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해외의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특성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소나마 유사한 세

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적

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미국

가. 사적연금제도와 세제

미국의 사적연금은 대부분 직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퇴직급여)의 기본적인 납입금은 법에 의해 고용

주가 부담하는 데 반해 미국 퇴직연금의 고용주 부담금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다.10)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연금저축 혹은 IRP 추가 납입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직종에 따라 이름과 세제혜택 한도가 부여된다. 대표적인 사적

연금으로는 401(k), 403(b), IRA, SEP IRA, SIMPLE 등을 들 수 있다. 

10) 단,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의 추가납입액 및 IRP 추가납입액은 가입자가 납입수준을 

결정하고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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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1(k)

401(k)11)는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은퇴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립금

은 고용주 기여금(Defined Contribution)과 본인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는 본인 추가

납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과 본인납입금의 세제혜택 한도는 매년 새롭

게 정해지는데 지난 3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고용주 기여금과 본인납입금을 합쳐 401(k) 계좌에 적립이 가능한 연간 세제혜택

의 최대한도(Defined Contribution Limit)는 54,000달러이다. 이 중 본인의 의사에 따

라 임의로 납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Elective Deferrals)는 18,000달러

이다. 그리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6,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

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401(k)에 가입된 50세 이상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

직연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본한도 18,000달러와 

Catch up Contribution에 의한 6,000달러를 더한 24,000달러가 된다. 하지만 예를 들

어 회사에서 40,000달러를 기여할 경우 회사가 납입하는 기여금과 본인이 납입하는 

납입금의 총합이 54,0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므로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본인

납입 세제혜택 한도는 24,000달러가 아닌 14,000달러가 된다.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403(b)가 운

용되고 있다. 403(b)의 세제혜택 한도는 401(k)와 대체로 동일하다. 

2) SIMPLE IRA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 

퇴직연금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100명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이다. 401(k)의 본인 추가납입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SIMPLE IRA 계

11)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401조 k항(Subsection 401(k))에 규정된 내용을 

의미함. 하지만 401(k)는 이미 미국의 퇴직연금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로 쓰이는 만큼 본

고에서도 퇴직연금의 한 종류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함



26 연구보고서 2017-19

좌에 납입금을 추가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는 12,500달러이며 

50세 이상자의 경우 Catch up Contribution을 적용받아 3,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제혜

택 한도가 주어진다.

3) IRA

IRA는 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한 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세제혜택 한도 5,500달러 내에서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7년 기준으로 1인

의 경우 연소득이 62,000달러보다 낮은 경우 IRA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고, 연소득이 62,000달러 이상~72,000달러 미만인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

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72,000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부

공동의 경우 연소득이 99,000달러 이하이면 IRA 한도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고, 99,000달러 이상~119,000달러 미만이면 납입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119,000달러 이상이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SEP

SEP IRAs(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는 IRA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

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제도이다. 자영업자 혹은 가입 자격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SEP IRA에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SEP IRA의 가입 자격은 21세 이상인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며, 고용주가 1

년에 최소 600달러 이상을 근로자의 SEP IRA에 납입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

을 만족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SEP IRA에 가입할 수 있다. 

SEP IRA 가입 근로자는 연소득의 최대 25%(혹은 최대 54,000달러)까지 소득공제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00달러인 SEP IRA 가입자의 경우 연소

득의 25%는 100,000달러지만 동 가입자의 세제혜택 한도는 54,000달러이므로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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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납입해 주는 기여금의 경

우 최대 270,000달러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ESOP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사주 제공 

프로그램으로 미국퇴직연금법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이다. 미국 세법에 따라 근로자

에 대한 자사주 제공에 대해 연간 215,000달러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5년간 한도는 

1,080,000달러이다. 

6) Catch up Contribution

미국정부는 2001년부터 장년층 노후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부여하는 Catch up Contribution을 도입하였다. Catch up 

Contribution 적용으로 50세 이상자는 연간 401(k)와 403(b)에 6,000달러까지 추가적

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IMPLE IRA plan의 경우 연간 3,000달러, 그리고 IRA

의 경우 연간 1,000달러까지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0세 이

상 401(k) 가입자는 401(k)에 기본 세제혜택 한도 18,000달러에 Catch up 

Contribution 6,000달러를 더해 최대 24,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IRA가

입자는 기본 한도 5,500달러에 Catch up Contribution 1,000달러를 더해 최대 6,500달

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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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2016 2015

IRAs

IRA 한도 5,500 5,500 5,500

IRA Catch-up Contributions 1,000 1,000 1,000

IRA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소득기준

부부공동 99,000 98,000 98,000

단독 62,000 61,000 61,000

SEP

SEP 최소      600      600      600

SEP Maximum Contribution   54,000   53,000   53,000

SEP Maximum Compensation 270,000 265,000 265,000

SIMPLE Plans

SIMPLE Maximum Contributions 12,500 12,500 12,500

Catch-up Contributions   3,000   3,000   3,000

401(k), 403(b), Profit-Sharing Plans, etc.

Annual Compensation 270,000 265,000 265,000

Elective Deferrals   18,000   18,000    18,000

Catch-up Contributions     6,000    6,000     6,000

Defined Contribution Limits   54,000   53,000    53,000

ESOP Limits
1,080,000
   215,000

1,070,000
   210,000

1,070,000
   210,000

<표 Ⅲ-1> 최근 3년간 미국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단위: 달러)

자료: IRS(2017)

7) Saver's Credit12)

Saver's Credit은 저소득층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원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Saver's Credit 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401(k), 403(b), 퇴직연금 및 IRA 등의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수혜자는 18세 이상이고 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아

12) 공식명칭은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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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등의 부수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풀타임 학생의 경우 Saver's 

Credi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aver's Credit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Saver's Credit의 세액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금의 10%, 20%, 5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데, 부부가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Tax Filing) 시 연소득이 37,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

액공제율은 50%를 적용한다. 연소득이 37,000달러 초과 40,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

액공제율은 20%, 그리고 연소득이 40,000달러 초과 62,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율은 10%이다. 그리고 연소득이 6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aver's Credit의 혜

택을 받지 못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단독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연소득 27,75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50%, 30,000달러 이하인 경우 20%, 

46,500달러 이하인 경우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없

는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연소득 18,500달러 이하인 경우 공제율 50%, 연소

득 20,000달러인 경우 공제율 20% 그리고 연소득 31,000달러인 경우 공제율 1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Saver's Credit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는 사적연금 납입액

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Saver's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액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및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2,000달러이며 개인의 경우 1,000달러이다. 

공제비율 부부합산 세대주 단독 부양가족 없는 개인

납입금의 50% ~37,000 ~27,750 ~18,500

납입금의 20% 37,001~40,000 27,751~30,000 18,501~20,000

납입금의 10% 40,001~62,000 30,001~46,500 20,001~31,000

공제불가 62,000 초과 46,500 초과 31,000 초과

<표 Ⅲ-2> 2017년 기준 조정총 소득(AIG)에 따른 Saver's Credit
(단위: 달러)

자료: IR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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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와 한계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립

금 규모는 1990년 3,850억 달러에서 2000년 1조 7,390억 달러로 4.5배 성장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현재 4조 6,5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 도입된 Catch up Contribution과 2002년 도입된 Saver's Credit과 같은 사적연

금 증대 정책은 미국 사적연금 자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 미국 401(k) 적립금 추이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 및 노동부자료 재인용

1) Catch Up Contribution

Catch up Contribution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은퇴가 임박한 중·고령자들의 연금자

산 적립을 돕기 위해 5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제혜택 한도를 제공하는 제

도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401(k) 등에 가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는 납입액에 대해 

기본 세제혜택 한도 18,000달러 이외에 추가로 6,000달러까지 세제혜택(소득공제혜

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미국 401(k)의 적립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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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최근 Rutledge(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

제주체는 Catch up Contribution 대상인 50세 이상의 401(k) 등 퇴직연금 가입자 중 

기존 퇴직연금 납입금이 많고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의 본인부담 납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후 연령별 및 납입액 수준별 추이

자료: Rutledge(2015) 

<그림Ⅲ-2>에서 보면 상단의 진한 실선은 50~53세 가입자 중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이전 사적연금 납입액이 세제혜택 한도를 한 번이라도 충족시켰던 

그룹의 평균 납입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회색실선은 46~49세로 제도 도입 이전 사

적연금 납입액이 세제혜택 한도를 충족시킨 경험이 있지만, Catch up Contribution의 

대상자가 아닌 그룹의 평균 납입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점선으로 표현된 사

적연금 세제혜택의 한도액을 한 번도 충족시킨 경험이 없는 그룹은 Catch up 

Contribution 도입 전후의 사적연금 저축 추이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사적연금 납입액이 한도를 채운 적이 있는 Catch up Contribution 적용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두 계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세제혜택 추가부여(Catch up Contribution) 

이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책효과를 받는 대상자들인 고연령층이 정책에 반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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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주로 퇴직급여에 대한 의식이 높고, 높은 소득으로 저

축여력이 큰 계층이 정책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Catch up Contribution 인지도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 15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자의 52%만이 제도를 알고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그림 Ⅲ-3> Catch up Contribution 연도별 인지도

자료: Transamerica(2016)

2) Saver's Credit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aver's Credit은 소득수준별로 최대 50%까지 차등화된 세

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명목상으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장점

이 있으나, 기 산출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과세미달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5년 기준 전체 신청자 7,350만 명 중 Saver's Credit의 수혜를 받은 신청자의 숫

자는 2,390만 명으로 수혜율은 32.3%의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인 세액공

제율 50% 대상자의 Saver's Credit 수혜율은 신청자의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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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해서는 과세미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13)

세액공제율 수혜자 신청자 수혜율

50% 13.3 48.1 27.6

20%  2.1  3.6 58.3

10%  8.4 21.8 38.5

합계 23.9 73.5 32.3

<표 Ⅲ-3> Saver's Credit 수혜자 수와 과세미달자
(단위: 백만 명, %)

자료: RSP(2008) 수록 자료를 재구성

Catch up Contribution과 마찬가지로 Saver's Credit 역시 제도 시행 15년이 지났지

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Saver's Credit 제

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새천년세대

의 38%, X-세대의 30%,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29%가 Saver's Credit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Saver's 

Credit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응답자 중 약 26%만이 

Saver's Credit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의 수혜를 받을 가

능성이 높지 않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자의 제도 인지율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14)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13) Orszag(2004)

14) 16th Annual Transamerica Retiremen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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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소득수준별 Saver's Credit 인식률

자료: 17th Annual Transamerica Retirement Survey

2. 영국

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영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제도로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

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탈퇴를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Auto Enrollment)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전액 부담하지

만,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의 절반은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본인이 스스로 본

인급여의 일정부분을 연금자산으로 적립하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

리나라의 연금저축과 유사하다. 

1) 제도 도입 개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연금에 자동가입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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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2008년 연금법(Pension Act, 2008)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에 자동으로 가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10월부터 250명 이상 사

업장을 시작으로 2014년 4월부터는 50명 이상 250명 미만, 2015년 8월부터는 30명 이

상 50명 미만,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0명 미만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 시행 시기

250명 이상 2012.10.10~2014.2.1

50명 이상~250명 미만 2014.4.1~2015.4.1

30명 이상~50명 미만 2015.8.1~2015.10.1

30명 미만 2016.1.1~2017.4.1

<표 Ⅲ-4>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시기 및 규모

자료: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 홈페이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적격근로자만 퇴직연

금 자동가입제도의 대상이 된다. 적격근로자 조건으로는 첫째, 22세 이상 국가연금 

수급개시 연령15)(State Pension Age, 이하 SPA) 미만일 것, 둘째, 영국에서 근로할 것, 

셋째, 연 수입 1만 파운드 이상일 것 등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자동

가입 적격근로자로서 퇴직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나이와 소득에 따라 임

의로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격을 갖는 근로자도 있는데, 임의가입 조건으

로는 첫째, 16세 이상 7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5,824파운드 이하인 근로자 혹은 둘

째, 16세 이상 74세 미만 10,000파운드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기준 충족 16~21세 또는 

SPA~74세 미만인 근로자를 들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

주는 퇴직연금 제공 의무를 가지며 해당 법으로 정해진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기간 내에 퇴직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15) 1970년 4월 5일 이전 출생자는 65세, 1970년 4월 6일 이후 1978년 4월 5일 이전 출생자

는 현재 출생 시기에 따라 67세에서 68세 사이, 그리고 1978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는 

68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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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퇴직연금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탈퇴 의사를 표명하면 퇴직연금에서 탈퇴(Opt 

out)가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에서 탈퇴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향후 퇴직연금 재

가입의사를 밝힐 경우 퇴직연금에 재가입(Re-enrollment)할 수 있다.

소득
나이

16~21 22~SPA SPA~74

5,824 미만 적격근로자(Entitled worker)

5,824 이상~10,000 미만 비적격근로자(Non-eligible jobholder)

10,000 이상 비적격근로자 비적격근로자 비적격근로자

<표 Ⅲ-5> 퇴직연금 임의가입 대상 분류 
(단위: 파운드)

자료: The Pensions Regulator(2017), “Detailed guidance for employment”

현재 퇴직연금 자동가입 기여율은 근로자 연소득의 2%이며, 이 중 본인부담률은   

0.8%, 사업주 부담률은 1%,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0.2%이다. 2018년 4월부터 전체 기

여율은 연소득의 5%로 인상되며, 본인기여율은 2.4%, 고용주 기여율은 2%,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0.6%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이후 전체 기여율은 8%까지 

증가하며, 이 중 본인기여율은 4%, 고용주 기여율은 3%,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1%로 

인상될 예정이다.

구분 근로자 고용주 정부 계

~2018.3 0.8 1 0.2 2

2018.4~2019.3 2.4 2 0.6 5

2019.4 4 3 1 8

<표 Ⅲ-6> 연간 총 소득 대비 퇴직연금 기여율 변화
(단위: %)

자료: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 홈페이지

2) 퇴직연금 미제공 시 벌금부과 및 NEST 도입

퇴직연금 자동가입 당사자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을 결정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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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금 기여금의 상당부분을 납입하는 주체는 사업주이다. 따라서 자동가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자동가입 기간 내에 퇴직연금을 제공하

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날짜만큼 하루당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하루당 벌금 규모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 수 1~4명의 사업

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지연 시 하루당 50파운드, 4~49명은 하루당 500파운드, 

50~249명은 하루당 2,500파운드, 250~499명은 하루당 5,000파운드, 그리고 500명 이

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당 10,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점증적 벌금체계

(Escalating Penalty Notice)는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주에게 충분한 부담을 지울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규제당국은 이러한 벌금 체계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정

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6)

직원 수 하루당 벌금

1~4인       50

4~49인     500

50~249인   2,500

250~499인   5,000

500인 이상 10,000

<표 Ⅲ-7> 퇴직연금 미제공 시 벌금
(단위: 파운드)

자료: The Pensions Regulator (2016),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성과

1)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2017년 4월 기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대상 근로자 수는(Eligible jobholders) 779

16) The Pensions Requlator(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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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까지 증가했고,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2012년 이후 영국의 퇴

직연금 가입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2%에서 2012년에 55%까지 감

소하였으나,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시행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에는 78%에 달하였다.17)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부문 89 88 88 90 91 91 92

민간부문 44 42 42 46 63 70 73

합계 58 56 55 58 70 75 78

<표 Ⅲ-8> 영국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단위: %)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납입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금은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전 감소하다가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747억 파운드에서 2016년 871억 파운드로 빠르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적연금 39.1 37.4 36.6 37.9 37.4 38.9 40.7

사적연금 38.4 37.3 38.1 39.8 43.0 44.4 46.4

전체 75.7 74.7 74.7 77.7 80.4 83.3 87.1

근로자 20.2 19.3 20.1 22.5 24.3 25.3 26.2

사용자 50.4 49.5 48.2 47.6 48.1 49.6 52.1

정부 5.8 6.0 6.3 7.5 8.0 8.4 8.8

<표 Ⅲ-9> 영국의 퇴직연금 납입금 증가 
(단위: 십억 파운드)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17) 가입자 수는 2005년 1,200만 명에서 2012년 1,07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 

1,51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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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명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되는 

2014년에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4%로 2013년 53%에 비해 크게 증가하

였다. 또한, 50명 이상 250명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적용되는 2014년부

터 2015년 사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5%에서 7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5~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

연금 도입률도 자동가입제도 적용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30명 미만 사

업장의 경우 자동가입 완료기한이 2017년까지이므로 2016년 현재 가입률이 대형사

업장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5> 영국의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소득계층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

하였다. 특히, 연소득 10,000~20,000파운드의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률이 제도 도입 

전 2012년 34%에서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소규모 사

업장 및 임시직 등 기존 제도의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이 자동가입제도

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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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영국의 소득수준별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남·여 민간근로자의 연금 가입률 차이도 상당

히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민간부문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금 가입률

은 각각 44%와 39%로 5%p 차이가 났으나, 자동가입제도 도입 이후 2016년에 두 성별

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73%로 같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7>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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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에 따른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한 가운데, 20대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되기 

전인 2012년에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24%였지만 2016년에는 68%로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그림 Ⅲ-8> 연령별 민간부문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반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영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

동가입제도 도입으로 근로자(피고용인)는 전체 납입금의 절반만을 본인이 부담하나, 

자영업자는 정부보조금 1%p를 제외한 7%p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

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동 가입된 퇴직연금을 유지할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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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근로형태별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6 to 2016)

2)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이해도 변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유 중 하나로 제도 시행 관련자 및 

대상자들의 높은 제도 인지 및 이해도를 들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 중개업자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률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과 회사 회계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가 높다는 것은 자동가입

제도 적용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자 유형 인식도 이해도

투자자문역 100 96

급여관리자 98 95

회계사 97 91

회계 담당자 99 98

<표 Ⅲ-10> 2016년 금융중개업자의 인식 및 이해도
(단위: %)

자료: Automatic enrollment commentary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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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 시행 이전부터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의 필요가 컸던 소규모 사업장 사

용자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에 대한 인식률과 이해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년 61%에 불과했던 4인 이하 사업장 고용주의 자동가입제도 인식률은 해

당 사업장이 퇴직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되기 직전인 2016년 79%까지 증가하였다. 그

리고 고용주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정도인 제도 이해도 

역시 2013년 35%에서 2016년 60%까지 제고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74%였던 인식률은 2015년 88%까지, 그리고 이해도 역시 2013년 40%에서 2015년 

59%까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연금제도 인식률 

주: 5~29인 사업장의 조사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으며, 5~49인 사업장은 2015년 이후 보고되지 않음

자료: DWP(2016), Employer automatic enrolment research spr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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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연금제도 이해도

주: 5~29인 사업장의 조사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으며, 5~49인 사업장은 2015년 이후 보고되지 않음

자료: DWP(2016), Employer automatic enrolment research spring 2016

3) NEST(National Employees Savings Trust)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

회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규모가 작아 수익이 적거나 퇴직연금 제공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설정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후원을 

통해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이하 NEST)를 설립하였다. NEST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국 노동청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공공 퇴직연금 회사이다. 중소기업 퇴직연

금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공 퇴직연금 회사이지만 NEST 가입을 위한 회사 규모 등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18)

NEST의 장점 중 하나는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함께 수수

18)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이 NES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퇴

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이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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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체계가 투명하고 수준 역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NEST는 연간 납입금에 대해 

1.8%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간 0.3%의 적립금 운용수수료를 부

과한다. 예를 들어 현재 9,000파운드가 퇴직연금 계좌에 있고 새로 1,000파운드를 적

립할 경우,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18파운드와 기존적립금과 납입금의 합인 10,000파

운드에 대한 운용수수료 30파운드를 합한 48파운드가 연간 수수료가 되어 총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0.48% 수준에 불과하다.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역은 NEST 홈페이지

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민간금융회

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takeholder Scheme 혹은 연간 운용수수료 0.5% 비해 

낮은 수준이다. Stakeholder Scheme의 경우 만기 시 전체 적립금 및 수익금 대비 87%

가 가입자의 몫이 되며, 적립금 대비 0.5%의 수수료 부과 시 93.4%가 가입자의 몫으

로 돌아가는 데 반해 NEST의 경우 94.2%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19) 

2016년 3월 기준 NEST 가입근로자는 32만 명을 넘었고, NEST를 통해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수는 8만 6천 곳을 넘었으며, 8.27억 파운드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다. 이는 2015년 기준 근로자 2만 명, 사용자 1만 4천만 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20)

3. 소결

자발적인 연금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은 전체 연금

자산의 규모를 증가시키며,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연금자산 축적에 도움을 준다는 점

이다. 앞서 살펴본 국내 사례에서 보듯이 중산층의 경우 은퇴로 인해 근로소득이 사

라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제혜

19) NEST 홈페이지( http://www.nestpensions.org.uk/schemeweb/nest/aboutnest/nest-charges.html)

2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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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한도 상향은 고소득층의 연금자산 확대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한 노후 

빈곤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제혜택 상한의 상향 조정 혹은 세액공

제 방식이 저소득층의 연금자산 적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제혜택 

한도 상향의 경우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적

용의 경우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은 감면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연금

자산 적립유인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시행 이후 사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입방식과 보조금 지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사업자와 정부가 연금 적립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과세미달자에게도 동일한 연금자산 적립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자동가입 이후 탈퇴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와 달

리 사업주로부터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퇴직연

금 가입률은 제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과 사업주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퇴직연금 지원금이 영국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탈퇴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입방식 역시 자동가입 후 탈퇴가 가능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나 결정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동가입 방식의 가입률 제고 효과는 뉴질랜드 키위플랜 

자동가입제도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연금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하

고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401(k)는 퇴직연금이지만 본인이 세제혜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저축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영국의 퇴직연금 역시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유

로운 탈퇴 및 재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금도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퇴직연금계

좌에 적립금으로 납입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연금저축과 유사하다. 따라서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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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연금저축 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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