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의 퇴직연금

의 가입 및 수급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직연금 가입측면의 주요한 환경변화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가입대상자 

범위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논

의 중에 있는 상태이고, 후자는 2017년 7월 26일 이후 시행되어 향후 퇴직연금의 가

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퇴직연금 수급측면의 주요한 환경변화는 

수급권 보호, 연금화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퇴직연금 세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입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세

제지원으로 가입유인이 약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영

세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단계에서 연금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연금수급 유인이 미흡하여 향후에도 일시금 수급을 선호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퇴직연금 가입과 수급 환경변화 과정에

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퇴

직연금 세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금세제는 연금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퇴직연금 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세제 개편 방향도 문제점 지적에서와 마찬가지

로 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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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단계에서는 OECD 수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세제지원, 저소득층 및 퇴직 직

전 세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세사업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제시하였다. 가입단계의 세제 개편은 연금세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급단계에서는 연금형태의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노후자산형성 강화를 위한 세

제지원과 퇴직일시금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수급단계의 세제 개편

은 연금화를 위해 퇴직소득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금 제도 도입과 

세제지원금의 연금계좌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퇴직소득공제 축소와 연금화

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있는 모든 경제활동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사업장에 대한 의무가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명실상부 전 국민에 적용되는 준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퇴직연금 환경은 더욱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 특

히 연금세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세제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점에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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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구분
2012년 2013년

인원 소득공제액 인원 소득공제액

총급여 규모별 83,691 76,052 60,370 102,089 

결정세액이 있는 자 79,035 72,477 56,855 98,549 

1천만 이하 12 1 6 2 

1.5천만 이하 720 294 431 236 

2천만 이하 2,520 1,141 1,811 1,202 

3천만 이하 8,681 4,643 6,022 4,563 

4천만 이하 10,557 6,134 6,917 7,056 

4.5천만 이하 4,786 3,028 3,497 4,737 

5천만 이하 4,052 3,017 2,607 3,617 

6천만 이하 8,246 6,670 5,388 8,732 

8천만 이하 12,071 13,646 9,145 17,525 

1억 이하 11,664 13,399 8,197 18,199 

2억 이하 14,982 19,080 12,228 31,058 

3억 이하 437 839 396 1,026 

5억 이하 205 404 147 414 

10억 이하 79 133 48 144 

10억 초과 23 47 15 36 

결정세액이 없는 자 4,656 3,575 3,515 3,539 

1천만 이하 318 114 162 72 

1.5천만 이하 1,039 647 705 541 

2천만 이하 1,181 945 932 987 

3천만 이하 1,310 1,111 1,151 1,172 

4천만 이하 578 506 425 498 

4.5천만 이하 115 127 71 124 

5천만 이하 62 57 36 71 

6천만 이하 39 48 28 63 

8천만 이하 11 16 3 7 

1억 이하 1 2 2 5 

1억 초과 2 3 - - 

<부록 표 Ⅰ-1>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소득공제(2012년, 2013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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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대상 공제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급여 규모별 52,042 103,965 52,042 13,107 

결정세액이 있는 자 45,274 96,794 45,274 12,043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   -   -  - 

2천만 이하 116 19 116 3 

3천만 이하 1,380 666 1,380 100 

4천만 이하 2,654 3,493 2,654 524 

4.5천만 이하 1,849 3,097 1,849 465 

5천만 이하 1,987 3,297 1,987 495 

6천만 이하 4,680 8,516 4,680 1,132 

8천만 이하 9,713 20,467 9,713 2,456 

1억 이하 8,387 19,915 8,387 2,390 

2억 이하 13,834 35,438 13,834 4,253 

3억 이하 449 1,238 449 149 

5억 이하 166 489 166 59 

10억 이하 45 126 45 15 

10억 초과 14 33 14 4 

결정세액이 없는 자 6,768 7,171 6,768 1,064 

1천만 이하 126 30 126 4 

1.5천만 이하 435 204 435 31 

2천만 이하 1,233 795 1,233 119 

3천만 이하 2,435 2,416 2,435 362 

4천만 이하 1,458 1,878 1,458 282 

4.5천만 이하 427 688 427 103 

5천만 이하 305 489 305 73 

6천만 이하 257 477 257 66 

8천만 이하 84 174 84 21 

1억 이하 2 4  2              - 

1억 초과 6 18  6 2 

<부록 표 Ⅰ-2>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세액공제(2014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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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대상 공제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급여 규모 404,850 684,841 404,524 84,751 

결정세액이 있는 자 384,071 665,703 383,996 81,929 

1천만 이하    - - -  -

1.5천만 이하 54   1 54   - 

2천만 이하 4,732 204 4,730 31 

3천만 이하 27,165 2,894 27,153 434 

4천만 이하 35,261 12,769 35,245 1,915 

4.5천만 이하 20,042 13,542 20,035 2,031 

5천만 이하 20,598 18,201 20,594 2,730 

6천만 이하 38,128 44,688 38,119 5,979 

8천만 이하 66,898 116,339 66,890 13,961 

1억 이하 54,930 128,613 54,918 15,434 

2억 이하 107,476 300,492 107,471 36,059 

3억 이하 5,504 17,155 5,504 2,059 

5억 이하 2,341 7,675 2,341 921 

10억 이하 765 2,562 765 307 

10억 초과 177 568 177 68 

결정세액이 없는 자 20,779 19,138 20,528 2,822 

1천만 이하 58 7 58 1 

1.5천만 이하 401 72 400 11 

2천만 이하 2,699 708 2,686 106 

3천만 이하 7,315 4,257 7,229 639 

4천만 이하 5,542 6,616 5,459 992 

4.5천만 이하 1,708 2,363 1,681 354 

5천만 이하 1,390 2,094 1,375 314 

6천만 이하 1,238 2,134 1,216 298 

8천만 이하 353 697 349 84 

1억 이하 24 61 24  7 

1억 초과 51 129 51 15 

<부록 표 Ⅰ-3> 퇴직연금계좌 납부액의 세액공제(2015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 원)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부록 Ⅱ. 우리나라의 소득공제와 소득세율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부록 표 Ⅱ-1> 근로소득공제(2016년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 산출세액 계산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4,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부록 표 Ⅱ-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016년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부록 표 Ⅱ-3>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2016년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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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부록 표 Ⅱ-4>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2016년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총연금액의 100%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부록 표 Ⅱ-5> 연금소득공제액(2016년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부록 Ⅲ. OECD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전망

<부록 표 Ⅲ-1> OECD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전망

　국가 2010-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Australia 2.9 - - - - -　
Austria 13.9 13.9 14.4 14.7 14.6 14.4
Belgium 11.8 12.7 14.7 15.2 15.0 15.1
Canada 4.9 - - - 6.3 -　
Chile 5.5 - - - 3.8 -　
Czech Republic 9.0 9.0 9.0 9.0 9.6 9.7
Denmark 10.3 8.7 8.3 8.0 7.5 7.2
Estonia 7.6 7.6 7.1 6.9 6.7 6.3
Finland 12.9 14.2 15.0 13.6 12.8 12.9
France 14.9 14.6 14.7 13.8 12.8 12.1
Germany 10.0 10.3 11.6 12.2 12.5 12.7
Greece 16.2 15.5 14.4 14.1 14.4 14.3
Hungary 11.5 9.8 8.9 9.6 10.7 11.4
Iceland 3.3 - - - 3.5 -　
Ireland 7.4 8.0 9.1 10.0 10.0 8.4
Israel - - - - - -　
Italy 15.7 15.3 15.7 15.8 14.8 13.8
Japan 11.2 10.5 - - 　- -　
Korea 1.7 　- - - 12.5 -　
Luxembourg 9.4 10.6 11.9 12.7 12.5 13.4
Mexico 1.5 　- - - 1.3 -　
Netherlands 6.9 7.1 7.7 8.3 8.1 7.8
New Zealand 5.5 - - 　- 7.3 　-
Norway 9.9 10.7 11.3 11.4 11.6 12.4
Poland 11.3 10.6 10.4 10.0 10.4 10.7
Portugal 13.8 14.6 15.0 14.8 14.4 13.1
Slovak Republic 8.1 8.0 7.6 8.1 9.1 10.2
Slovenia 11.8 11.1 12.3 14.3 15.6 15.3
Spain 11.8 11.8 11.2 11.9 12.3 11.0
Sweden 8.9 8.3 7.9 7.5 7.2 7.5
Switzerland 9.6 - - 　- 10.7 -　
Turkey 6.3 - - 　- 17.0 -　
United Kingdom 7.7 7.4 7.9 8.4 8.1 8.4
United States 4.9 - - 　- 6.1 -　

OECD 9.0 - - 　- 10.1 11.3
EU28 11.3 11.2 11.6 11.7 11.4 11.2



부록 Ⅳ. 퇴직소득세 산출 및 세제혜택

□ 가정: 퇴직금 2억, 근속연수 25년인 경우

□ 퇴직소득 = 퇴직금(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161)

○ 근속연수공제: [1,200만 원 + 120만 원 × (25 - 20)] = 1,800만 원

○ 퇴직소득 : 2억 - 1,800만 원 = 18,200만 원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18,200만 원 / 25 × 12 = 8,736만 원

□ 퇴직소득과세표준16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163)

 = [({퇴직금(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8,736만 원 - 4,520 + (8,736 - 7,000) × 55%〕

= 8,736만 원 - (4,520 + 955) = 8,736 - 5,475 = 3,261만 원

□ 환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환산퇴직소득세 = 3,261만 원 × 누진세율

= 72 + (3,261 - 1,200) × 15%

= 72 + 2,061 × 15% = 72 + 309 = 381만 원

□ 최종퇴직소득세164) = 환산퇴직소득세 / 12 × 근속연수

○ 최종퇴직소득세 = 381만 원 / 12 × 25년  = 32만 원 × 25년 = 794만 원

161)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16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163)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164) 2016년부터 변경되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부록 Ⅴ. 퇴직연금 추가 가입대상자의 연금 
세제 지원액 산출

1. 연간지원액 = 대상자 규모 × 1인당 조세지원액(연)

□ 대상자 규모: 통계청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등을 활용하

여 산출(본문 참고)

□ 1인당 조세지원액 = (생애)순세제혜택 / 납입기간

2. (생애)순세제혜택 등 세부사항  산출 과정

□ (연간)순세제혜택(tax_benf) = (생애)순세제혜택(tax_benf) / 납입기간(term_cont)

□ (생애)순세제혜택(tax_benf) = (생애)세액공제(tded) - (생애)연금소득세(tpentax) 

○ (생애)세액공제(tded) = (생애)적립액(fund)* × 세액공제율(rded_pen)**

  * (생애)적립액(fund) = (연간)납입액(ycont) × 납입기간(term_cont)
  **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12~15% 적용

○ (생애)연금소득세(tpentax) = (연간)연금소득세(ypentax) × 수령연수

(term_benf) 

－ (연간)연금소득세(ypentax) = (연간)연금소득금액(ypeninco)* × 연금소득

세율(rtax_pen) 

  * (연간)연금소득금액(ypeninco) = (연간)총연금액(ypen)** - 연금소득공제(ydeduc)***
  ** 연간총연금액(ypen) = 생애적립액(fund) / 수령연수(term_benf)
  *** 연금소득공제(ydeduc): 퇴직급여 산출방식에 따라 연간총연금액(ypen) 금액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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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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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

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

김세중·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

김세중·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

채원영 2013.12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

김석영 2014.3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

김유미 2014.4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

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김미화 2014.12



132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

이경아 2015.2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

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정봉은·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

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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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

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

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

김혜란·정승연 2016.4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

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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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

윤건용·최 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최 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

김경환·오병국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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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

이상우·최 원 2012.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

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 

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

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

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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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

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

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

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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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13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 

전성주·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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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

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

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2016-4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140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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