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 및 특징

퇴직연금 세제는 개인의 노후소득 재원이 되는 연금적립액과 가입률 등 퇴직연금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 즉, 보험료 납입, 적립금 운영, 급여지급 단계에서의 

과세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52)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금 등 퇴직저축(Retirement savings)에 대해서는 타 저축수

단에 비해 세제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퇴직저축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이유로는 퇴직저축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들이 스스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감소를 통해 조세재정 비용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53) 

본 장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퇴직연금 과세체계, 세제혜택 운영

방식, 국가별 세제혜택 수준 등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살펴본 후,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세정책의 특징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52) Genser and Holzman(2016) 등은 연금세제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Comprehensive 

income tax, Expenditure tax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 

53) 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존

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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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가. 과세체계 유형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납입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에 대한 과세(Tax), 비과세(Exempt)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

금의 과세방식은 이론적으로 TTT, TTE, TET, TEE, ETT, ETE, EET, EEE 등 모두 8 

가지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ET” 방식의 과세체계는 납입단계에서 보

험료 납입액(contributions)에 소득공제를 해주고(Exempt),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Exempt), 수급단계에서는 축

적된 연금 적립금(Pension benefits)에 대해 과세(Taxed)하는 방식이다. “EET” 방식

은 퇴직소득세 납부시점을 수급시점으로 연기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적립금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OECD 대

다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EET 방식의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54) 

구분 OECD 국가 비 OECD 

EET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

TEE 체코, 헝가리, 멕시코 리투아니아

ETE - 사이프러스

TET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말타

ETT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

TTE 호주, 뉴질랜드, 터키 -

EEE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표 Ⅲ-1>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체계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3

54) 김병덕(2011); 윤성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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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제혜택 방식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으로는 소득공제(Tax Deduction), 세액공제(Tax 

Credit),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s),55) 보조금 지급(Subsidies)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Tax break)이 사적연금에 

제공되는 재무적 지원(Financial incentives)의 주된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액의 보조금이나 매칭기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56)

소득공제 방식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해주는 

형태로, 대다수 국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일정금

액을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

고, 납부한 세금에서 세액공제액 만큼 감액해 주는 방식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

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말타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액공

제비율은 13.2%(한국)~35%(이스라엘)의 수준이다.57)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도 납입한 보험료의 전체 또는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대상으

로 하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납입한 보험료 전체를 소득

공제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58)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포르투갈의 경우는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만 소득공제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르

투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납입한 전체보험료의 20%에 대해 소

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체코의 경우는 납입보험료 중 연간 CZK 12,00059)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5)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는 “대응출연”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56) OECD(2016), OECD Pensions Outlook 2016

57) OECD(2015a),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58) 캐나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근로자와 고용

주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며, 공제한도액을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세율(Marginal rate of income tax)을 적용함. 이 외의 국가

에서는 고용주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거나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OECD(2015a))

59) 2017년 9월 기준 12,000 코루나(CZK)는 한화 60만 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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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명 지원내용

호주 퇴직연금
* Super Co-Contribution: 저소득층 대상

  - 2012~2013년: 50%, 2014년~: 1달러당 50센트 

오스트리아 퇴직연금  * 매칭비율 = 2.75% + α(금리수준 연동)

칠레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의 15% 지원(6UTM 한도)

체코 보충형 연금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

  - (예) 납입액이 CZK 300~399: CZK 90 지원

           납입액이 CZK 900~999: CZK 210 지원

           납입액이 CZK 1,000 이상: CZK 230 지원

뉴질랜드 KiwiSaver  * 연간 NZD 521.43 한도로 1달러당 50센트 대응출연 

<표 Ⅲ-2> 주요국의 매칭기여제도 운영 현황

주: 1)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칠레의 가상 화폐단위로, 2016년 말 기준으

로 1 UTM = 46,183 peso (US $68.57)

자료: OECD(2015),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Mexico”, p. 97

매칭기여는 정부 또는 고용주60)가 퇴직연금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응

(Matching)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

식이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칭기여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

하는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조세재원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세제지원

으로 볼 수 있다.61)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일

본, 미국 등을 들 수 있다(<표 Ⅲ-2> 참조).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저소득층 및 중산

층 근로자62)가 고용주가 납부해주는 퇴직연금제도 외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퇴직연

금계좌(Super Fund)에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최대 $500)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을 지원하는 보조적립(Super Co-contribution)제도63)를 시행하고 있다.64) 2012년

60) 조세(Tax) 정의(정부기관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것)를 놓

고 볼 때, 정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매칭기여와 달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는 직접적인 세제혜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

나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주체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험료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세제혜택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본 절에서

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매칭기여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함

61) OECD(2015),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Mexico”

62) 2014~2015년 기준 연소득 $34,488 이하인 경우임

63)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super-co-contribution/

64) 회계연도 종료 전, 본인이 가입한 연금회사로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후, 소득신고(Tax-Return)을 하는 경우 호주정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해당금액을 

가입자의 연금회사로 추가 납부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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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3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매칭비율이 50%였으나, 2014년부터는 가입자가 추

가로 납입한 1달러당 50센트를 정부가 대응출연해 주고 있다. 또한, 칠레의 경우도 

200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저축에 대해 6UTM(US$ 410)을 한도로 납입액의 15%

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65) 특히, 18~35세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

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66)

한편, 일본의 기업형 DC연금은 2012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매칭기여가 허용되면

서 부담금 납부 한도의 50%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하

고,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의 401(k)의 경우 사용

자의 매칭기여금은 근로자가 401(k) 계좌에 적립하는 부담금의 50% 수준이며, 근로

자 보수의 6%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은 독일, 칠레 등에서 운영되는 형태로,  일정 요

건을 갖춘 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1년 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뤼룹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

금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리스터보조금,67) 아이헬보조금(Eichel 

Subsidy)68) 등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부과된 보험료에서 보조금 만큼 

차감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멕시코의 경우도 군인저축(Solidarity Savings)에 대

해 납입보험료 1 peso당 3.25 peso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5) Solange Berstein J.(2009), “Pension System in Chile: The 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OECD/IOPS Global Forum on Private pensions

66) Oxera(2014), “The Retirement Income Markets: Country Analysis”

67) 2002년에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개인

연금으로,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

68) 아이헬 보조금은 적립방식 퇴직연금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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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 정률 보조금(Subsidies) 지급: 정액

해당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영국, 미국,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독일, 멕시코

<표 Ⅲ-3>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지원 형태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19

1) 과세체계 및 유형별 세제혜택 효과

OECD(2016)69)에서는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16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제상의 혜택수준(Tax advantage)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세제혜택은 개인70)이 일반 저축상품

(Benchmark savings vehicle)71)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세액 감소분이다. 즉, 타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현재가

치와 퇴직연금 가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현재가치 차이를 총 납입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69) OECD(2016), Pensions Outlook 2016

70) 2015년 기준 20세인 평균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65세까지 매년 임금의 10%를 

퇴직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퇴직 후 매년 고정된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상정함

71) 일반 저축상품의 과세형태는 납입액에 대한 과세,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 연금급여액

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는 TTE 방식으로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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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퇴직연금 과세형태별 세제혜택 규모

주: 1)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 적립금 운용, 연금급여 지급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은 t(tax credit), 비과세는 

E(Exemption), 과세는  T(Taxation)로 표시함

2) 운용수익률, 시간할인율은 3%, 물가상승률은 2%,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5%로 가정

3) 보험료 납입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연간 7,300 유로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

하는 경우에 대해 보험료 납입단계에서의 비과세로 가정

자료: OECD(2016), Pensions Outlook 2016, p. 50

세제혜택 방식별 세제혜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방식에서 일반저축 가입 시 

부담하게 되는 세액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입·운용·지급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 TEE, ETE, EET 체계하

에서는 세제상의 혜택이 모두 21%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입액이

나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지급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부여

하는 것보다 세액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와 보조금(Subsidy) 방식의 세제효과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세제

혜택 효과가 각각 35%, 27%로 나타나 보조금방식보다 매칭기여 방식의 세제혜

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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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칭기여 방식 도입 효과: 가입률, 가입금액 측면

Duflo et al.(2006),72) Engelhardt & Kumar(2007)73) 등은 매칭기여가 퇴직연금 

가입률과 보험료 납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Duflo et al.(2006)은 개인이 

최대 $1,000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기업이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의 20% 또는 

50%를 추가로 제공하는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제도가 있다고 할 때, 근

로자들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Ⅲ-2> 매칭기여 제공이 개인퇴직계좌(IRA) 개설에 미치는 영향

가입의향 기준 납입금액 기준

(단위: %) (단위: $)

자료: Duflo et al.(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그 결과 매칭기여가 제공되지 않는 IRA 제도에 대한 가입의향 비율은 3%에 불과

하나, 매칭기여가 20%, 50% 제공되는 IRA 제도에 대한 가입의향은 각각 8%, 14%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매칭기여가 존재하

지 않는 제도, 매칭기여가 20%인 제도, 매칭기여가 50%인 제도에 대해 각각 평균적

으로 $765, $1,102, $1,108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Duflo, Esther, William Gale, Jeffrey Liebman, Peter Orszag, and Emmanuel Saez.(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73) Engelhardt, Gary V. and Anil Kumar(2007), “Employer Matching and 401(k) Saving: 

Evidence from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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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401(k)74) 제도하에서는 근로자의 기여에 대해  100% 또는 50% 범위 내에

서 고용주의 대응출연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Engelhardt & Kumar(2006)은 고용주

의 대응출연이 401(k)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주의 매칭기여로 인해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25%인 경우 

401(k) 가입률이 3.75%에서 6%로 증가하며, 저축액은 연간 $400~$700 정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75) 

다. 국가별 세제혜택 수준 비교

1)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출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저축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부 또는 일부 소득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금지급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국가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사적연금 지급액은 평균적으로 1990

년에서 2011년 사이 GDP보다 38%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15)76) 발표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급여지출액은 2011

년 기준 GDP의 1.6%로, 전체 연금급여 지출77)의 1/5에 해당한다. 사적연금 지출비

74)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제도는 401(k), 403(b) 등이 있으며, DC형 개인연금제도로는 사용자 

보조 IRA 제도인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소규모 기업 대상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 등이 있음. 401(k) 제도는 이익분배제도, 금전구

입제도, 주식상여제도, SIMPLE 등에 결합될 수 있는 선택적인 제도임. 근로자는 급여 및 

상여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일정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수급할 것인지 또는 소득공제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부담금 형태로 수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 현금이 

아닌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수급하는 경우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

고 함

75) 고용주에 의한 매칭기여는 제도 참가율과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매칭기여의 가입탄력성(0.02~0.07)과 저축탄력성(0.09~0.12)이 높지 않음

76)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77) 2011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급여지출액은 9.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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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네덜란드는 GDP의 5.8%를 사적연금 급여로 지출하며, 이 국

가의 공사연금의 합산 급여액은 GDP의 11.2% 수준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는 사적연금 급여지출이 GDP의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그 밖에 사적연금액 지출이 많은 국가로는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등으로 GDP의 3.3~4.7%를 지출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방식을 사용한다.78) 동 방식은 정부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직접지출)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의 형태로 산출한다. 퇴직저축에 대한 세

제지원은 21개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GDP의 0.2% 미만이었으며, 호주, 캐

나다, 아일랜드, 영국만이 GDP의 1% 이상의 세금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8) 세금지출에 대한 국제 비교 시, 국가별로 선택된 기준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일

률적인 비교는 쉽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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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
유형

사적연금 제도의 급여지출 공사연금
급여지출

(GDP 대비)

사적연금
세제혜택

(GDP 대비)GDP 대비 지출 비율 증감률

’90 ’95 ’00 ’05 ’11 ’90~’11 2011 2011

호주
m 　 0.7 0.9 0.4 0.4 　

　
6.0 1.9

v 　 1.8 2.9 1.9 2.1

오스트리아 v 0.4 0.4 0.5 0.5 0.7 56.6 13.9 0.0

벨기에 v 1.0 1.7 1.4 1.5 1.2 15.7 11.4 0.2

케나다 v 2.5 3.4 3.9 4.2 3.3 29.3 7.6 1.5

칠레 m 　 0.9 1.1 1.2 1.4 　 4.6 N.A.

덴마크 q/m 1.5 1.8 2.0 2.3 4.7 202.2 10.9 N.A.

핀란드 v 0.1 0.4 0.3 0.2 0.3 173.6 10.5 0.1

프랑스
m 0.2 0.1 0.2 0.2 0.2 -18.7

14.1 0.0
v 0.1 0.1 0.1 0.1 0.2 233.0

독일 v 0.7 0.7 0.8 0.8 0.8 18.1 11.4 0.9

그리스 v 0.4 0.4 0.5 0.5 0.4 0.5 14.9 N.A.

아이슬란드 v 1.4 1.8 2.3 2.8 3.7 167.1 5.9 0.0

아일랜드 v 0.9 1.0 0.8 0.9 0.8 -4.3 6.1 1.1

이탈리아
m 1.0 1.3 0.9 1.0 1.1 6.3

17.3 0.0
v 0.1 0.3 0.3 0.3 0.4 159.0

일본
m 0.2 0.3 0.5 0.4 0.6 　

　
13.0 0.0

v a a 2.9 2.2 2.7

한국
m 0.2 0.2 0.6 0.4 0.9 400.3

3.2 N.A.
v m 0.0 0.0 0.0 0.1 　

룩셈부르크 v a a a 0.6 0.6 　 8.3 0.0

멕시코 　 　 　 　 　 　 　 1.8 0.3

네덜란드
m 0.0 0.0 0.0 0.0 0.0 　

11.2 N.A.
q/m 3.9 4.7 4.8 5.2 5.8 48.5

뉴질랜드 　 　 　 　 　 　 　 4.9

노르웨이 v 0.6 0.6 0.6 0.6 0.6 15.9 6.1 0.5

포르투갈 v 0.3 0.3 0.4 0.6 0.6 95.0 13.6 0.1

슬로바키아 v a 0.1 0.2 0.4 0.3 　 7.3 0.1

스페인 　 　 　 　 　 　 　 10.5 0.2

스웨덴 q/m 1.2 1.9 1.8 2.1 2.6 112.5 9.9 N.A.

스위스
m 2.3 3.3 4.2 4.7 5.0

113.3 11.5 N.A.
v 0.0 0.0 0.0 0.0 0.0

영국 v/m 4.4 5.3 6.5 5.2 5.3 20.6 10.9 1.5

미국 v 2.6 3.0 3.6 3.6 4.5 72.5 11.2 0.8

OECD 　 1.0 1.2 1.4 1.4 1.6 54.2 9.4 1.4

<표 Ⅲ-4> 사적연금에 대한 급여액 지출과 세제혜택 수준

(단위: %)

주: 1) m: 의무제도, v: 임의가입, q/m: 준의무제도

자료: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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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세제혜택 효과 

평균소득자의 퇴직연금 과세효과를 일반저축과 비교해 볼 때 모든 OECD 국가에

서 퇴직연금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세제혜택효과는 17%이며, 확정기여형은 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세부적인 비교는 <표 Ⅲ

-5>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가 제도유형 과세체계
세제혜택

납입 운용 인출 합계

호주 적격 퇴직연금 ttE 22% 15% 0% 37%

칠레 퇴직연금 (의무) EET + 매칭 5% 7% -1% 11%

독일
Pension funds EET 26% 14% -20% 20%

Riester 연금 EET + 보조금 14% 14% -9% 19%

일본

기업형 DB 제도 EEt 31% 15% -21% 24%

기업형 DC 제도 EEt 31% 15% -19% 26%

개인형 DC 제도 EEt 31% 16% -16% 31%

한국
DB형 퇴직연금 EEt 18% 17% -17% 17%

DC형 퇴직연금 tEt (세액공제) 16% 17% -18% 14%

멕시코
퇴직연금 (의무) tEt + 매칭 + 보조금 33% 18% 0% 51%

퇴직연금 EEt 22% 18% 0% 40%

네덜란드
DB형 퇴직연금 EET 48% 26% -42% 32%

DC형 퇴직연금 EET 49% 24% -41% 32%

뉴질랜드
퇴직연금 ttE 1% 2% 0% 3%

KiwiSaver ttE + 매칭 12% -1% 0% 11%

스웨덴 퇴직연금 (준의무) EtT 44% 4% -35% 13%

스위스 퇴직연금 (의무) EET 31% 18% -18% 31%

영국

DB형 퇴직연금 EET 31% 26% -28% 30%

DC형 퇴직연금 EET 31% 26% -23% 34%

자동가입형 EET + 매칭 46% 25% -23% 48%

미국

401(k) 제도 EET + 세액공제 25% 21% -22% 24%

IRA EET + 세액공제 25% 22% -21% 26%

Roth IRA TEE + 세액공제 0% 22% 0% 22%

<표 Ⅲ-5>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운영단계별 세제혜택

자료: OECD(2016), Pensions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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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주요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주요 사회·경제적 환

경변화로 (1)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 (2) 계층 간 소득불균형 심화, (3) 기대

수명 증가와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 (4) 적립비율 규제 등 수급권 보

호 강화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

에 대응하여 주요국에서는 사적연금 가입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 

노후소득 소득원 확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연금세제 정책 등을 활용하고 있다.

구분 환경변화 주요국 대응 사례 정책효과

근

로

자

공적연금 

재정부담 가중
⇒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가입의무, 자동가입제도)

: 세제지원 확대

⇒
정부재정지출 감소,

가입률 증대

소득불균형 심화 ⇒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 차등적 세제지원 

⇒
취약계층 가입 증가,

소득불균형 개선

기대수명 증가,

투자환경 악화
⇒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한 

연금수급 유도 :

급여지급형태별 세제차등

⇒ 연금수급자 증가

고

용

주

수급권 보호 강화

 (적립금 규제),

도입 의무화

⇒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절감

: 퇴직급여손비처리, 보험료 

보조, 초기운영비용 지원  

⇒ 제도도입기업 증가

<그림 Ⅲ-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세제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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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

다. OECD(2015)의 전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15

년 전체 인구의 16%에서 2050년에는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79) 고령화로 

인한 근로인구 감소는 공적연금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OECD 평

균 연금지출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9% 수준에서 2050년에 10.1%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80)

<그림 Ⅲ-4>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지출 현황 및 전망
(단위: %)

주: 2015년과 2050년의 각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을 의미함

자료: Insurance Europe(2016), A Blueprint for Pensions; Citi(2016), Coming Pension Crisis 2016

이에 각국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퇴직연령 연장,81) 수급연령82)의 상

향, 연금수급액 축소83) 등과 같은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79) 한편, 전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5%에서 2050년 18%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OECD(2015))

80) OECD 개별국의 공적연금 지출 전망은 <부록 Ⅲ>을 참조하기 바람

81) 독일,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임

82) 아일랜드는 연금개시연령을 2014년 65세에서 66세로 연장하였고, 2028년 이후 68세로  

연장할 계획임

83) 호주는 기초연금제도(Age pension)의 자산평가를 통해 상한선에 대해 연금지급액을 차감

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스페인은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생애기대소득에 따라 연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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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재정건전성 강화는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사적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도입 의무화, 자동가

입,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

인 정책 수단으로 세제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1) 세제지원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급여를 축소하였

으며84)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85) 이 과정에서 독일정부는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en), 연

금금고(Pensionskassen), 연금기금(Pensionsfonds) 등의 퇴직연금에 대해 아이헬보

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상기 유형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납입한 보험료

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고, 급여희생방식(Salary sacrifice)86)의 경우

에는 보험료만큼 과세기준 임금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87) 

당을 조정함. 스페인, 캐나다 등은 자동조정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물가연동제와 연금시스

템 재정상태와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음(OECD(2015a))

84) 독일 퇴직연금제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직접약속과 지원금고는 사내적립 방식

이며, 나머지는 외부의 전문퇴직연금기관을 통해 사외 적립하는 방식임 

85) Hain et al.(2004); Deutsche Bank(2005) 등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48.3%에서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 36.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86) 독일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용 충당방식에는 고용주가 임금에 추가하여 퇴직연금 보험료

를 지불하는 방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퇴직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급여희

생(Salary sacrifice) 방식이 있음

87) 급여희생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험

의 기준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Bern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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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입자

(천만 명)
특징

적립
방식

과세체계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 5,117 이율보증
사외

적립

 ∙ 납입: 소득공제 

연금금고(Pensionskasse) 4,766 이율보증  ∙ 납입: 소득공제 

연금기금(Pensionsfonds) 435 이율보증  ∙ 납입: 소득공제

직접약속(Direktzusage)
4,710

원금보장 사내

적립

 ∙ 납입: 전액 비과세 

지원금고(Unterstützungskasse) 원금보장  ∙ 납입: 전액 비과세

<표 Ⅲ-6> 독일의 퇴직연금(Betriebliche Altersvorsorge) 유형별 특징

주: 1) 직접보험, 연금보험, 연금기금의 경우 사회보장세의 최대한도액(€72,600)의 4%와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금액(€1,8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2) 가입자 수는 2015년 말 기준임

자료: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2016), Arbeitgeber-und Trägerbefragung zur 

Verbreit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Von Alexander Fink(2014), Förderung der 

freiwilligen Altersvorsorge in Deutschland: Staatliche Bevormundung und schwache Anreize, IREF 

Policy Paper Series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영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과다한 복지지출로 인해 정부재정에 어려움을 겪자 

1978년에 기초연금제도 외에 공적연금의 기여와 급여수준을 높인 소득비례연금

(SERP: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을 도입하였다.88) 이 과정에서 

SERP에 대해 적용되었던 적용제외89)제도를 퇴직연금 및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연금

까지 확대하여 공적연금 운용에 따른 재정부담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2년과 1993년에 연금 개혁(Amato)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적연금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90) 1995년 

연금개혁(Dini)에서는 전통적인 DB 방식 공적연금을 NDC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크게 축소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사적연금을 활

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88) 한국재정학회(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효과 분석｣
89) 적용제외(Contracting-Out)란 정부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 

시 공적연금(SERP)에 대한 가입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임

90) Jessoula M.(2011), “Italy: From Bismarckian Pensions to Multipillarization under Adverse Conditions”,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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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요건 강화: 소득, 연령, 은퇴시점, 납입기간, 인출방식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누수

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91) 

세제혜택 요건 대표 사례

소득상한선  ∙ 오스트리아: 연 €60,000, 미국(IRA): 연 $71,000

연령제한  ∙ 벨기에: 65세, 영국: 75세 

최소 납입기간  ∙ 벨기에: 10년, 에스토니아: 5년, 룩셈부르크: 10년

해당연령까지

근로활동 지속

 ∙ 벨기에: 60세(퇴직연금), 핀란드: 68세, 독일: 60세(리스터연금)

 ∙ 룩셈부르크: 60세, 스웨덴: 55세(퇴직연금)

급여인출방식 

제한

 ∙ 핀란드(개인연금): 최소인출 기간 10년 이상 설정

 ∙ 룩셈부르크: 일시금 인출 가능 금액 50%로 제한

 ∙ 포르투갈: 적립액의 2/3 이상 연금 수급

 ∙ 스웨덴: 연금인출 최소 5년 이상

<표 Ⅲ-7> 주요국의 세제혜택 요건

자료: OECD(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를 참고하여 작성

또한,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연금납입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

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미국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간 €60,000, 미국 IRA 제도의 경우 연간 $71,0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두고 있다. 연령요건을 설정한 경우도 있는데, 벨기에는 65세, 

영국은 75세가 연금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다. 그 밖에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최소납입기간, 특정연령 전 은퇴제한, 특정방식으로의 급여인출 등을 세제혜택

을 받기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91) 다만, 영국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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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가입제도와 세제혜택

▒ 도입배경

도입시점 주 대상층 탈퇴 기여율 재정지원 기여

칠레

(2012~2015)
자영자 매년가능 소득의 10% 없음 비허용

이탈리아

(2007)

민간부문

전 근로자

6개월 

이내

고용주: 

6.91%

타 연금과

동일
비허용

뉴질랜드

(2007)
신규근로자

2 ~ 8주 

이내

근로자: 3%

고용주: 3%

세액공제

NZD 521.43
3개월~5년

(가입 12개월 후)

영국

(2012)

연간소득 

￡10,000 이상 
상시적

최소기여율 

8%
소득공제 가능

미국

(1998)

22년 이상

근무한자 

90일

이내

최소기여율

3%
세제지원 비허용

< 주요국의 자동가입제도와 재정 유인책 >

주: Paklina(2014), Role of Pension Supervisory Authorities in Automatic Enrolment, IOPS Working 

Papers on Effective Pensions Supervision, No. 22

▒ 자동가입제도 도입 전·후 가입률 변화 (이탈리아, 뉴질랜드 사례)

자료: OECD(2014), Pensions Outloo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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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혜택 지원 효과: 재정지출 감소, 가입률 제고

(1) 노후대비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Pablo Antolin et al.(2004)92)은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연금제도의 재정비용과 편익에 대

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재정수입

이 늘어나더라도 세제혜택으로 인한 재정비용이 크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면 향후 재정비용은 축소될 가능성을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연금 급여 축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연금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세제지원으로 인한 가입률 제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금가입률 간의 관계를 규

명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소 미약하기는 하나 세제혜택 수준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93) Whitehouse(2006)는 두 변수 간 회귀분석

의 결과 설명력이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세제혜택이 국가 간 사적연금 가

입률을 설명하는 일부 요인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조세체계, 사회보장제

도, 문화 등 국가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함에 따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세제혜택 수

준과 연금가입률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92) Pablo Antolin, Alain De Serres, and Christine De la Masonneuve(2004),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ured Retirement Saving Plans”, OECD

93) Whitehouse(2006), “Comparing Retirement Saving across Countries: an 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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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OECD 국가의 세제혜택 수준과 사적연금 가입률
(단위: %)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Yoo, K.Y. et A. De Serres(2004),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재인용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특정 국가 내에서의 세제혜택변화로 

인한 가입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세제혜택 부여로 가입률이나 시장규모가 현

저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94) 

예를 들어, 미국의 퇴직연금이 발달한 주된 이유는 1940년대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즉, 근로자보다 기업에 보다 강한 연금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비갹출퇴직연금을 도입함으로써 

퇴직연금이 확산되었다. 이후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관

리·감독체계가 정비되었으며,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 및 노후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연

금세제혜택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세제혜택 납입 한도액의 확대 과

정을 통해 퇴직연금시장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Ⅲ-6> 참조).

94) 김원식·방하남(2005),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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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미국 퇴직연금 관련 제도변화와 퇴직연금시장 규모 추이

자료: Holden(2017), “The US Retirement System,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한편, 독일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개혁 이전인 2001년 12월 퇴직연금 가입률은 38%

였으나 연금개혁 조치 시행 이후인 2003년 3월에는 가입률이 43%로 증가하였다. 이러

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아이헬보조금 도입이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 퇴직연금의 보험료 납입주체별 비중 변화를 보면(<표 Ⅲ

-9> 참조), 2001년 연금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용자부담방식에 비해 아이헬보조금에서 

사회보험료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혼합기여방식(근로자 + 사용자)과 근로자부담방식

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 2001년 12월 2004년 6월

근로자 26 29

사용자 54 38

근로자 + 사용자 27 41

<표 Ⅲ-8> 독일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주체에 따른 비중

주: 한 기업이 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전체 비중은 100을 초과

자료: 김원섭 외(2006),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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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최근 3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약 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5) 

<그림 Ⅲ-7> OECD 국가의 소득불균형 변화 추이(지니계수)

자료: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1980년대에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이 7:1이었으나 이후 이 격차는 

꾸준히 벌어져 2000년대에는 9:1까지 높아졌다.96) 전체적인 분배구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OECD 평균은 0.29였으나 2013년까지 0.32까

지 증가하였다.97) 

95) 홍석표(2015), ｢OECD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96) 유럽 대다수 국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영국은 약 10:1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미국은 13~16:1, 칠레와 멕

시코는 27~30:1 수준임

97) 22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지니계수가 증가했으며, 핀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에서는 5pt. 이상 증가했고 그리스와 터키에서만 소폭 감소함. 한편, 앳킨스 지수(Atkinson 

Index)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 소득 불평등도를 조사한 OECD의 “일자리의 질(Job 

Quality 2016)” 보고서에 의하면, 앳킨스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0.32로, 33

개국 중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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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기간 동안의 각 개인의 노후대비 수준은 은퇴 이후의 생활으로 직결됨

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퇴직연금 운영을 통해 각 개인이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 불균형 및 빈곤문제 해소 차원에

서 주요국에서는 정부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여 중산층,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

층에 대한 퇴직연금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

이다.

1) 취약계층 중심 세제지원 사례

(1) 중산층 및 저소득층

호주는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적격 퇴직연금제도(Non- 

Concessional (after-tax)Contributions)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액을 추가로 

기여해 주는 보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를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제도

(Super co-contribution)는 비적격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 $1당 정

부가 $0.5(연간 최대 $50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98) 여기에는 소득수준이

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99) 첫째, 총소득 금액이 $51,021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21 이하이면, 최대 $500까지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이 늘어날수록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51,021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둘째, 보조금 지급이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목표도 

있기 때문에 총소득의 10% 이상이 고용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셋째, 회계연도 말 기

준 71세 이하인 자로 한정하며, 일시적인 거주자는 제외하고 있다. 

98) 국세청은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매년 6월 해당금액을 정산해서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 주

는 방식을 취함. 한편, 영국(Automatic Tax Relief)과 뉴질랜드(KiwiSaver) 등에서도 호주의 사

례와 같이 퇴직연금 세제혜택으로 발생한 해당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음

99)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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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액

개인별 소득 수준(총소득 기준)

~$36,021 $39,021 $42,021 $45,021 $48,021
$51,021 

이상

$1,000 $500 $400 $300 $200 $100 -

$800 $400 $400 $300 $200 $100 -

$500 $250 $250 $250 $200 $100 -

$200 $100 $100 $100 $100 $100 -

<표 Ⅲ-9> 호주의 소득 수준 및 연금납입액별 정부지원액(2016~2017년)
(단위: 호주 달러)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2) 근로형태별: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영국은 퇴직연금시장의 양극화 즉,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100)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최소기여금은 8%(기여금 상한은 3,600파운드)인데, 이 중 사용자

가 3%, 근로자가 4%, 정부가 개인계좌로 환급을 통해 1%를 보조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직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퇴직연금 가

입 시 차등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즉, 기여단계에서 근로자 연간 소득공제 금액

은 연간 276,000엔인 반면 자영업자는 816,000엔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 후

생연금 등 연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100) NEST 제도는 “Pension Act 2008”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동가입제도 지원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퇴직연금기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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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10 2004. 10 2010. 1 2014. 10~2016

기업형
타 퇴직연금 보유자 ￥18,000 ￥23,000 ￥25,000 ￥27,500(연: ￥33만)

타 퇴직연금 미보유자 ￥36,000 ￥46,000 ￥51,000 ￥55,000(연: ￥66만)

개인형
제1호 가입자 ￥68,000 ￥68,000 ￥68,000 ￥68,000(연: ￥81.6만)

제2호 가입자(근로자) ￥15,000 ￥18,000 ￥23,000 ￥23,000(연: ￥27.6만)

<표 Ⅲ-10> 일본 개인형연금제도 납입 한도액(월 기준)

주: 제2호가입자는 기업형연금과 확정급여형 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임

자료: 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3) 연령별 지원 차등화: Catch-up Policy

미국, 호주 등은 베이비부머 등 퇴직연령에 임박한 세대 및 중고령층에 대해 사적

연금 불입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중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감면법(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2001) 제정에 따라 50대 이상에 대해 추가납입제도를 도

입하고, 중장년층의 은퇴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납입제도는 50대 이상 근

로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추가기여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기여한도는 일반적인 퇴직연금 기여금 외에  50세 이상자에게 특별히 허

용되는 추가기여로 구성된다.

한편, 호주는 1992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사용자

는 연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인계정에 납입하며, 기여한도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다. 사용자가 납입해주는 기여금(Super Guarantee)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미국과 달리 해당

금액에 대해 15%로 저율과세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50세 미만 근로자는 25,000

호주 달러, 50세 이상 근로자는 50,000호주 달러까지 기여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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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EP IRA SIMPLE IRA Traditional IRA Roth IRA

납입한도

(+ 추가납입)

$53,000

(불가)

$12,500

(+ $3,000)

$5,500

(+ $1,000)

$5,500

(+ $1,000)

보험료 납입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소득공제

(납입한도 내)
과세

투자수익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급여수급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형태 EET EET EET TEE

<표 Ⅲ-11> 미국의 자영업자 대상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주: 1) Catch-up contribution: 50세 이상부터 가능

2) Roth IRA: 가입요건에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제한이 존재(독신자: $132,000, 부부: $194,000), 가입기

간 최소 5년 이상, 인출시점 59.5세 이상인 경우 인출 시 비과세

3) Traditional IRA: 가입요건에 소득제한은 없으나, 연령제한이 존재(70.5세)

자료: 류건식 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네덜란드의 경우 연령과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즉, 소득수준이 낮고 연금수급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자가 65세 이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9%로 낮다.

소득구간(€) 65세 미만 65세 이상

0~19,645 37% 19%

19,646~33,363 42% 24%

33,364~55,991 42% 42%

55,992 이상 52% 52%

<표 Ⅲ-12> 네덜란드의 연금지급단계에 적용되는 소득세

자료: BETTER FINANCE(2016), “Pension Savings - The Real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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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호주의 연금세제체계 단순화

▒ 정부재정지출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득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을 세분화하는 사례도 있으나, 호주의 경우처럼 연금세제에 대한 근로자

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세제체계를 단순화하는 사례도 존재함

▒ 호주 2007년 Superannuation 개혁: Simplified Super-annuation

○ 세제혜택 기준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연금

수급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기준을 간소화

하기 위해 2007년 연금개혁을 단행함

－ 첫째, 2007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이 퇴직연금을 수급할 경우 금액

에 상관없이 전액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과거 연령대별 일정 급여한도액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차등화 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2007년 7월 이후에는 60세가 넘으면 연금수급액 전액 비과세함으

로써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함

－ 둘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 한도를 확대하고 연령별 기준을 

정하지 않기로 함

  * 연령대별로 복잡하던 최저세율 적용기준을 개인당 연간 50,000 달러로 통일함

 

  

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1) 미국의 추가기여제도 도입 효과

은퇴를 직전에 앞둔 퇴직세대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의 추가기

여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Guan et al.(2015),101) Rutledge et al.(2016)10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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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추가기여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 납입액 변화
미국의 401(k) 401(k), 403(b) 등

(단위: $) (단위: $)

자료: Guan et al.(2015), “DO CATCH-UP CONTRIBUTIONS INCREASE 401(K) SAVING?”, Working 

Paper 2015-10,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Rutledge et al.(2016), “Do Tax 

Incentives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Working Paper

Guan et al.(2015)는 추가납입제도(Catch-up Plan) 도입 전·후(2002~2005년)로 

제도적용 대상자(50세 이상)와 미대상자(50세 미만)의 기여액 증가 정도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401(k) 추가납입제도 도입 이후 고령층은 연평균 14% 가량 납입보험료

를 증액시킨 반면, 50세 이하 계층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 납입액 증가율이 7%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utledge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추가납부를 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가

입자는 50세 미만인 가입자에 비해 연간 $540를 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

책효과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1) Guan et al.(2015), “DO CATCH-UP CONTRIBUTIONS INCREASE 401(K) SAVING?”, 

Working Paper 2015-10,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102) Rutledge, Matthew S., April Yanyuan Wu, and Francis M. Vitagliano.(2014), “Do Tax 

Incentives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Working Paper 2014-17,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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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분배 효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개선

다양한 요인이 소득불평등도와 노인빈곤율에 미침에 따라 연금세제정책이 소득불

평등도와 노인빈곤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른다. 다만, 세제혜택 확대로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한다면, 각국의 공·사연금 지출규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EU 12개국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지출규모가 소득불평등도와 노인빈곤

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Goudswaard et al.(2012)1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

적연금 지출액 증가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적연금의 지출

액 증가는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 

기대수명 증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일시금 선택자의 자산소진 현황을 

조사한 MetLife(2016)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는 일시금으로 수급한 자금을 

전부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5.5년 만에 퇴직급

여액을 전부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일시금 수급이 노후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103) Kees Goudswaard, Olaf van Vliet, Jim Been, and Koen Caminada(2012), “Pensions and 

Income Inequality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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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의 자산소진
(단위: %)

자료: Metlife(2017), “Paycheck or Pot of Gold Study”

이처럼 일시금보다는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합리적임에도 불구하

고 다수의 국가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기보다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이

른바 연금퍼즐(Annuity Puzzle)104)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을 규명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ntolin et 

al.(2008)105)는 OECD 국가의 은퇴시점 급여지급유형을 일시금, 프로그램 인출, 종

신연금의 3가지를 주요 급여지급형태로 분류한 후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지급단계

에서 개인의 선택이 정부세제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104) 연금퍼즐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다수의 연구결과, 연금퍼즐현상의 원인으로는 연

금가격 산정의 불공정성(높은 사업비, 사망률에 대한 과대추정 등), 유산상속, 의료비,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들고 있음. Glickman, M. and Kuehneman, G.(2006)는 미국의 급

여지급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는 은퇴자 개인의 성향이 아닌 가입된 제도유

형으로 나타났음. 즉, 은퇴자는 자신이 속한 제도유형에 따라 급여형태가 바뀌는 것에 

경직적인 태도를 보임. 즉, 연금지급이 일반화된 DB형 가입자는 일시금 전환을, DC형 

가입자는 연금전환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단, DC형 가입자 중 보험수리적으로 계산

된 연금액보다 높은 연금액이 제시될 경우(즉, 연금전환 시 사용되는 예정이율이 높을

수록) 연금전환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함

105) Antolin, P., Pugh, C., and Stewart, F.(2008), “Forms of Benefit Payment at Retirement”, 

OECD Working Papers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6,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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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Rocha et al.(2010)106)은 칠레, 호주, 유럽 3개국의 연금지급방식 비교를 

통해 각국에서 연금화 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

금화 비율은 80%, 칠레 70%, 덴마크 50%, 스웨덴 30%, 호주 10%로 나타나고 있다.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공적연금 존재 여부, 금융회사의 마케팅, 사회관습 

등에 따라 연금화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기반하여 주

요국에서는 개인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

여 중도인출이나 급여지급단계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하거나 연금수급 의무화 등 지

급방식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07)

1) 급여지급단계에서의 세제 차별화

(1) 급여인출 규제 및 수급방식별 세제차등

미국의 IRA 가입자는 59.5세가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통형 IRA의 경우 70.5세부터는 최소인출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해야 하며,108) 만약 인출액이 최소급여수

준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의 50%를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Roth IRA

는 최소인출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어 70.5세 이후에도 자유의사에 의해 인출이 가능

하다. 

106) Rocha, R., Vittas, D., Rudolph, H.(2010), “The Payout Phase of Pension Systems: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The World Bank

107) Rocha et al.(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WORLD BANK

108) 이는 IRA 제도의 경우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가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분배받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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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주요국 사적연금제도의 급여 개시연령 및 지급 방식

구분 연령 지급방식

미국 Traditional IRAs 59.5세 연금 또는 일시금(70.5세 최소인출 규정)

일본 개인형 DC 연금 60세 연금 또는 일시금(70세까지 수급개시)

영국 NEST 55세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일시금 25% 비과세)

자료: Hagen and Kleinlein(2012); Oxera(2013)

영국은 급여지급 단계에서 가입자가 축적된 자산을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상

품 등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축적된 자산 중 25%에 대해서는 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해

당 인출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109)

일본의 개인형 DC제도에서는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

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70세 이전에는 급여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급개시

연령 구간별로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차등 적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60세부

터 연금지급이 가능하나 연령별로 일정 가입기간110)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독일

은 급여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급여지급은 62세가 된 시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9) 영국은 Finance Act 2012에 따라 2015년 4월 이전에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의 

25%까지만 일시금으로 수급 가능하고 75%는 연금(Lifetime Annuity 또는 Income 

Drawdown)으로 수급해야 하는 연금화 수급 의무가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25%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

머지 적립금(75%)을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조치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정책은 2015년 4월

에 폐지됨에 따라, 나머지 적립금의 일시금 수급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수준에 따라 

0~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https://www.gov.uk/income-tax-rates)

110) 60세: 10년, 61세: 8년, 62세: 6년, 63세: 4년, 64세: 2년, 65세: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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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도유형 연금 프로그램인출 일시금

호주
적격 퇴직연금

 ∙ 수급가능연령 이전: 한계세율

 ∙ 수급가능연령~59세: 15% 세율 적용

 ∙ 60세 이후: 비과세

-

비적격 퇴직연금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캐나다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칠레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특정금액: 비과세

덴마크 조기인출: 60% 과세, 은퇴 시: 한계세율 적용

그리스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아일랜드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 20만 이하: 비과세

€ 20만~50만: 20%

€ 50만 초과: 한계세율

이스라엘 - 비과세 비허용 비허용

네덜란드
EUR 100,000 이하 한계세율 과세 비허용 비허용

EUR 100,000 초과 비과세 비허용 비과세

뉴질랜드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스위스 - 한계세율 과세 비허용 자본소득 과세

영국 - 한계세율 과세 한계세율 과세
총 자산 25%: 비과세

초과액: 한계세율

미국

Roth IRA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기타
59.5세 이전: 한계세율 + 10% 추가 과세

59.5세 이후: 한계세율

<표 Ⅲ-14> 주요국의 급여수급 방식에 따른 세율 차등화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p. 14

(2) 퇴직급여 중도인출 규제 및 세제상 불이익

미국의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는 59.5세가 되기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최초 주택구입, 고등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벌칙없

이 인출이 가능하다. 전통형 IRA의 경우 59.5세 이전에 조기인출하는 경우는 연방소

득세 납부와 10%의 조기인출 벌칙을 부여하고 있으며,111) Roth IRA에서는 계정 설

111) 최초 주택구입, 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다음과 같은 특정사유에 한해서는 벌칙 조항 없

이 인출이 가능함 

     ･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입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 총소득의 7.5%를 초과한 의료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가입자, 

배우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위한 교육비 충당, 주택구입 또는 건축 및 재건축 비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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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5년이 되지 않거나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10%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영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조기은퇴, 기대여명이 일 

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112) 이외 사유에 대하여 55세 이전

에 연금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55%의 세율을 적용한다.113) 한편, 일본 개인형 DC연금

에서도 중증 장애 및 사망의 경우에만 장애급여 및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중도인출이 가

능하며, 기타 사유에 의한 중도 인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출가능 연령 59.5세 55세 55세 60세

중도인출 시 패널티 10% 가산세 55% 세율 특정사유 외 금지 특정사유 외 금지

<표 Ⅲ-15> 주요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

자료: 최경진(2015),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법 다양화 방안｣, 근로복지공단 

2) 급여수급 방식별 세제차등화 효과

연금지급 방식별 세제혜택의 차이에 따라 연급지급단계에서의 가입자의 수급방식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Chetty et al.(2013)114)은 덴마크115)의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제도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지원

을 삭감하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연금납입액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연구하였

112) https://www.gov.uk/early-retirement-pension/personal-and-workplace-pensions

113) https://www.gov.uk/early-retirement-pension/

114) R. Chetty, J. N. Friedman, S. Leth-Petersen, T. H. Nielsen, and T. Olsen(2013), 

“Subsidies vs. Nudges: Which Policies Increase Saving the Mos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115) 덴마크는 은퇴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또는 연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유형 

등 두 가지 형태의 과세이연 은퇴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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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1999년 덴마크 정부에서 소득세 최상위 과세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퇴시점에 일시금 형태의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삭감한 

정책116) 시행 전·후 가입자의 기여액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세제지원에 대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는 계층의 일시금 지급형에 대한 불입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제지원 축소가 이루어진 집단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불입금은 크게 줄어드

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일시금 선택 비율이 1990년대에 80%에 달하는 등 

일시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Dissney(2009),117) Clements et 

al.(2013)는 호주에서의 일시금 인출이 높은 원인으로 공적연금의 설계방식,118) 퇴

직연금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세제체계, 근로기간 동안의 주택구입 등으로 인한 잔

여부채에 대한 청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여 일시금 인출을 억제

하는 적정급여한도제(Resonable benefir limit)를 시행하여,119) 일시금수급자 비중

은 감소하고 연금수급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116) ① 연금으로 수급하기로 약정한 계좌에 대한 불입금, ② 지급형태와는 관계없이 낮은 과

세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유지함

117) Disney, R.(2009), “Australia: Issues in the Tax Treatment of Pensions and Housing”, In 

Australia’s Future Tax and Transfer Policy Conference, Melbourne Institute

118) Bateman et al.,(2014), “The first pillar means-test discourages the use of the second 

pillar savings as a stream of resources over retirement while incentivizing early 

spending, sometimes on means test-exempt owner-occupier housing”; Bateman, H. and 

Piggott, J.(2010), “Too Much Risk to Insure? The Australian (non-) Market for Annuities”

119) 류건식(2013),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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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덴마크와 호주의 퇴직급여 수급단계에서의 주요 통계
덴마크 퇴직연금 세제변화에 따른 저축액 변화 호주의 지급 방식 유형별 변화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Chatty et al.(2013), “Subsidies vs. Nudges: Which Policies Increase Saving the Mos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APRA(2016), “GOVERNANCE & CULTURE IN 

SUPERANNUATION”

한편, 세제혜택과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 도입이 개인의 연금화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Kling et al.(2014)120)의 연구결과에서도 세제혜

택 확대 시 퇴직자산을 연금화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

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제정책이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사용자의 재무적 부담 완화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

는 책임준비금(연금부채)을 추정연금부채의 100% 수준으로 완전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소적립비율(연금부채 대비 연금자산비율)을 100% 이상으로 설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세 외에도 퇴직연금부채는 할인율, 임금상승률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

120) ALEXANDER KLING, ANDREAS RICHTER AND JOCHEN RUß(2014), “ANNUITIZATION 

BEHAVIOR: TAX INCENTIVES VS. PRODUCT DESIGN”, Astin Bulletin 44(3), pp. 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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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 매년 퇴직연금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DB형 제도를 운영 중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림 Ⅲ-11>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및 적립비율 현황
주요국의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규제 유럽 주요국의 퇴직연금 적립비율 

(단위: %) (단위: %)

국가 최소적립비율

미국 100

영국 100

독일 104.5

네덜란드 105

주: 최소적립비율 = 연금자산 / 연금부채

자료: NAPF(2008), UK Pensions Regulation Compared; EIOPA(2016), Financial Stability Report

한편, 주요국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사용자 특히, 영세사업장의 고용주 입장에

서는 단기적으로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 

발생이 빈번한 경우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사외적립과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기업경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퇴직연

금 도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급격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재무적 지원 또한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사용자에 대한 재무적 지원: 세액공제, 손비처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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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es) IRA 등과 같은 고용주지원 IRA 제도(Employer-sponsored IRA), 영

국의 NEST, 일본의 퇴직연금공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고용주지원 IRA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 퇴직연금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IRA를 설정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고용주지원 IRA 제도에는 1978년 도입된 SEP IRA와 

1996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도입된 SIMPLE IRA 등이 있

다.121) 미국 정부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

용주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설정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도입초기 

운영비용(Startup costs)의 50%에 한해 연간 최대 $500 한도로 3년간 세액공제 혜택

을 부여하고 있다.122) 다만, 연소득 규모가 $5,000 이상인 근로자가 100명 이하이며, 

신규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고용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이 비용상의 문제로 퇴직급여제도를 미시행

하는 사례가 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문제가 사회적으로 크

게 부각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59년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중

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를 도입하였다.123) 일본 정부는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해서 전액 손

비처리를 해주고, 신규로 가입하는 사용자에 대해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정부

에서 직원당 ￥5,000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를 보조해준다. 한편, 사용자가 

￥18,000 이하의 종업원의 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증액분에 대해 1년간 1/3을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다.124)

121) SEP IRA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SIMPLE IRA 제도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입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함

122) 미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Retirement Plans Startup Costs Tax Credit

123) http://www.mhlw.go.jp/bunya/roudoukijun/taisilyokukin_kyousai/ippanchuutai/

124) http://www2.mhlw.go.jp/topics/seido/rousei/chutaikyo/chutaikyo_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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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보험요율 인상

뉴질랜드 정부는 KiwiSaver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고

용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다. 우선 정부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1,000를 

KiwiSaver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매년 $40의 계좌수수료도 지원해 주었다. 한편 사

용자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사용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 

$20)까지 사용자 명의의 KiwiSaver 계좌에 납입하여 주었다(Members Tax Credit). 

또한, 사용주의 경우 의무적인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사용자의 분담금액에 대응하여 직원별로 주

당 $20까지 사용자를 지원하게 되었다(Employer Tax Credit). 

특히, 정책변화로 인한 고용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분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4월 이후 최저분담금은 세전 주급의 1%, 2009년 4월 이후

는 2%, 2010년 4월 이후는 3%, 2011년 4월 11일 이후는 4%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NEST 제도의 경우에도 최소기여금은 2012년에는 2%, 2016년에 5%, 2017

년에 8%로 단계별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이 중 사용자의 의무 기여금은 역시 각각 

1%, 2%, 3%로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절감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림 Ⅲ-12> 영국 NEST 제도의 보험요율 및 정부지원

자료: NEST 홈페이지(https://www.nestpensions.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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