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여기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정책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하고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

람직한 여성 관련 연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적연금정책 효과

해외에는 매우 다양한 사적연금정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도 특성 및 환경적 요

인이 다르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납부시점의 연금정책으로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의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

할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

는 이유는,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

부 조건(예: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수준 등)만 고려한다면 동 정책의 도입에 무리가 없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 분석자료, 기초통계, 기본가정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의 기여분을 소

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배우자 

IRA나 캐나다의 배우자 RRSP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분이 소득공제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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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성 배우자의 납부보험료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한다. 여기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연금세제에서 

기여분은 2014년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적용

될 세액공제 형태는 납세 가구만 대상으로 한 경우와 면세 가구도 포함한 경우(환급형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매년 산출하는 국세통계연보이며, 동 자료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기준의 소득계층별 급여 및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살펴보

았다.

먼저 급여소득자 현황을 보면, 결정세액이 있는 자(납세자)는 전체 급여소득자의 

56.4%에 그쳐 면세자(43.6%)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면세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납세자와 면세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납세자의 총급여구간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의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비를 보면, 15.6%, 21.3%, 27.0%, 

23.2%, 12.9%였으며, 3~5천만 원 구간에서 총급여소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났

다. 결정세액 없는 자(면세자)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에서 각각 

75.8%, 13.1%, 10.2%로 나타나 급여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자가 많았다. 심

지어 급여소득이 8천 만 원을 초과하면서도 면세자가 되는 규모도 약 2천 7백 명이어

서, 고급여형 면세자87)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체 급여소득자의 

총급여구간별 구성비는 위와 동일 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각각 41.9%, 17.7%, 19.6%, 

13.5%, 7.3%였으며, 특히 2천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 중 91.7%(210만 1천 명

/229만 2천 명)가 결정세액이 있는 가입자(납세가입자)였으며, 일부(8.3%)는 결정세액

이 없는 가입자(면세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7)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는데, 총급여가 많더라
도 인적급여, 의료비, 장애인 여부 등으로 과세표준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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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급
여
소
득
자
(A)

결정세액 있는 자
(납세자)

1,559 2,133  2,695  2,321  1,291  9,998  

(15.6) (21.3) (27.0) (23.2) (12.9) (100.0)

결정세액 없는 자
(면세자)

5,871  1,012 787 70 2.7 7,742 

(75.8) (13.1) (10.2) (0.9) (0.0) (100.0)

계
7,430 3,145 3,481 2,391 1,293 17,740 

(41.9) (17.7) (19.6) (13.5) (7.3) (100.0)

연
금
저
축
가
입
자
(B)

결정세액 있는 자
(납세가입자)

1.7 33 367 910 789 2,101  

(0.1) (1.6) (17.5) (43.3) (37.6) (100.0)

<0.1> <1.5> <13.6> <39.2> <61.1> <21.0>

결정세액 없는 자
(면세가입자)

23  82 72 14 0.5 191 

(12.3) (42.8) (37.5) (7.2) (0.2) (100.0)

<0.4> <8.1> <9.1> <19.8> <17.8> <2.5>

계

25  114 439 924 789 2,292 

(1.1) (5.0) (19.1) (40.3) (34.4) (100.0)

<0.3> <3.6> <12.6> <38.7> <61.0> <12.9>

<표 Ⅴ-1> 총급여 구간별 연금저축 가입 및 급여소득자 현황
(단위: 천 명, %)

주: 1) (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2) < > 안은 ‘급여소득자 대비 연금저축가입자 비율’로 산출된 가입률(B/A×100)임

자료: 국세청(2017)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납세가입자를 위와 동일 구간으로 구분한 총급여구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각각 

0.1%, 1.6%, 17.5%, 43.3%, 37.6%로 나타났으며, 이 중 5~8천만 원 소득구간에서 가입

자 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률은 8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 61.1%로 가장 높았다. 한편, 

면세가입자를 총급여구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비를 보면 12.3%, 42.8%, 37.5%, 

7.2%, 0.2%로 나타나 2~3천만 원 구간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률(급여소득

자 대비 연금저축가입자의 비율)은 5~8천만 원 구간에서 19.8%로 가장 높았다. 납세

가입자와 면세가입자를 합한 전체 가입자의 총급여구간별 구성비는 각각 1.1%, 5.0%, 

19.1%, 40.3%, 34.4%로 나타나 5~8천만 원 구간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가입률은 

8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 61.0%로 가장 높았다.

정리하면, 면세자(연금저축을 통해 면세자가 된 경우 포함)도 2.5% 정도 절세나 노

후소득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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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9%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상당 수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면세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5~8천만 원과 8천만 원 초과 급여

소득자이면서 면세자(고급여형 면세자)인 경우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각각 19.8%, 

17.8%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면세자는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일 것이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적극

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이기는 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면세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액이 없는 면세가구는 현행 제도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더

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납세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금액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가 이들 집단의 가입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원석 

2017).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연금저축 가입 현황을 납세 여부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이에 의하면 납세 및 면세 가입자 중 남성의 비중이 각각 72.2%, 45.8%로 나타나 

전체의 70.0%가 남성이며, 여성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납부액 및 세액공제 규모

도 가입자 수의 성별 비중과 유사하였다.

구분 가입자 수 납부액 세액공제액

납세자

남성 1,518(72.2) 4,160(73.4) 518(72.6)  

여성   583   1,509   195   

계 2,101   5,669   714   

면세자

남성   87(45.8) 120(50.7) 18(50.3) 

여성 103 117   17   

계 191 237   35   

계

남성 1,605(70.0) 4,281(72.5)  536(71.6)  

여성 686 1,626   213   

계 2,292   5,907   749   

<표 Ⅴ-2> 납세 여부별 성별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십억 원, %)

자료: 국세청(2017)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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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금가입자의 70%인 남성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201

7)88)에 의하면, 2017년 남성 가구주(1,361만 가구)의 혼인상태는 유배우(1,065만 가

구, 78.3%), 미혼(187만, 13.7%), 이혼(75만, 5.5%), 사별(34만, 2.5%)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 가구주 가구의 유배우율 78.3%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을 가입한 남성 가

구주 중 최대 78.3%만 여성 배우자에 의한 추가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가구 수 1,361   187 1,065 34 75 

구성비 (100.0) (13.7) (78.3) (2.5) (5.5)

<표 Ⅴ-3> 남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2017년 기준)
(단위: 만 가구,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p. 14

이제 이러한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남성은 소득활동 배우자(가구주)로 하고 이들의 여

성 배우자는 무소득자(전업주부)로 간주한다. 이를 고려하면, 연금저축 전체가입자 

229만 명 중 남성이 70%(<표 Ⅴ-2> 참조)이고 유배우율 78.3%(<표 Ⅴ-3> 참조)를 적용

하면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될 여성 배우자 최대 가입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가입

률로 표현하면, 국세통계연보의 결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여성 배우자 중 21.0%, 면

세자의 여성 배우자 중 2.5%가 최대로 추가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둘째, 여성 배우자는 소득활동 배우자(가구주)의 부담에 의해 IRP 제도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여성 배우자가 가입할 IRP의 보험료 월납액은 국세통계연보상 소득

계층별 평균 납부액(2016년 기준)으로 한다. 즉, 이들은 남성 배우자의 납부액과 동일

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세액공제는 현행 연금세제 체계를 고려하되 남성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12%를, 그 미만인 경우는 15%를 적용한다. 다만, 

88)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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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비중은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득계층별로 산출된 세액공제의 

평균을 활용한다.

넷째, 세액공제액은 IRP 퇴직연금계좌로 적립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동 가정은 영국

이나 뉴질랜드에는 세금 환급금을 IRP 계좌에 넣어주는 기능을 참고한 것으로,89)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한 가처분소득이 은퇴시점까지 이연되어 노후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따라서, 세액공제분 만큼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액/납부액)가 발생하게 된다. 

즉, 사적연금의 경우 수지상등을 원칙으로 하므로 납부액의 현재 가치는 급여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부액(혹은 급여액)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액인 세액공제액 만

큼은 연금소득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의 증가분을 연금소득개선효

과로 보았다.

다섯째, 재정지출은 IRP에 가입한 여성 배우자 규모에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산출한

다. 재정지출에 적용되는 여성 배우자 규모는 가입률을 50%, 100%의 두 가지 경우로 

하여 산출한다.

나. 분석결과

1) 세액공제만 허용 시: 면세자 제외 효과

동 방식은 현행과 같이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일하

나, 세액공제 허용 범위 내에 전업주부의 납부액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동 원리는 미국

의 배우자 IRA, 캐나다의 배우자 RRSP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방식에 

의한 추가 대상자의 최대 규모(추가 가입 전업주부)는 납세자이면서 가입자(납세가입

자)인 210만 1천 명에서 남성 가구주 비율(70%)과 이들의 유배우자 비율(78.3%)을 적

용한 115만 1천 명이 된다.

<표 Ⅴ-4>에서 추가 가입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앞의 가정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남성 배우자인 가구주(납세자)의 평균 납부액과 동일한 269만 9천 원이고 이로 

89) http://retirement.miraeasset.com /contents/167B4F963E057492E0530100007FA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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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4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2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소득자의 결정세액은 4만 9천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동 소득계층의 세액공제액 3만 6천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는 해당 집단에서 1만  

3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석결과 동 집단

의 여성 배우자가 추가로 납부할 경우 모두 세액공제 대상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2천만 원 이상 과세표준 소득자의 결정세액을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추정된 추

가 세액공제액보다 많은 결정세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 따라서 2천만 원  

이상 과세표준 소득자 집단에서도 여성 배우자의 추가적인 납부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의 가정에서 설정한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를 추정하

면 12.6%가 된다.

연간 재정지출효과를 살펴보면, 추가 가입 대상인 여성 배우자가 모두 가입(115만 1

천 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3천 91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대상자의 

50%만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1천 960억 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90) 각 소득계층별 2016년 기준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4만 9천 원, 2~3

천만 원은 19만 3천 원, 3~5천만 원은 92만 원, 5~8천만 원은 299만 8천 원, 8천만 원 
초과는 1,621만 6천 원, 전체는 308만 6천 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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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총급여자 수 7,430 3,145 3,481 2,391 1,293 17,740

1인당 총급여액(A) 10,539 24,826 39,074 63,460 120,593 33,827

납세가입자 수(전체) 1.7 33 367 910 789 2,101

납세가입자 수
(남성 가구주)

1.2 23 257 637 552 1,470

여성 배우자 
가입자 수(B)

0.9 18 201 499 432 1,151

여성 배우자 평균납부액(C) 237 884 2,062 2,650 3,132 2,699

여성 배우자 세액공제액(D) 36 133 309 329 376 340

연금소득개선효과
(D/A×100)

15.0 15.0 15.0 12.4 12.0 12.6

연간
재정지출

1)

(10억 원)

100% 가입 0.03 2.4 62.2 164 163 391 

50% 가입 0.02 1.2 31.1 82 81 196 

<표 Ⅴ-4>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효과
(단위: 천 원, 천 명, %)

주: 1) 연간 재정지출은 B×C에서 단위를 10억 단위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B에서 배우자의 가입률을 각각 
100%, 50%로 설정하여 산출함

      2) 연금소득개선효과는 세액공제액(D)/평균납부액(C)의 비율로 산출함
      3) 배우자 가입자 수(B)=연금저축 가입자 수×70%×78.3%

      4)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납세자 중에서 가입자 수로 설정함

2)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면세자 포함 효과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은 앞에서와 유사한 방법이나 전업주부의 납부액이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수준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면세자의 

가입률이 2.5%인 상황에서 환급형 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면세자의 배우자도 그 

만큼 납부할 것으로 가정하면, 배우자의 가입률인 2.5%만큼 추가적으로 가입 규모가 

증가되고, 재정지출은 5%(면세자 2.5%와 배우자 2.5%)의 가입자 증가에 상응하는 재

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최대 규모는 전체 가입자 229만 2천 명에 남성 가구주 비율(70%)

과 이들의 유배우자 비율(78.3%)을 적용하면 추가 가입대상 전업주부 규모는 125만 6

천 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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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에서 추가 가입한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

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57만 8천 원,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2만 7천 원으로 추정

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는 12.7%로 산출되었다.

연간 재정지출효과를 살펴보면, 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125만 6천 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4천 110억 원 정도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대상 배우자의 50%만 가입

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2천 50억 원 정도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총급여자 수 7,430 3,145 3,481 2,391 1,293 17,740

1인당 총급여액(A) 10,539 24,826 39,074 63,460 120,593 33,827

연금저축 가입자 수 25 114 439 924 789 2,292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구주) 18 80 307 647 553 1,604

배우자 가입자 수(B) 14 63 240 506 433 1,256

배우자 평균납부액(C) 356 953 1,999 2,640 3,132 2,578

배우자 세액공제액(D) 53 143 300 328 376 327

연금소득개선효과
(D/A×100)

15.0 15.0 15.0 12.4 12.0 12.7

연간
재정지출

1)

(10억 원)

100% 가입 0.73 9.0 72.1 166 163 411

50% 가입 0.37 4.5 36.0 83 81 205

<표 Ⅴ-5>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전체)
(단위: 천 원, 천 명, %)

주: 1) 연간 재정지출은 B×C에서 단위를 10억 단위로 조정하여 산출하고 B에서 배우자의 가입률을 각각 100%, 

50%로 설정하여 산출함
  2) 연금소득개선효과는 세액공제액(D)/평균납부액(C)의 비율로 산출함
  3) 배우자 가입자 수(B)=연금저축 가입자 수×70%×78.3%

  4)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납세자 및 면세자 모두를 고려하여 가입자 수로 설정함

이러한 연금소득효과와 재정지출효과를 과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연금소득효과를 비교하면, 납세자는 12.6%, 면세자는 14.8%로 면세자가 

2.2%p 높은 소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재정지출효과를 비교하면, 대상

자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100% 가입) 납세자에 지원되는 금액은 3천 

910억 원, 면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9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면세자 중 추



98 연구보고서 2018-20

가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추진할 경우 면세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천만 원 

이하
2~3천만 원 3~5천만 원 5~8천만 원

8천만 원 
초과

전체

납세자

연금소득개선효과 15.0 15.0 15.0 12.4 12.0 12.6

연간
재정지출
(10억 원)

100% 가입 0.03 2.4 62.2 164 163 391 

50% 가입 0.02 1.2 31.1 82 81 196 

면세자

연금소득개선효과 15.0 15.0 15.0 13.4 12.0 14.8

연간
재정지출
(10억 원)

100% 가입 0.70 6.6 9.8 2.0 0.1 19.2 

50% 가입 0.35 3.3 4.9 1.0 0.0 9.6 

전체

연금소득개선효과 15.0 15.0 15.0 12.4 12.0 12.7

연간
재정지출
(10억 원)

100% 가입 0.73 9.0 72.1 166 163 411

50% 가입 0.37 4.5 36.0 83 81 205

<표 Ⅴ-6> 배우자 기여분의 연금소득개선 및 재정지출효과
(단위: %, 십억 원)

주: 납세자와 면세자에 대한 세부적 결과는 부록을 참조바람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가. 연금정책 기본방향

여성 관련 연금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해외사례, 통계적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할 때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정책이 수

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 여건이나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관련 연구

기관 및 전문가들에 의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동시장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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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제도의 개선 논의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사적연금정책의 개선 방향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시장과 공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육아 등 사회적으로 기여행위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여 연금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근로친화형 노동시장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근로친화형 노동시장 정책은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워

라벨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워라벨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문제는 여성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남성 배우자

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

의 원동력은 여성의 경활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남성 배우자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확

대했고, 스웨덴 정부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91) 

또한 재정적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활용하여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

력단절 기간을 충분히 회복하거나, 사내 복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등에서 여

성의 사적연금 기여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여성정책 수준은 충족될 수 있도록 조

치할 필요는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성 관련 공적연금을 추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역할이 낮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최소한 선진국의 개선 노력만큼은 추진해 갈 필요는 있다. 한편, 우리나라

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빠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성별 격차

91) 조선비즈(2017. 10. 09), “스웨덴 성공 비결은 ‘아버지 의무 육아휴가제’...“여성 경제활동 
늘리니 출산률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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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저히 크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는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공적연금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문제는 향후 선진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의 협조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에서는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

1)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등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

앞의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연금의 가입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갖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 근로자 위주의 가입에서 전업주부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연금으로 역할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범위 확대과정에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이 배우자 IRP의 기

여금에 대해서 소득활동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허용해주거나, 일본과 같이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수급 시 연금세제 혜택을 받도

록 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정책적 지

원은 약하나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노후소득보장

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17년 7월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

을 허용한 IRP 제도에 대해 전업주부의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책의 실효

성을 위해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혹은 보조금 정책이 수반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제혜택 혹은 보조금 정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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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의 제도화 및 종신연금화 유도

앞서 살펴본 미국,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분할연금은 단순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이외에 연금제도

의 이념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재산권적 성격이 아니라 사회보장권까지 고려되어 퇴

직연금의 분할연금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퇴직연금의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연생연금화됨으로써 유족배우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분할연금 

및 연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여성 관련 연금

을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

만, 종신연금 급여수준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재원은 일시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강화하여 그 납세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Spousal RRSP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배우자의 기여금에 대한 세

제혜택을 주는 이유가 여성 노후 연금수급권 획득(71세 이후 연금수급권자의 자격을 

얻음)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관련 사적연금에 있어서 지원과 함께 종

신연금화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의 노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가 여성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 관련 연금의 종신연금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세제혜택 및 보조금 강화 정책

앞서 살펴본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 허

용은 납부단계 및 수급단계에 적용되는 여성 관련 세제 혜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미 주요 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들로 우리나라에 적용 시 여성의 노후소득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

과를 검토하였다.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볼 때 현재의 남성 가입자의 배우자만 가입 대상자로 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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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인식 및 노후자산으로 연금의 가

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될 경우 가입하지 않은 남성 및 여성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방향에 따라 가입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관련 IRP(이하 개인연금 포함) 상품개발에 있어 현행 세제혜택

을 확대한 세제적격(보조금 포함) 및 세제비적격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업주부가 가입한 IRP에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환급

형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연금형

태의 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적립금 과소, 부득이한 경우92) 등)으로만 일시금을 

수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동 세액공제 금액이 연금계좌에 다시 

적립되도록 하면 보다 강화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 및 육아기간 등 사회적기여 기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재정으로 인한 추

가적인 공적 지원이 어렵다면, 선진국(칠레 등)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인

정해 주고 향후 수급 시 고용보험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를 위해

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활성화된다면 앞에서 추적한 노후소득보장 수준보다 높

은 정책적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지원을 공적연금제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러나, 공적연금제도는 복지제도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어 복지제도의 불가역성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정책은 세제개편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

금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92) 부득이한 경우는 현행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주택마련, 파산 등)과 유사한 조건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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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간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55세로 

설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의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물론 동 취지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

약한 여성에 대해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기초로 발생하는 유족연금도 자연스럽게 60세 이후로 하되 이전

에 수급을 원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두어 저리대출 형태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설정함으로써 공·사연금제도 간 유기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여성의 경우 남편 사망 이후 홀로 남게 되는 기간에 대한 노후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65세 이전보다는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방

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전에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는 퇴직연

금과 같은 노후소득원의 활용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해소해 가는 전략이 요

구된다.

물론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 수급조건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

대급부로 앞에서 설명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강온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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