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연금체계와 발전과정

1. 공·사연금 체계

가. 공적연금 체계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누구를 적용대상으로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크게 국민

연금(후생연금보험 적용대상자 이외), 후생연금보험(근로자), 공제조합(공무원, 

교원 등)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본 절에서 공무원 등 특수직역

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은 제외한다.

1) 국민연금

일본은 전 국민의 연금화를 위하여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61년 국민

연금(National Pension)이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 이미 후생연금보험이 1944년

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당시의 후생연금보험은 노동자를 대

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

서 일본의 전 국민 연금화 체계는 노동자에게 먼저 시행된 이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20세에서 59세까지의 자영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하였다가 1985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제도로 기능에 

조정된 이후 근로자, 주부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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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층)과 후생연금보험(2층)으로 구성된다. 근로자가 1층과 2층에 가입

할 경우 2층의 기능과 구분하기 위해 1층을 기초연금(Basic Pension)이라고 하

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1층만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이라고 한다.1)

구분 제도 내용

제도명 국민연금(기초),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 공제연금(특수직역)

가입연령 국민연금(20∼60세 미만 강제가입), 후생연금(70세 미만)

적용수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94.0%(2003)

보험료
(2012년)

∙ 국민연금: 14,980엔(월, 정액), 
∙ 후생연금: 16.412%(8월까지, 피용자, 사용자 균등 부담)

노령연금
개시연령 및 

요건

∙ 국민연금(65세): 최소 25년, 최고 40년
∙ 후생연금: 60세(2013년)~65세(2025년)

급여수준
∙ 급여수준(자료: 일본사회보험청, 일본통계청)
 - 국민연금: 월평균소득의 16.8%(급여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
 - 후생연금: 월평균소득의 36.7%

재정방식
∙ 국민연금: 부과방식 
∙ 후생연금: 일정한 적립금을 갖는 수정부과방식

국고부담 ∙ 당년도 국민연금 수급액의 1/2 부담

<표 Ⅱ-1> 공적연금의 주요내용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0); 厚生勞動白書(2012).

국민연금은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에게 정액의 노령·장해·

유족 등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동 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즉,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5인 미만 사업

장의 근로자, 자영업자, 피용자의 배우자, 학생 등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소득에 비례하여 두텁게 보장할 필

1) 2005년 세계은행은 기초연금(0층), 공적연금(1층, DB, NDC)을 포함한 신 다층소득보
장체계를 권고한 바 있다(Holzmann and Hinz 2005).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1997)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할 것을 장기적으
로 검토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연금체계와 발전과정 19

요성에 따라 2층의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할 경우 1층의 기초연금에 자동으로 가

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1층과 2층에 대한 개별적인 보험

료 납입형태가 아니라 통합 보험료 방식으로 부과되어 납입하는 보험료가 각각

의 연금재정에 충당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영업, 농업종사자 등의 경우 2012년 4월 말 기준 월 

14,980엔의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년 상향조정 되고 있으

며,2) 정부 위탁기관인 일본연금기구가 수납한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 및 그 배

우자에 대한 보험료3)는 피보험자가 속하는 연금제도의 재원에서 보험자가 일

괄 징수한다.4)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외에 기초연금 급부비

용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1/2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25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65세에 도달해

야 연금의 수급자격이 발생하지만, 60세부터 수령할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 따

라서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할 경우 월 65,541엔(2012년 4월 말 기준)의 기초노

령연금이 지급된다.

2011년 3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자영업자 1,938만 명, 근로자 및 

공무원 등 3.883만 명, 배우자 1,005만 명을 포함하여 총 6,826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5)

2) 2008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6,900엔으로 조정된다(厚生勞動
白書 2012).

3) 2008년부터 저 소득자와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의 배우자는 일부·전부 보험료 납부
가 면제된다.

4) 후생연금보험에서 국민연금 갹출금은(보험료·기여금 산정대상액) ×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수 + 그 배우자 수) / 국민연금 총 피보험자 수]로 산출한다.

5) 厚生勞動白書(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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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Employees’ Pension Insurance)은 공장의 남성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연금보험법이 1942년 제정 및 시행되었다가 1944년에 후생

연금보험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후생연금보험은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주로 급여소득

이 있는 70세 미만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연금재원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비 이외에 기여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 급

여비에 대하여 정부가 1/2을 지원한다.6) 보험료는 보험자인 정부에 의해 월별

로 징수되는데 표준보수월액에 16.412%(2011년 9월 말 기준)를 기업주와 피용

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7) 다만, 표준보수월액은 상한 620,000엔과 하한 

98,000엔8)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이 설정되어 있다. 정부가 징수하는 보험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의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후생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면 동시에 기초연금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지불하는 것이 

된다.

수급요건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요건(납입기간 25년 이상)을 충족한 자 

중에서 60세 이상9)에게 후생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장수준은 후생연금보험

의 표준모델(40년 가입의 월평균 360,000엔 소득의 부부수급 기준)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월 230,940엔(기초연금을 포함)이 지급되는데 이는 2011년 대비 약 

900엔이 적은 금액이다. 2011년 3월 말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 수는 총 3,441만 

명이다.10) 

6) 후생연금보험법 제80조.

7) 후생연금보험법 제82조, 2006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 2017년 이후 18.30%로 
고정한다(厚生勞動白書 2012).

8) 국민연금연구원(2010), ｢OECD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p. 130.

9) 후생연금 수급요건을 2013년 60세에서 2025년 65세로 상향조정함.

10) 厚生勞動白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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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소득에 비례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

할을 하며, 표준보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세대 내, 세대 간11) 소득재분

배의 기능을 담당한다. 후생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사적연금 체계

일본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제도와 달리 임의제도로 운영되며, 크게 퇴직급여

제도로서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과 여유로운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조적인 노력에 의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도 국민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 등 다양한 직역연금이 존재하지만 이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퇴직연금제도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민간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

득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로서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일본의 

퇴직급여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률상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며,12) 기업의 임

의에 맡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1930년대의 노동운

동 이후 관행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3)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된 후생연금기금

11) 보험료 납입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부과방식)에 의해 운영된다.

12) 다만,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명시할 경우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한다.

13) 일본의 인사원(2012. 3)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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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격퇴직연금, 2000년대 초에 도입된 확정급부 기업연금과 확정갹출연금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구분의 편의를 위해 전자를 

기존 퇴직연금제도, 후자를 신 퇴직연금제도로 호칭하고자 한다.

<그림 Ⅱ-1> 일본의 사적연금 체계

 자료: 山口登(2009).

일본의 퇴직연금은 임의의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일시금을 대체하고 생산연

령기의 잉여소득을 미래의 노후생활보장으로 이전하는 소득대체 역할을 하며, 

재해, 장애, 사망 사고 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위험분산 

또는 가족의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왔다.

2)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제도는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소득비례 

공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와의 노후소득 격차 개선을 목적으로 임의방식에 의

한 추가적인 확정형 연금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9년과 1991년에 도입 및 

전면 개정 실시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공적인 법

인으로 전국 47개 도도부현(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설립된 지역형과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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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종별로 설립된 직능형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지역형의 경우가 가입자 1천 

명 이상이 공법인에서, 직능형의 경우 입자 3천 명 이상의 직능단체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기금에 가입은 임의이지만 일단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적 사정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14)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개인의 여유로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

입하는 제4층 부분의 사적연금제도이다. 세제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상품에 가입

할 경우 국가가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의 자조적인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보험형과 저축형이 있다. 

보험형은 생존보험의 하나로서 질병, 상해, 사망 등의 보장을 특약형태로 부

가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급부의 조건에는 생존률과 사망률이 적용되고 보험료

는 성별, 연령마다 다르다. 저축형 개인연금은 운용실적이 연금액에 반영되는 

연금으로 개인이 적립한 적립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며 자신이 적립한 금액

의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상품이다. 

구분 취급 금융회사 등

보험형 생명보험회사, 우체국은행, 농협, 공제조합

저축형 손해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표 Ⅱ-2> 개인연금 취급 금융회사

자료: DCプランナー実務研究会(2006).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 60세부터 연금 

지급, 연금수급 기간 10년 이상, 연금수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등의 적격요건

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혜택 등이 제공된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1984년 

14) DCプランナー実務研究会(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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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생명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분리된 개인연금보험료 공제

가 적용되며,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연간 6만 8천 엔(2012년 신규 계약 적용)15)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 공·사연금의 체계

일본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는 다층구조의 연금체계

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공·사연금 역할 분담 체계

   자료: 厚生勞動白書(2012).

공적연금(1층·2층)은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한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제도와 달리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역할 조정에 따라 이원제도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양축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및 교직원공제연금 등의 특수직

15) 日本生命保険協會(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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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급여제

도로 퇴직연금(3층)이 있으며, 개인의 추가적인 보장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소득

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4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연금제

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 등의 공적연금 기반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의 사적연금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공적연금제도의 변천

가. 공적연금제도 기원과 성립 과정

일본의 연금제도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부 특수 

직종에서 일반 직종으로, 노동자에서 사무 직종으로, 남성 노동자에서 여성 노

동자로, 일반 직종에서 전 국민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일본 공적연금의 도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은급(恩給)제도16)에서 유

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은급제도는 19세기 후반 일본이 근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높은 군인 및 고위 공무원에게 퇴직이나 재직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및 사망 등을 당할 경우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

다. 이에 일본은 군인(1875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은급을 경찰(1982년), 고위 

공무원(1884년)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1923년 은급법이 통합 제정되면서 일

반 공무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16) 은급제도는 일정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재직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국가가 
공무원이나 그 유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보상제도로 이후 1958년 국가공무원
공제, 1962년 지방공무원공제 등의 공무원연금제도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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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변천내용

1875 해군은급, 육군은급(1876년), 문관은급(1984년) 제공

1923 은급법 제정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은급 확대

1942 공장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1944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사무직 노동자 적용 확대)

1948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정(구법, 국가공무원연금제도 법률)

1958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정(신법, 국가공무원연금제도 법률)에 따라 
은급제도를 흡수 통합

1959 국민연금법 제정(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농민 등으로 확대)

1961 국민연금 실시에 따라 전 국민 연금시대

<표 Ⅱ-3> 공적연금제도의 기원과 성립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2010); 厚生労働白書 參考資料(2012).

일본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연금제도는 독일의 비스

마르크형 사회보험방식에 영향을 받아 공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 

1941년에 제정된 노동자 연금보험법에서 출발한다. 노동자연금보험은 전쟁자금 

확보와 전시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산성 확대를 보상

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성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제2차 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에 기존의 노동자연금보험법이 후생연금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무직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후생연금

보험이 시행되었다.

한편, 후생연금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된 자영업자 및 농림수산업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의 직업군에게도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기여를 통한 공적연금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은 1959년 국민

연금보험법을 제정하여 기여형 국민연금제도를 1961년에 실시하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는 1961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실시되었던 공적연금

과 함께 비로소 전 국민연금제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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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적연금제도 발전 과정

일본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국민연금

의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

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급여 개선이 지속적

으로 추진됨에 따라 1965년 후생연금 월 급여 ‘1만 엔 시대17)’가 시작되었다. 이

후 1969년의 개정으로 급여 수준이 다시 인상되어 ‘2만 엔 연금’이 실현되었지만 

1973년에는 절대적인 급여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18)으로 제시되도록 개정

되었다. 

1975년에는 처음으로 적자국채가 발생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연금급여 총액이 

증가하는 반면,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까지 연금재정이 

보험료 인상 없이 공적비용 부담 증가를 통해 운용된 결과 저부담-고급여의 연

금구조가 정착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향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19)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연금제도가 급속하게 성

숙됨으로써 일부 직역 또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연금제도가 재정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안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였다. 

이에 국민연금은 1985년 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학생은 1991년부터 적용) 등 직업에 무관하게 20세 이상 60세 미만

의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기초연금으로 변화하였는데20) 

주부나 장애인 등에게도 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권이 보장되었다. 이

17) 후생연금보험에 20년 가입한 남성 모델의 연금액이며, 1966년에는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한 월 보험료 5천 엔 모델의 경우 부부에게 월 1만 엔 급여 지급.

18) 후생연금의 급여를 40%에서 60% 상향 조정하는 연금사전정립방식을 도입하였다.

19) 김양희·김은지(2010), p. 53.

20) 기초연금의 도입은 주부와 장애인에게 기초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권이 확립되
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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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존의 후생연금보험과 공무원연금 등은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 2층 체계로 정립하게 되

었다. 

한편, 1994년 개정 시에는 정액부분(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2001년부

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연도 주요 변천내용

1965 후생연금보험 표준모델 급여 ‘1만 엔 연금’ 시대

1966 국민연금 부부형 표준모델 급여 ‘1만 엔 연금’ 시대

1969 국민연금 표준모델 급여 ‘2만 엔 연금’ 시대

1985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공제연금의 체계화 시작

1986 전업주부의 기초연금 적용

1994 기초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상향 조정 결정

<표 Ⅱ-4> 공적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2010); 厚生労働白書 參考資料(2012).

다. 공적연금제도 개혁 과정

일본은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성장 경제구조로 전환되면서 종

전의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고용관계에서 성과주의 중심

의 고용관계 및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진전과 저성장 경제구조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본격적으

로 연금관련 법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21)

2000년에는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향후에 

단계적 상향조정(2013년 60세 → 2025년 65세)할 것을 결정하고, 연금의 급여율

을 5%로 인하하였으며, 연금급여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21) 이미 1994년 기초연금의 표준적인 연금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적연금의 역할 조정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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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변천내용

2000
∙ 후생연금 급여율 인하
∙ 연금급여를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급여 삭감)
∙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2004
∙ 연금수준(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경제슬라이드의 도입 등 준 DC화

2007
∙ 고령 소득자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 이혼 시 후생연금분할제 도입
∙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2010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표 Ⅱ-5>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2010); 厚生労働白書 參考資料(2012).

2004년 개정 시에는 연금생활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의 감

소와 평균수명의 상승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으로 전환

하여 연금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사실상의 준 확정기여형으로 변경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22) 매 5년마다 재정

검정 실시, 기초연금 급부비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 비율을 기존의 1/3에서 2009

년부터 1/2로 상향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에는 70세 이후 일정 이상의 소득발생 시 후생연금보험 지급정지제도 

시행(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

부정지), 이혼 시 후생연금 분할제 도입, 노령후생연금 연기 지급제도(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공적연금제도 개정은 각종 특수직역연금제도23)

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거나, 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소득비례연금)을 통

합하는 등의 근본적 연금제도 개혁(structural reform) 없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

22) 국민연금보험료를 2008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 이후 16,900엔으로 
고정, 후생연금보험료를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인상하여 2017년 이후 
18.30%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厚生勞動白書 2012).

23) 군인연금, 국가공무원연금, 지방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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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보험료와 급여 등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에 불과하였다.24) 

그 결과 공적연금을 포함한 지체된 사회보장 개혁은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일본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 등으로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하고 있다. 1985년 35.7조 엔에 불과하던 사회보장 

지출이 2011년에 107.8조 엔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려되는 것은 연금

급부 지출 비중이 높고 최근 급격히 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의 연금급부 지

출은 사회보장 지출 중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53.6조 엔 규모로 1985년 이후 

그 규모가 약 2.2배 증가하였다.

구분 1961년 1985년 2011년

국민소득액(조 엔) 16.1 260.6 351

급부비총액
(연금)
(의료)

(복지 등)

0.8(100%)
0.4(51.3%)
0.4(48.7%)

연금에 포함

35.7(100%)
16.9(47.3%)
14.3(40.0%)
4.5(12.6%)

107.8(100%)
53.6(49.7%)
33.6(31.2%)
20.6(19.1%)

급부비총액/국민소득액 4.91% 13.69% 30.70%

<표 Ⅱ-6> 사회보장 급부금 추이

자료: 厚生勞動白書(2012).

연금급부 지출의 증가는 정부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의 약 1/2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매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사회보험 지출로 94.1조 엔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보험료 57.4조 엔을 제

외한 36.7조 엔을 정부재정에서 충당하였다. 2012년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사회

보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하며, 사회보장 지출이 최근 10년간 178% 

증가하였다.

24) 일본은 공적연금이 도입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의 통합 없이 분리연금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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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5 2010 2011 2012

16.1
(19.7)

20.4
(24.8)

27.3
(29.6)

28.7
(31.1)

26.4
(29.2)

<표 Ⅱ-7> 일반회계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비 추이
(단위: 조 엔, %)

  

주: ( )는 예산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 비중.
자료: 厚生勞動白書(2012).

이러한 일본 정부재정에 영향을 주는 연금재정 악화는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

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이

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여금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

다. 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본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

려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3. 퇴직연금제도의 변천

일본의 퇴직급여제도는 전통적인 고용관행인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임금제

도를 계승한 독창적인 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거품경제 붕괴에 인한 저성장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종전의 일본식 고용관행에

서 탈피하여 성과주의 중심으로 한 새로운 퇴직급여체계로 변화를 모색하는 중

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은 일본의 독창적인 퇴직급여제도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퇴직금제도의 기원과 성립 과정

일본 퇴직금제도의 역사는 17세기 도쿠가와(徳川) 막부시대의 상가에서 시작

된 노랭와케(暖簾分け)의 관행25)에서 시작된다. 노랭와케는 명성이 높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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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종사한 종업원이 독립할 때 그 상가의 상호 또는 상

표(노랭)와 자금, 단골 고객의 일부를 나주어 주는 관행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의 전통적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용주

의 은혜적 보상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후 일본의 퇴직금제도의 성립과 퇴

직금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

일본의 퇴직금제도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노동이동의 방지책으로 보급되었다. 즉, 일본은 19세기의 만주사변과 20세기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물자조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숙련노동자의 이동 및 

독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 노동자에게 근속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가 공장

의 노무관리 대책으로 기업복지제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고 미츠비시조선소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사 갹출에 의한 해고수당 및 퇴직급부를 실시하였다.

연도 주요 변천내용

17C 일부 상점에서 퇴직 후 공로 보상 실시

1914 미츠비시상점 해고수당 및 퇴직급부 실시

1918 내무대신이 해고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금 축적 권고

1920
노동조합의 해고수당 지급 등 해고조건 요구

대기업 중심의 퇴직급여 시행

1936
∙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 제정
  -  6월 이상 고용 및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44 ∙ 후생연금보험법 제정으로 퇴직수당법 폐지

<표 Ⅱ-8> 퇴직금제도의 기원과 성립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2010); 厚生労働白書 參考資料(2012).

25) ‘노랭’은 바람이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상점의 출입구에 드리워진 천으로 된 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발에 상호나 점포를 대표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이 문양
을 보고 그 점포가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도 함(김성숙 외 2008, p. 35; 

丹野勲 201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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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초에는 노동운동이 심화되어 퇴직금 관행이 일반기업으로 보급이 

확산되었고 임시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퇴직금제도가 제공될 필요성이 노

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36년 법정 퇴직금제도의 근거

법인 퇴직금 및 퇴직수당법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6개월 이상 고용 및 

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소에 대해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정 퇴

직금제도는 1942년 공적연금제도인 후생연금보험으로 흡수된 이후 법적 근거

가 없이 현재까지 임의 퇴직금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26)

나. 퇴직연금 성립 과정

후생연금보험법이 제정 되면서 급여중복 및 부담가중 등의 이유로 잠시 폐지

되었던 퇴직금제도는 2차 대전 후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다시 부활하여 대기

업으로 확산되었다. 1950년대 초에는 일부 제지회사 및 전자회사들이 미국 퇴

직연금(employee pension plan)을 모방한 사내연금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동 

연금은 퇴직 시 임의 갹출금과 퇴직일시금을 신탁회사에 납입한 후 신탁회사에

서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며, 1952년과 1955년 사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연금은 비갹출식으로 종전의 퇴직일시금을 연금제도로 전환한 자사연

금제도의 형태를 띠었다. 자사연금의 급부재원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의하거나 

퇴직일시금과 같이 사내에서 준비하는 사내연금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의 적립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

공되는 퇴직급여충당금제도(1952년)의 도입에 따라 일반기업으로 가입이 확대

되었으며, 1950~196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퇴직

금채무의 급증을 우려하여 연금화로 변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자사연금과 병행하여 대부분의 기업에 급속하게 보급된 퇴직금제도는 고도 

성장과정에서 점차 퇴직금 지불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퇴직일시금에 대

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퇴직금의 사내적립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1952년 

26) 일본 퇴직금제도 기원에 대해서는 김창선(1998) pp. 229~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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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정되었다. 

196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자사연금 등의 퇴직연금이 급속하게 육

성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필요하였다. 당시 일본 사회가 

퇴직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 면에서도 퇴직금의 연

금화에 그다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 노동계, 생명보험협회, 신탁협회 등은 정부가 세

제혜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업 부

담금에 대한 손비처리 인정, 종업원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의 비과세 등

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기업 편중의 우대조치를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나, 

이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확대적용,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시행, 경제단체

와 금융회사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1962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세제 적격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 

한편,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의 고도 경제성장기 동안 물가, 임금상승

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실질가치를 저하시키게 되어 점진적으로 공적

연금의 연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연금액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에 상

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기업측은 퇴직금 급부가 증가하고 있

는 상태에서 퇴직금과 공적연금의 조정 없이 공적연금의 급여 인상은 불가능 하

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때 경제단체는 퇴직금이 그동안 사회보장을 대신해 

왔고 양 제도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후생연금보험의 소득비례부분과 중복적

인 기능을 갖는 퇴직연금을 후생연금보험에서 적용을 제외시키기 위한 조정연

금인 영국의 적용제외제도27)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가 있었지

만 일본 정부는 기업의 요청과 달리 공법인 형태의 기금형제도의 도입과 노·

사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가입자 보호를 보완하는 형태로 1966년 후생

연금기금이 도입되었다. 동 연금 시행 이후 근로자들은 동 연금에 가입함으로

27) 영국의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공적연금의 직용을 배제해 주는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류건식 외
(2007) pp. 16∼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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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소득비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것이 간주되어 공·사연금 간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중복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 주요 변천내용

1952  퇴직급여충당금제도 도입 및 손비인정(100%)

1952∼1955
 ∙ GM의 퇴직연금을 모델로 임의 갹출식 자사연금제도 시행
 ∙ 60여개의 기업에서 퇴직일시금을 연금화 시행

1956  퇴직급여충당금제도 도입 및 손비인정(50%)

1957  경제단체의 세제적격퇴직연금 도입 요구

1961  경제단체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중복 기능 개선 제안

1962  세제적격퇴직연금제도 시행

1966  후생연금기금제도 도입

<표 Ⅱ-9> 퇴직연금제도 성립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2010); 厚生労働白書 參考資料(2012).

다. 퇴직연금 발전 과정

일본 정부는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

이 도입하고 있는 퇴직일시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적극 장려하기 위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우대조치를 축소할 경우 부담금 전액이 손비인

정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기업이 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은 1952년 100%에서 1956년, 1980

년, 1994년을 거쳐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02년 퇴직급여충당금이 완전 

폐지되었다. 

1980년대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었다. 즉, 1988년 후생연금보험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 상태

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및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금계리사제

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 부족이 발생하여 퇴

직급부 지급이 곤란한 중소기업 가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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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급보장사업이 같은 해 실시되었다. 아울러 감독당

국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기금의 감사의견을 기금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의를 받도록 하는 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퇴직연금제도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 기준완화

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후

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하여 연합형 후생연금기금 설립을 기존의 근로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8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하였으며, 1993년에는 상가번영

회, 지역 공제조합 등이 단체로 후생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종합형 설

립방식이 허용되었다. 또한, 1991년에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후생연금기금의 자가운용을 허용하고 운용방법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1997

년 법률 개정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엄격한 비율규제(5:3:3:

2)28)의 자산운용방식을 완전 철폐하였고, 예정이율의 설정을 4.0%∼6.5%의 범

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연도 주요 변천내용

1980  퇴직급여충당금제도 도입 및 손비인정(40%)

1988

 ∙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 연금계리사제도 도입
  - 지급보장사업 실시
  - 감사의견 제출

1989  지급보장사업 실시

1990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운용방법 확대

1993  특례적격퇴직연금 시행

1996  운용기본방침 수립 의무화

1997
 ∙ 예정이율, 급부수준 탄력화
 ∙ 자산운용의 5:3:3:2 규제 완전 철폐

1998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20%)

2000  퇴직급여회계제도 도입

<표 Ⅱ-10> 퇴직연금제도 성립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2010); 厚生労働白書 參考資料(2012).

28) 제3장 제1절 다. 운용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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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보급 확대 정책과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후생연금기금의 기업 선호,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가입 유치 등으로 인하여 퇴직

급여시장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가 존치하는 가운데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

하였다.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을 합산한 적립금은 1888년 30.1조 엔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01년 81조 엔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후생연금기

금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양 제도의 가입자 수도 1988년 1,660만 명에서 

2001년 2,02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적립금 규모와 

가입자 수는 거품경제 붕괴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정체하기 시작한다.

<그림 Ⅱ-3> 기존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및 가입자 수 추이

라. 퇴직연금제도 개혁 과정

1) 퇴직연금제도의 개혁 배경

일본은 1990년대까지 특별한 퇴직연금의 제도적 개선 없이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인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이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로 활용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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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의 급진전과 함께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이 경제 및 노동시장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면

서 퇴직연금제도 개편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신 퇴

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개혁을 2001년에 추진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연금의 개혁으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은 

OECD 주요국가의 연금개혁의 배경과 유사하게 고령화로 인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하

향조정하고, 사적연금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

능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였다. 

둘째,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와 주가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2000년

부터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어 적립부족이 발생하였다. 

적립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후생연금기금 가입 기업의 대부분이 예정이율을 5.5%로 산출하

여 부담금 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용수익률과의 차이만큼 적립 부족

이 발생하였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후생연금기금의 적립부족이 1999년 18%

(적립부족의 기금 수 비중)에서 2000년 91%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의 적립부족 문제가 커다란 사회이슈로 대두되었고 기업의 기여금 부담은 증폭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종업원이 적립금 운용성과를 책임지는 

확정기여형연금 등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퇴직급부회계제도의 변경으로 퇴직급여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추가납입이 기업을 압박하였다. 2000년 4월부터 기업의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 퇴직급여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

로서 퇴직급부와 연금자산의 차액인 적립부족액을 대차대조표에 퇴직급부충당

금으로 계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간 감추어진 퇴직급여 부채가 표면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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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생명(2000)29)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 당시의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의 적립률은 64%에 불과하였다. 세계최대의 민간 전력회사로 상장기업인 도쿄

전력이 자체 산출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자사의 퇴직급여비용이 약 3.5조 엔에

서 회계기준 변경을 적용할 경우 4.5조 엔으로 급증하는 결과30)가 나타났다.

<그림 Ⅱ-4> 퇴직연금제도 개혁 주요 배경

넷째, 거품경제 붕괴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고용 및 

급여체계가 연공서열·종신고용에 의한 전통적 일본식 경영방식에서 능력·성

과주의 중심으로의 고용 및 급여체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경영합

리화로 인하여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크게 증가하여 근로기간이 점

진적으로 단축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 이후 기업의 수익성 악

화로 기업의 도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부족과 퇴직

29)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00. 12), p. 1.

30)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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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소송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적격퇴직연금의 미흡

한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대되었다.31) 

2) 퇴직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가) 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

일본은 이상과 같이 공적연금의 점진적 역할 축소, 연금자산의 운용환경 변

화, 퇴직연금회계제도의 변화, 노동시장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등 시대적 변

화에 따라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

의 운용책임 경감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되는 확정기여형 형태 등의 다

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 확정급부형 기

업연금과 확정갹출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퇴직연금의 기능을 점진적으

로 축소하기 위한 관련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에 미국의 401(k)를 참고하여 만든 확정갹출연금과 기존의 적격

퇴직연금을 보완한 확정급부기업연금을 도입하기 위하여 ‘확정갹출연금법’과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을 각각 2001년에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1년 10월에 

기업형 확정갹출연금, 2002년 4월에 개인형 확정갹출연금과 확정급부기업

연금,32) 캐시밸런스 플랜이 도입되었다.

둘째,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등장함

에 따라 새로운 연금제도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금제도의 기능을 축

소할 필요가 있었다. 즉,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대신하는 기존의 적격퇴직연금은 

2001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2012년 3월부터 완전폐지가 예고되었다.

31) 기업의 연봉제 실시 비중이 1994년 4.3%에서 2002년 12.3%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에 20·30대를 중심으로 수백만의 프리타(free Arbeiter)가 양산되었다.

32) 확정갹출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은 각각의 근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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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후생연금기금 및 적격퇴직연금 등 이미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가입 기업에게 신 퇴직연금제도로 자산이전 또는 가입을 장려하

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보완을 추진하였다. 주로 기존 가입기업에 대한 연

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전 또는 기존 연금의 탈퇴 등을 규율한 것 들

이 대부분이었다.

넷째, 기존의 후생연금기금은 확정급부기업연금의 도입 후 기업이 대신했던 

공적연금 기능의 일부를 정부로 환원하는 공적연금 대행제도의 의무화가 2002

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금기금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게 되

었다. 

다섯째,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퇴직연

금제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완전 폐지하

는 등 기업의 세제지원을 신 퇴직연금제도에 집중하였다.

연도 연도 주요 변천내용

퇴직연금
개혁
단계

2001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정(2002년 4월 시행)
확정갹출연금법 제정(2001년 10월 시행)

2002
퇴직급여충당금 폐지
캐시밸런스 플랜 도입

2002
후생연금기금 대행제도 국가로 환원
∙ 다수가 확정급여퇴직연금(기금형)으로 이행

2004 확정갹출연금 부담금 한도 상향 조정 

2010
∙ 일본연금기구 출범
∙ 확정갹출연금 부담금 한도 상향 조정 

2012
∙ 적격퇴직연금제도 폐지
∙ 확정갹출연금 매칭기여 허용

<표 Ⅱ-11> 퇴직연금제도 개혁 과정

 

자료: 厚生勞動省年金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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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변화

일본은 퇴직연금제도 개혁의 추진에 따라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 위

주로 가입되었던 기존 연금제도의 틀이 확정갹출연금법과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부기업연금과 확정갹출연금을 중심으로 한 신 연

금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두 개의 법률 시행과 동시에 

일본 기업들도 적격퇴직연금의 종료계획(2002년)과 후생연금기금의 기능 축소

에 대비하여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서 신 퇴직연금제도로 빠르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퇴직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그림 Ⅱ-5>와 같이 DB형인 후생

연금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기금형, 규약형), DC형인 기업형·개인형 확정

갹출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적격퇴직연금(DB형)의 경우 2002년부터 신

규가입이 금지됨에 따라 2013년 3월까지 적립금 관리만이 가능하다. 또한, 2012

년 3월 이후에는 적립금을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의 퇴직급여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임의제도로 노·사간의 

합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금공

제 중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Ⅱ-5> 퇴직연금 개혁 전후 퇴직연금제도 선택 유형

     자료: 佐川あぐり(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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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의 퇴직연금제도 동향

2002년 신 퇴직연금 실시 이후 신 제도로 전환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통산성 

확보, 부담금 한도 인상, 매칭기여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련법의 개정이 2004년

과 2005년, 2011년에 각각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퇴직급여제도와 신 퇴직연금제도 간의 통산성을 확대하였다. 2004

년에 연금제도를 개정하면서 퇴직연금제도의 통산조치를 강화함으로써 2005년 

10월부터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 기업연금, 확정갹출연금(기업형, 개인형) 및 

기업연금연합회 간에 개인의 연금자산을 이관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둘째, 2004년 10월부터 확정갹출연금의 기업 부담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부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다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유도

함으로써 병행 가입을 확대하였다.

셋째, 2004년 10월부터 자산이전 시 이전 한도액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적격

퇴직연금의 해당규정을 폐지하였다. 종전에는 확정갹출연금의 부담금 한도와 

과거근무기간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 한도가 되었지만 적립자산의 이전에 대

해서는 상한을 철폐하여 이전의 편의성을 확대하였다.

넷째,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중도탈퇴 요건(탈퇴일시금 수급요건)을 

2005년 10월부터 크게 완화하였다. 확정갹출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지급을 원칙

으로 함에 따라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중도탈퇴 시에 일시금 지급이 불

가능 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가입자들은 중도탈퇴 시 소액에 불과한 퇴직적립금을 탈퇴일

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확정갹출연금제도에 많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기업형연금에서 개인형연금으로 이전 후 탈퇴하는 가입자에 대한 탈퇴

일시금 요건을 기존의 가입기간 3년에 추가하여 50만 엔 이하의 자산액일 경우 

탈퇴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33)

다섯째, 확정갹출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부담액 한도에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 

33) 中 業廳(2006), 企業年金制度移行事例集,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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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부담금 한도 상향 조정을 2010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기업 부담에 

대한 후술하는 근로자 매칭(Matching) 기여를 2012년부터 허용하였다. 이에 따

라 2012년부터는 매칭기여에 대한 근로자의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1) 개혁 이후 시장 변화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기에서 저성장 경제 및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전통적 경

영방식에서 성과주의 경영 및 고용형태가 확산34)되면서 신 퇴직연금제도를 중

심으로 기업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퇴직연금 시장은 <표 Ⅱ-12>과 같이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1999년에 각각 1,169만 명, 1,001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는 등 그 동안 가장 

주요한 퇴직급여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제도는 2001년 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되면서 가입자 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다.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의 가입자 수는 1999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

소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각각 430만 명과 126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특히, 적격퇴직연금의 신규가입이 금지됨에 따라 동 연금의 시장 위축이 현저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기존 연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을 기준으로 33.4%를 차지하여 신 퇴직연금제도에 

주도권을 내주었다. 이러한 기존 연금시장의 시장 위축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4) 종신고용이 점차 사라지고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함에 따
라 비정규직 비율이 1990년 20%에서 2011년 약 35.2%(1,733만 명)로 증가하였다(總
務省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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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기업형DC

개인형
DC

기금 수 가입자 계약 수 가입자 규약형 기금형 가입자 규약 수 가입자 가입자

1999 1,835 1,169 81,605 1001 - - - - - -

2000 1,801 1,140 78,148 968 - - - - - -

2001 1,737 1,087 73,582 916 - - - 70 9 -

2002 1,656 1,039 66,741 858 15 - 3 361 33 1

2003 1,357 835 59,163 779 164 152 135 845 71 3

2004 838 615 52,761 654 478 514 314 1,402 126 5

2005 687 531 45,090 568 833 597 384 1,866 173 6

2006 658 522 38,885 506 1,335 605 430 2,313 219 8

2007 626 478 32,826 443 2,480 619 506 2,710 271 9

2008 617 466 25,441 349 4,397 611 570 3,043 311 10

2009 608 430 17,184 250 6,797 610 647 3,301 340 11

2010 588 430 8,051 126 9,436 608 727 3,705 371 13

<표 Ⅱ-12> 퇴직연금 가입자 수 추이
(단위: 개, 만 명)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반면, 신 퇴직연금시장은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은 가입자 수가 2002년 3만 명에서 2010년 말 

72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확정갹출연금은 적격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확정갹출연금(기

업형 및 개인형 포함)의 가입자 수는 2001년 9만 명 불과하였으나 2009년 38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연금시장에서 2010년 말 신 연금제도의 가입자 비중

은 59.6%를 차지하며, 신 퇴직연금 시장에서 DB형과 DC형의 가입비중은 

65.4%와 34.6%를 차지한다.

일본 신 퇴직연금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기존 연금제도의 기능 축소와 제도 종

료, 노동환경과 회계제도의 변화에 대응한 신 제도로의 전환이 기업들에게 필요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일부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연금 성

격이 유사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적격퇴직

연금의 경우 연금자산의 운용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하

는 개념의 DC형 연금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가입 니즈(needs)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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