층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이

53.4%, 평균소득층이 30.8%, 고소득층이 17.0%이다. 이에 반해 그리스는 영국

과 달리 저소득층, 고소득층, 평균소득층 모두 95.7%의 총 소득대체율을 보여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순소득대체율17)을 기준으

로 할 때 OECD평균은 저소득층이 83.2%, 고소득층이 65.5%, 평균소득층이

69.7%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득층의 순소득대체율은 아일랜드

38.5%, 일본 39.2% 등이 가장 낮고 영국 41.1%, 미국 52.4%, 호주 56.4%, 독

일 58.0%, 프랑스 63.1%, 스웨덴 64.0%, 이탈리아 77.9%, 스페인 84.5%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소득대체율은 세후를 기준으로 대체율을 산정하

기 때문에 총소득대체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OECD 주요 11개국의 공적연금제도하에서의 평균소득자의 총소득대체

율은 40.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연금을 통

해 OECD 평균 소득대체율 대비 부족분(노후소득부족분; 18.1%)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갹출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금개시연령(normal pension age)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65세이다.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20세로 가정함에 따

라, 각 국가별로 개인의 연금 가입기간은 40 ~ 47년으로 나타나게 된다(<표Ⅳ

-7>참조).

17) 순소득대체율은 세후의 은퇴전 총소득에 대한 대체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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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노후소득부족분 충당을 위한 보험요율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노후소득

부족분

연금

개시연령

연금

가입기간

누적

연금자산

연금

승수

요구

보험요율

호주 43.1% 15.6% 65 45 64.3 16.5 4.0%

벨기에 40.4% 18.3% 65 45 64.3 16.4 4.7%

캐나다 43.9% 14.8% 65 45 64.3 16.4 3.8%

체코 49.1% 9.6% 63 43 60.4 16.6 2.6%

프랑스 51.2% 7.5% 60 40 54.8 19.3 2.6%

독일 39.9% 18.8% 65 45 64.3 16.0 4.7%

아일

랜드
32.5% 26.2% 65 45 64.3 15.7 6.4%

일본 34.4% 24.3% 65 45 64.3 17.6 6.7%

뉴질

랜드
39.7% 19.0% 65 45 64.3 16.2 4.8%

영국 30.8% 27.9% 65 45 64.3 16.0 6.9%

미국 41.2% 17.5% 67 47 68.3 15.3 3.9%

주 : 1) 임금상승률은 2%, 투자수익율은 3.5%, 노동시장진입연령은 20세로 가정함

2)   
     

,  : 연금자산,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갹출기간

3) 요구보험요율 = (노후소득부족분/누적연금자산)×연금승수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표Ⅳ-7>에서 단위 갹출금에 대한 은퇴시점의 누적연금자산을 통해 가입기

간(contribution period)에 따라 누적 연금자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45년

동안 연금 불입 후 은퇴시 연금 누적 자산은 복리효과로 인하여 연간 갹출금

의 64.3배에 이르게 되는데, 연금개시연령 및 기대수명은 연금 지급기간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후 소득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적연금

가입 규모 산출을 위해 연금개시연령과 기대여명 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금지

급액의 현재가치를 연금승수(annuity factor)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

본의 경우 노후소득 부족비율이 가장 큰 영국보다는 4% 낮게 확인되고 있으

나, 평균 기대수명은 더 크기 때문에 영국에 비하여 연금승수가 더 크게 나타

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후소득부족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연령이 60세에 이르고, 기대수명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연금 승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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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나 65세 이상의 퇴직연령을 보유한 타 국가와 비교시 요구 보험

요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Ⅳ-4>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과 공적연금 총소득대체율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7

다음으로 OECD국가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사적연금의 가입률간의 관

계를 <그림Ⅳ-4>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사적연금의

가입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및 핀란드, 폴란드

의 경우는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의 평균이 OECD 평균(59%)을 상회하는

71%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권 국가(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및 벨기에, 체코,

독일, 일본의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평균 38%로 OECD 평균보다 낮

게 나타나는 반면,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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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특징18)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공사연금 역할 분담 모형,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은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역할 관계에 따라 ① 국민연금 완전대체형,

② 국민연금의 부분대체형, ③ 국민연금의 보완형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역할을 할 경우 사회보장제도로서

의 기능이 크고, 보완역할을 할 경우 유능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

브로서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완전대체, 국민연금의 부

분대체 형태를 띠고 있는 역할분담체계에서는 사적연금의 가입이 강제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의 보완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적

연금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공

사연금 역할분담체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경우 공적연금 중심형, 공적연금 대

체형, 공사연금조화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적연금 중심형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사적연금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적연금 대체형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이 대체하는 형태로,

그 방식에 따라 ①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 ② 소득비례부분의 부분대체

형, ③ 단체협약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분대체형 ④ 적용제외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은 호주, 홍콩 등과 같이 국민연금

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완전 대체하는 방식인데 반해, 소득비례부분의

부분대체형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일부분을 법정 퇴직연금 형태로 부

분 대체하는 방식으로 스위스,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단체협

약에 따른 부분대체형은 법적으로는 강제되지 않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

연금이 공적연금을 대행하는 형태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적용제외형은 일본, 영국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

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셋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형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사적연금의 가입이 세제혜택 등으로 자발적으로 유도

18) 여기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사연금 역할분담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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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형태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상과 같은 공사연금 역할 분담모형은 모형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담모형이 우수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특성 및 사회보장구조의 특성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공사연금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

만 최근 선진국의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체계를 볼 때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의 부담 등으로 보완형에서 대체형으로의 전환가속화, 보완형 자체속에서 사

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가 재구축되

고 있다.

1) 공적연금 중심형

공적연금 중심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낮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공적기초연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조사

를 통한 사회부조제도만을 운용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이 세대 내 소득재분

배 기능은 담당하지 않고, 공적소득 비례연금에 거의 전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대체율은 45년 가입기준 70% 수준으로 노후소

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에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퇴직이후에도 퇴직전

과 같은 생활수준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

계에서의 퇴직연금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연금제도가

정부보조로 운영되며 소득조사를 하는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으로 구

성되어 있다. 매년 총급여의 6.91%를 기업주 전액부담으로 갹출하여 적립한

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익률로 부리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

제도(severance pay)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주가 사적연금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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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비례부문의 완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 완전대체형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운영

을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민간에게 완전 위탁시키는 형태로서 호주, 홍

콩, 칠레 등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 공적연금제도는 정부재정

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소득비례부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 민간부문에 완전 위탁시키고, 이는

법정 강제부문(compulsory)과 단체협약에 의한 추가부문(voluntary)으로 구성

되고 있다.

3) 소득비례부문의 강제 부분대체형

소득비례부분의 강제 부분대체형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중 일부분을 퇴직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로는 스위스와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스위스의 경우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으

며,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뉘고,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을 대체하는 부분과 자발적인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으로 완전적립 방식을 적용하며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연금지급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며, 소득비례

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을 적용하나 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부분대체하는 법정 퇴직연금과 자발적 퇴직연금이 있으나, 자

발적 퇴직연금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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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  2 충 3 층

  3층: 없음 임의보충연금 임의 개인연금: PPESVR

  2층: 소득비례연금/ 
    보충형제도

CRNPAC, IRCANTEC, 
CNAVPL, CNBF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보조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조:
주택 저축 및 생명보험

PEIR

A
R
R
C
O、
A
G
R
I
C

C
A
N
C
A
V
A

C
N
R
A
C
L、 S
N
C
F
 

  1층: 기초연금

강제퇴직연금:
없음

강제민영연금:
없음

공적부조: 노령

(minimum vieillesse)

<그림Ⅳ-5> 프랑스의 연금체계

자료 : Ellen, Karen, and Isabelle,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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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협약에 따른 사적연금 부분대체형

퇴직연금 가입이 노사협약에 따른 자발적 제도이나, 산업별 노사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지는 준강제적 퇴직연금 형태이다. 이 제도

를 이용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체

협약에 의해 가입되는 퇴직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의 대체역할을 하고 있다. 공

적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퇴직연금이 소득비례부문을 담당하지

만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최저보장연금(GP: guaranteed pension), 부과식 확

정기여연금(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사적연금위탁 개인계정(PP:

premium pension)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과 단체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공적연금의 적용제외형

적용제외형(contracting-out)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

료의 일정부분 납입을 면제하는 제도로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제외형을 활용할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간부문

운용에 따른 효율성 및 자본시장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소득비례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적용제외 규정에 따라 퇴

직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

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사적연금이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적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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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 2 층 3 층

  3층: 없음 임의퇴직연금 임의 개인연금

  2층:
국가소득비례연금(SERPS: State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1978 
~ 2002.4)

국가이층연금(SSP: State Second 
Pension; 2002 ~ )

Stakeholder Pensions:
사업주의 의무제공

노동자 및 자영업자 임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 농부, 공무원

  1층: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근로자 자영업자 농부 공무원

SSP를 대체한

사적연금(확정기여 또는

확정갹출형: COSRS, 
COMBS, COHS, 

COMPS)에 대하여

적용제외

SERPS 또는 SSP를
대체한 개인연금에 대한

적용제외

자산조사

자산조사를 통한 소득보조

주택급여, 지방세급여, 겨울난방비

(Pension Credit: 2003 ~  ,
최저소득보장(MIG): 2003년 이전) 

<그림Ⅳ-6> 영국의 연금체계

자료 : Ellen, Karen, and Isabelle,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2006

6) 공사연금 조화형

미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과 자

발적인 사적연금제도로 구성되고 있다. 기초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자산/소득조사방식으로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게 되며, 소득

비례연금(OASDI)은 보험료 방식으로 피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6.2%를 갹출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으며, 사회보장 기

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차원에서의 종업원 동기유발제도로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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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퇴직연금으로 사회보장을 확충하기 보다는 유능한 근로자 유치 및 장

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복지제도로 활용해 왔으나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19)

5. 노후소득보장체계상의 시사점 
공적연금의 역할이 미약한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적 시스템(market based

model)에서는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비중이 큰 유럽의 복지국가

(welfare model)에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칠레 등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으로 완전대체하고 있으

며,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북유럽국가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부분대체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퇴직연금이 국민

연금의 보완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의 하나인 인센

티브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임의제도인 나라들에서도 국

가는 각종세제 인센티브를 통하여 퇴직연금의 공적인 기능을 지지하고 있으

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안정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표

Ⅳ-8> 및 <표Ⅳ-9>참조).

19) 방하남,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

할분담, 한국개발연구원, 2005. 12.,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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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Ⅰ)20)

(민간부문 근로소득자 기준)

국 가 명
연금지급

GDP

공 적 연 금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 소득

상한액
3) 구 성

4)
가입율

5)
가입방식

실제
1)

산식
2)

호주 2.6 30 41 n.a.
∘기초연금(일반재정)

∘소득비례연금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으로 완전대체(노 3%, 사9%)
92 강제

캐나다 5.2 33 52 Yes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사 각 3.5%)
48 임의

오스트리아 8.8 40 80 Yes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 10.25%, 사 12.55%)
11 임의

덴마크 6.8 40 56 n.a.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 1/3, 사 2/3)+1% 개인구좌+단체협약 기업연금
80 단체협약

핀란드 11.5 65 60 n.a.

∘기초연금(보험료+정부보조)

∘소득비례연금을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이 완전대체(노 4.7%, 사

10.34%～24.35%), 자영업자 21%

100 단체협약

프랑스 10.6 56 65 n.a.
∘기초연금(보험료+정부보조)

∘소득비례연금 + 법정 명목확정갹출형 기업연금
100 강제

독일 11.1 46 55 Yes
∘기초연금 없음(사회부조)

∘소득비례연금(노사 각 9.75%)
42 임의

이탈리아 13.3 49 80 No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 8.9%, 사 23.9%)
5 임의

일본 6.6 54 52 Yes
∘기초연금(보험료+정부보조)

∘소득비례연금(노사 각 8.675%), 적용제외 가능
50 임의

네덜란드 6.0 39 46 Yes
∘기초연금(보험료+정부보조)

∘소득비례연금(단체협약에 따라 기업연금이 완전 대체)
83 단체협약

스페인 10.0 34 100 Yes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 4.7%, 사 23.6%)
15 임의

스웨덴 9.4 n.a. 74 No

∘개혁전: 기초연금(「보험료+정부보조」), 개혁후: 사회부조

∘소득비례연금(사 13%, 노 1%, 신규 노사 각 9.25%), 이중 2.5%

DC형 개인구좌

90 단체협약

스위스 6.7 n.a. 49 Yes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정부 운영: 노사 각 4.9%), 법정기업연금(연령,

소득 등에 따라 노사 각 7%～18%)

90 강제

영국 4.5 23 50 Yes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사 각 소득수준에 따라 2%～10%), 적용제외

가능

50 임의

미국 4.1 30 56 Yes
∘기초연금(조세방식)

∘소득비례연금(노사 각 6.2%)
46 임의

주 : 1) 공적연금 실제 소득대체율 = 평균연금지급액/평균소득액
2) 산식상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적용되는 연금제도에 20세에 참여해서 해당 제도의 적
격퇴직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근속한 후 퇴직한 경우의 가상 소득대체율임.

3) 공적연금 소득상한액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최고 소득기준의 적용 여부임.
4) 이탈리아는 구제도, 호주 및 스웨덴은 신제도 기준임. 표에서 보험료+정부보조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을 정부 일반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를 말함.
5)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을 법정, 또는 단체협약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구성
항목에 포함.

20) Bertelsmann Foundation, "International Reform Monitor: Social Policy Labour

Market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Today's Survey, April 2002 및 Andre

Laboul,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OECD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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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9>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특징(Ⅱ)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제도 형태

(DB형/DC형)
퇴직연금　기능

미국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퇴직연

금(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적용제외 또는 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일본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적용제외 또는 임의)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독일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보완

스웨덴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보완

프랑스
국민연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명목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국민연금(기초연금)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보완

네덜란드 국민연금(기초)+퇴직연금(임의)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국민연금(기초)+퇴직연금(강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연금(강제)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국민연금(기초+소득비례) +

퇴직금+퇴직연금(임의)
DC형 공적연금 보완

자료 : 류건식․김동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보험연구원

Insurance Business Report, 2008

구조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대체로 OECD국가는 공적연금

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

후소득보장체계는 연금 적용계층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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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이룩하는 동시에 예견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

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제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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