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 현황 및 문제점

여기 제3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수급권보호 규정이 우리나라 퇴직연

금 지배구조 계약형에서 어떻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수급

권보호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용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현황과 실태를 기초로 할 때 수급권보호 정책 마

련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고 과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지 지배구조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현황: 법체계 중심

가. 책임준비금 평가(부담금 계산)

근퇴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정한 책임준비금 산정을 위해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과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방식을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즉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입각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속성상 사망률, 

퇴직률,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다양한 가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별지에 속하는 연금계리기준에서는 부담금 산출이율을 

“기준이율±1%”로 정하고 있으며 예정퇴직률의 경우 부담금 산출 시 300명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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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또는 경험퇴직률 산출･적용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

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계별 경험퇴직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경험임금인상률 산출･적용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계별 경험승급률 및 경험임금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승급률과 임금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연금규약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

원조달방식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12).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지급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의 평가(부담금평가방식)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산출절차 및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고 산출하여야 하는

지, 연금세제상의 인정범위 등은 어떠한지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의 

책임준비금 평가가 되고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 평가 시 사용자가 보험계리사와 협의

하여 평가방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율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나. 재정 검증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퇴법에서는 최소적립금을 법으로 규정

하여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기업의 파산 혹

은 재정악화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미지급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적정수준의 퇴

직급여를 사외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근퇴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DB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적립금 수준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정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2) 금융감독원(2015), p. 62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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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제16조 1항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수준이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13)과 비계속 

기준 책임준비금14) 중 큰 금액의 80% 이상(2018년 현재 기준) 수준이며 이후 2019년 

말까지 90%, 2021년초부터는 10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15) 즉, 최소적립금 

산출방식은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80% 이상이다(<표 Ⅲ

-1> 참조).

구분 관련 내용
관련 
규정

검증 기준  비계속기준, 계속기준
제16조 

1항

최소적립금
- 기준 책임준비금의 80% 이상( 2018년 기준) 

  ∙ 기준책임준비금: Max(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표 Ⅲ-1> 근퇴법상의 재정 검증기준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예측단위 적립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

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속기

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6) 

재정 검증 시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

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

13)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담금 수
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의미함

14)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
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의미함

15) 최소적립비율의 상향조치는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됨

16) 2011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서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이자율, 퇴직률 등 
계산기초율을 바탕으로 부채를 산출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ost Method)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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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과거근무기간 소급 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평균 과거근로기간×A)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B]

가입기간 전체

         A: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B: 근퇴법 제16조 1항에서 정한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 
     연수

가입 후 연차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 -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 -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 - 100분의 80

<표 Ⅲ-2> 과거근무시간 소급 시 DB형 법정최소적립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2018)

또한 과거근무시간을 소급하여 도입하는 경우 적립금은 법정최소비율 범위 내에서 

과거근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적기시정조치 

DB형 퇴직연금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

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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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내용 관련 규정

적립
초과 시

- 기준 책임준비금의 100% < 적립금: 초과분은 납부할 금액과 상계
- 기준 책임준비금의 150% < 적립금: 초과분은 사용자 반환 가능

제16조
4항

적립
부족 시

- 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의 95%인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에 의해 3년 
이내 적립금 부족 해소

제16조
3항

적립
상황보고

-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통지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을 경우는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제16조
2항

<표 Ⅲ-3> 최소적립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재정 검증 결과,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

하는 경우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 특별부담금을 납입해

야 한다.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

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라. 재계산 

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담금의 재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담금을 재계산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담

금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 산출 시 적용한 기초율이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가

입자 수가 현저히 변동하는 경우, ② 가입자의 자격 또는 급여의 수준을 변경하는 경

우, ③ 기타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가입자 명부는 부담금 재계산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명부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간사기관은 간사기관이 부담금 재계산을 위

해 적립금 현황 등 필요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안내 등 간사기관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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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채권자우선변제제도

채권자 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 도산 또는 경영위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선적으로 근로자 임금이나 퇴직급여 중 일부를 법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수급

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변제권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 보상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표 Ⅲ-4>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에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관련 내용 관련 규정

변제기간
- 사용자가 도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중 최종 

3년간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최종재산에 대해 최우선 변제
제12조

1항

변제대상
- 퇴직금,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 

제12조
2항

우선순위
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순
제12조

2항

총재산
부족 시

- 최우선 변제 특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총재산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실제적으로 최우선 변제권행사로 퇴직급여 채권확보 불가능

-

<표 Ⅲ-4>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관련 규정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사용자가 도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중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조세 공과

금 및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최우선 변제대상은 퇴직금, DB형 퇴직

연금의 급여,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

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다.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

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

선변제), ⑤ 조세 공과금, ⑥ 기타 채권(일반 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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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도산 시 최소 3년간의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

한 나머지 퇴직급여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열위에 있으므로 현

실적으로 3년 이상의 퇴직급여에 대한 채권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법인과 소유가 분

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

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총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으로 최우선변제권 행사로 

퇴직급여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현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자체의 경매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후 스스로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17)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일반 근로자들이 우선변제신청 및 법원의 경매 등의 절차를 밟아서 동 제

도를 실제로 활용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

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목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체당금18)을 지급하는 제도이

다.19)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은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

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

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용자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용자

를 대신해서 일정한 범위까지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및 임금에 대한 수급

권을 보호한다. 

17) 이에 대해서는 박희진(2018), pp. 9∼10를 참조하기 바람

18) 체당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후 사업주에게 상환받기로 
하고 사업주의 임금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을 일컬음 

19)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1974년 1월 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9조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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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와 달리 사용자의 총 재산이 충분하

지 않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인정받아 청구하

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

게 청구하게 된다.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은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근로

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사용자의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법원의 경매를 통한 변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통해서 임금채권

을 지급받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우선변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서 사업주의 변제금과 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제18조)을 통하여 체

당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적 보장기능을 담

당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당시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

금의 일정범위만을 체당금의 지급범위로 설정했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현행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제7조 2항). 

구분 관련 내용 관련 규정

제도 
취지

- 근퇴법상 우선변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서 사업주의 변제금과 
분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지원

임금채권
보장법 
제18조

지원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기간별 상한액과 총 상한액이 설정  
-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주의 요건은 300인 이하의 기업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7조

기금재원
- 기금 재정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 2018년 현재 부담금 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0.06%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체당금
상한액

- 30세 미만 1,080만 원, 30세 이상~40세 미만 1,5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1,800만 원, 50세 이상~60세 미만 1,680만 원

-

<표 Ⅲ-5>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관련 규정

자료: 임금채권 보장법(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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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임

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정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

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

을 곱해서 산출되며, 임금총액의 0.2% 범위 내에서 노･사 공익 대표로 구성된 임금채

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2018년 현재 부담금 비율은 업종

에 관계없이 0.06%이며, 부담금에 대한 경감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100분의 25가 적용된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경

우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적용된다.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주의 요건은 300인 이하의 산재보

험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파산한 사업장에 한

해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

조에 따라서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기간별 상한액과 총 상한

액이 설정되며 지급 상한액은 <표 Ⅲ-6>과 같다.20)

퇴직 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1개월 기준)

퇴직금(1년 기준)
18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80만 원 210만 원

휴업수당 126만 원 182만 원 210만 원 196만 원 147만 원

실수령 최대액 1,080만 원 1,560만 원 1,800만 원 1,680만 원 1,260만 원

<표 Ⅲ-6> 체당금 상한액 

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20)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이 있으면 일정 금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상한액은 최대 300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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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2018년 6월 말까지 총 2조 1,181억 원

의 체당금이 52.5천 명의 퇴직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중 41.8%의 1조 639억 원이 퇴

직금 관련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21) 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최대 3년

에 불과해 3년 이상 장기근로자에 대한 수급권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

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최대금액이 제한적이다. 체당금 지급범위와 상한선을 확대

할 경우 사업주 부담금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은 전혀 없다

는 점에서 사업주의 모럴해저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사

용자와 근로자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사실상 도산의 경우 300인 이하 기업만 해당, 파

산 선고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만 해당 등)이다.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적립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채권보장기금으

로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인 수급권보호장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문제점: 제도평가 중심 

가. 불완전 사외적립 문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사용자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1) 1998년 이후 체당금 지급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1998년 4,639명의 
근로자에게 16억 원이 지급되었던 체당금은 2017년 45,119명에게 372억 원이 지급됨. 체
당금 지급 대비 회수율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58%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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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현황
(단위: 개, %, 억 원)

구분 사용자 수 비율 적립금

2012년

적립금 부족 33,378 44.5 42,410

정상 33,592 55.5 472,478

소계 66,970 100 514,888

2013년

적립금 부족 39,334 44.7 62,894

정상 48,682 55.3 569,306

소계 88,016 100 632,200

2014년

적립금 부족 48,002 51.9 92,092

정상 44,534 48.1 708,173

소계 92,536 100 800,265

2015년

적립금 부족 50,010 50.8 93,817

정상 48,447 49.2 784,713

소계 98,457 100 878,530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재구성함

그럼에도 부담금의 사외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수

급권보호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98,457개 기업 중 부담금을 최소적립금보다 적

게 적립한 기업이 50.8%인 50,010개 기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표 Ⅲ-7> 참조). 문제는 사외적립 부족 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해 2017년에는 

57.0%에 이르고 있다는 데 있다.22)

이처럼 전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최소적립금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근로자의 급여지급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중견기업의 사외적립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중

소기업의 사외적립률은 50%에 불과해 기업 간의 사외적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완전 사외적립을 해소하거나 또는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외적립률을 전반적으로 강화하

22) 2017년 말 기준 98,000개의 DB형 퇴직연금 설정 사업체의 57.0%가 최소적립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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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나. 적기시정조치 유용성 문제

퇴직연금 사업자는 각 기업이 운영중인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사업연도 말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정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또

는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 검증결과, 적립

금액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서면으

로 알리거나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최소적립

금의 95%에 미달 시 사용자는 부족액을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방안, 

특별부담금 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과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 Ⅲ-8> 최소적립금 비율 미준수 관련 근로자 대표 통보 여부 
(단위: 개, %, 명)

구분
최소적립금 
비율 미준수 

사용자

근로자 통보 여부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통보 여부 확인 가능 통보 
여부 
확인 
불가

작성대상 
사업장

비대상
통보 미통보 작성 미작성

총사용자 수 46,445 43,998 1,217 1,230 45,145 42,842 2,303 1,300

비율 100 94.7 2.6 2.6 97.2 94.9 5.1 2.8

근로자 수 901,667 825,737 53,370 22,560 844,654 814,638 30,016 57,013

비율 100 91.6 5.9 2.5 40.3 40.5 35.5 97.1

주: 최소적립금의 95% 이상~100% 미만의 금액을 적립한 사업장은 최소적립금 미준수 사용자이기는 하나, 재
정안정화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님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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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감사원이 최소적립금의 95%보다 적게 적립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인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사항인 근로자 대표 통보 이행 여부를 

46,445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표 Ⅲ-8> 참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있는 비중이 5.1%(2,303개 사용자)에 달하고 있으며, 최소적립금 미충족 여

부를 고지받지 못한 사업장 수도 총 대상 사업자의 2.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중

요한 과제이다. 

다. 재정 검증 내실화 문제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시마다 근퇴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

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지 아니면 높은지 재정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

도록 적립과부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규정이 2012년 근퇴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

다. 그럼에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적립부족

시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아

직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추가부담금의 납입, 부족액 상각, 부담금 이외 기

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적립초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대적립한도 등에 

대한 규정 부재로 형식적인 재정 검증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평가 및 보고 의무화 규정 자체가 없어 재정 검증 결과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 더

욱이 법정최소비율 범위 내에서 과거근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

어 제도 도입 이전 과거 근무 기간의 비중이 높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가 취약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검증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라. 사후적 수급권보호 문제

사후적 수급권보호제도에 해당한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와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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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의 수급권보호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2년 퇴직

급여 우선변제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보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유용성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

에 의해 최소 3년간의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나 3년 이상 장기근로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전체임금근로

자)의 평균근속연수가 6.1년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자 우선변제제도

의 기능은 3년 수급권보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의 수급권보호 역할이 제한적이다는 점이다. 그 이유

는 ①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가 기업의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적용범위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 

퇴직금(근퇴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임금은 3개월분). 퇴직금 3년치라고 하더라도 지급사유는 회사가 도

산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기에 도산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산으

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를 밟

은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인 회사가 도산절차를 신청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도산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

지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만 가능하며 300인 이상의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다. 또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도 퇴직일로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하여야 하며,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은 3천 980억 원 수준으로 하나의 대기업 퇴직연금 적립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수급권보호장치

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② 체당금에서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퇴직급여의 경우 사

외적립 비율에 따라서 지급범위가 달라짐을 고려해서 별도의 체당금 지급대상 및 지급

범위, 지급수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임금과 휴업수당과 달리 퇴직급여의 

목적은 노후소득이며 사용자가 사외적립을 충분히 할 경우에는 사용자 도산 시 퇴직

급여에 대한 체당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대한 체당금과 퇴직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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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당금은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23)

<표 Ⅲ-9> 2017년 체당금 지급 현황
(단위: 명, %, 백만 원)

체불
근로자 수

체당금 합계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92,700
372,421

(100)

216,764

(58.2)

153,850

(41.3)

1,807

(0.5)

자료: 박희진(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계약형 지배구조의 DB형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임금, 퇴직급

여, 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기금에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기금

을 분리하여 (“퇴직급여보장기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

는 실정이다. 

구분 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 
299인

300~ 
99인

500인 
이상

사업장 12,887 7,574 2,648 2,344 214 104 2 1

인원 92,700 24,686 14,677 33,578 10,175 8,631 63 890

금액
372,421

(100)

71,950

(19.3)

54,308

(14.6)

148,319

(39.8)

48,908

(13.1)

43,406

(11.7)

246

(0.1)

5,284

(1.4)

<표 Ⅲ-10> 2017년 기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 현황
(단위: 개, 명, %, 백만 원)

자료: 박희진(2018) 및 근로복지공단(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표 Ⅲ-10>에 의하면 전체 체불 사업장 중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 19.3%, 5

인 이상~10인 미만의 사업장이 14.6%, 1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39.8%를 차지

23) 고용노동부(2006)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개편방안 Ⅱ”에 따르면 임금
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현금흐름으로서 임금 체불 시 이를 충당할 별도의 적립금
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차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는데, 파산에 이르는 
기업은 이런 채무변제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게 됨. 반면에 퇴직급여는 미적립금에 대해서
만 체당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채권은 퇴직급여채권에 비해서 우
발채권(Contingent Claim)에 가깝고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잔여채권 성격을 가지고 
있음(박희진(201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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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 체불 근로자 중 73.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다 요구되는 상황

이다.24) 

결국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 및 적기시정조치, 퇴직급

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과 같은 수급권보호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수급권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과제: 고려사항 중심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같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사외적립, 적기시정조치의 제재한계, 퇴직급여 우선

변제제도의 기능 미흡,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의 부분적 수급권보호 역할 등 여러 문

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우

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 현실을 고려한 제반과제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가 아닌 계약형 지배구

조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마련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다. 기금형 지배구조로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퇴직연금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퇴직연금 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기금형 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표 Ⅲ-11> 참조). 

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희진(2018) 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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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송 사례 원인 등

운용
관련

AIJ 소송
허위 운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투자실적 조작 등

맥스웰 소송 기금의 사외적립 미충족 및 사내 사업자금 활용

알라바마 연기금소송 수탁자의 잘못된 투자로 입은 손실 소송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소송
과대한 거래 비용 지출 

Wildwood Industries 소송 회계담당자 절도 및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

급부
관련

GM 소송(디트로이트 협약)
무리한 연금급여 확보 보장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 초래

정부 퇴직연금 지급보장 소송
근로자들의 가입유도를 위해 허위로 정부의 
지급보증 선전

아트리움(Atrium Health)소송 연기금의 사외적립 부족 

IBM 소송 연금급여가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연령 차별

MetLife 소송 퇴직급여의 형평성 문제 발생

<표 Ⅲ-11> 퇴직연금 관련 소송 사례

자료: http://www.pensionrights.org/tags/lawsuit; https://www.bsjfirm.com/ERISA-Pensions-401-k-s.shtml 

등을 참조함

따라서 엄격한 수탁자 책임과 더불어 법적･제도적인 사후적 수급권보호가 절대적이

다. 예를 들어, 기금형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급보증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

는 데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사후적 수급권보호 강화가 기

본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라는 특수성을 종합

적으로 반영해 사후적 수급권보호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미국 등은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제도가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는 퇴직급여제도가 법정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법정

퇴직금제도의 존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보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권

보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즉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로 전환이 유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다.

셋째, 수급권보호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가중(특히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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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 도입의 장애요소로 자금부담

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사업장들이 퇴직연금 도입의 

장애요소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자금부담(27.5%)이었으며,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

한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과 경영진의 무관심(20.0%)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도 자금부담(20.7%)을 퇴직연금 도입의 중요한 장

애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자금부담 능력을 고려한 수급권보호 정

책 마련 또한 중요 과제이다.

<그림 Ⅲ-1> 중소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소

(단위: %)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5)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이와 더불어 지급보증제도가 존재할 경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급부보장이 이

루어지므로 기업은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등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대책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른 모럴해저드 문

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