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기존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 후생연금기금

가. 개요 

후생연금기금(Employee Pension Funds)은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과 중복 조정을 위해 1966년에 실시된 조정연금제도로 퇴직연

금제도이면서 공적연금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즉, 

후생연금기금은 기업이 규약에 의해 사외에 법인형태로 기금을 설치하는 개념

의 퇴직연금 기금제도이며, 또한 국가를 대신하여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일부 기

능을 수행하는 준 공적연금의 역할을 한다. 동 기금은 급부를 대신 지급(대행제도)

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추가급여(퇴직급여 등)를 실시하는 

확정급여형제도로서 종업원에게 보다 두터운 노후보장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도입체계

1) 설립요건

후생연금기금은 퇴직연금제도이지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정연금제도

로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한다. 기금 설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

의절차를 거쳐 작성한 연금규약을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 기업의 외부에 

독립적인 특별 법인으로 기금을 설립한다. 기금의 체계는 기업과 가입 근로자



기존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47

가 참여하는 대의원, 이사, 감사, 이사장으로 구성되며, 기금의 역할은 일반적인 

퇴직연금(DB형)에서 기업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즉, 연금자산에 대한 적립관

리 및 운용, 급여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인 수탁 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금은 기여 부담금의 결정 및 수납, 가입자의 기록 관리, 급부의 

재정·지급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35)

2) 가입자격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

상인 하나 또는 둘 이상(단, 종합형의 경우 5,000명)의 기업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즉, 단독형으로 기금을 설립할 경우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형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둘 이상의 기

업에서 5,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근로자의 자격 상실 즉 탈퇴는 사망, 70세 도달, 동 사업장에 탈퇴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입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36)

3) 대행제도(contracting-out)

후생연금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기업

이 퇴직급여 등의 추가적인 급여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신 퇴직연금제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

금의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적격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소득비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에 당

연 가입하게 되어 각각의 피보험자로서 구성된다. 반면, 후생연금기금에 가입한 

35) 후생연금보험법 제115조 관련.

36) 후생연금보험법 제123·124·1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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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동 기금이 후생연금보험의 보장부분을 대신하여 제공하므로 별

도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이 필요치 않는다. <그림 Ⅲ-1>에서 왼쪽은 후생연금

기금 이외의 다른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공적연금의 보장구조의 그림

이며, 오른쪽은 후생연금기금 가입 근로자의 기금 보장구조의 그림이다. <그림 

Ⅲ-1>과 같이 오른쪽의 후생연금기금은 왼쪽 후생연금보험(노령연금)의 소득비

례부분 중에서 재평가 슬라이드 부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기금이 대신하여 급

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일본에서는 ‘대행제도’라고 부른다. 후생연

금기금이 대행급부를 제공함에 따라 후생연금보험에서는 이 부분만큼의 보험

료 납입이 적용제외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면제보험료’라고 부른다. 

<그림 Ⅲ-1> 후생연금기금 운영구조

          

     주: 1) 평균표준보수액이란 매월의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 총액을 당해 피보험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아울러 기업은 후생연금기금의 본래의 기능인 퇴직급여 등의 보장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적인 보장부분을 일본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며, 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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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서 플러스 알파부분을 10% 이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생연금기금

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행제도 강제 적용이 2002년에 폐지된 이후 기업의 자

율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신규로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하

여 대행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대행부분의 50%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개정되어 

퇴직급여 등의 급여 즉 플러스 알파부분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그림 Ⅲ-1>에서 왼쪽 그림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어 보험료 납입 및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오른쪽 그림은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이 연기금 운영

주체가 되어 기본부분과 가산부분의 보험료를 적립하며, 나머지 공적연금 부분

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된다.

4) 기여

후생연금기금은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급부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부담금을 매월 징수하며, 기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부

담금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주가 추가적으

로 급여를 보장할 경우 가입자 부담금이 전술한 면제보험료의 50% 이상 유지되

는 범위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면제보험료는 <그림 Ⅲ-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2.4~5%의 범위 내에서 

기업주와 근로자가 균등 부담한다. 이에 따라 후생연금기금 가입 근로자의 경

우 후생연금보험의 강제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장에 종사함으로써 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 1인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

에 해당하는 부분인 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노·사가 16.058% 

(2010년 9월 기준)를 절반씩 부담하는데 이 중에서 면제보험료 부분(대행부분)

은 후생연금기금에 납부하며, 기초연금 부분은 국가에 납부한다. 아울러 퇴직급

여 등 추가적인 급여부분의 부담금은 기업이 후생연금기금에 납부한다.

후생연금기금은 급부액의 산출 기초에 따라 월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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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는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표준부담금은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액으로 장래에 걸쳐 평준

화하고 표준부담금 수입현가(=예상 표준부담금의 현가)가 급여현가(=급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예상액현가에 상당하는 금액)를 상회하는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보충부담금은 표준부담금만으로는 장래에 걸쳐서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기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의 산정방식은 급부액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임금인상 등이 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야 한

다. 기업주 등은 적어도 5년마다 부담금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재계산 시 부담

금 산정에 적용하는 적립금은 계산기준일의 보험수리적 자산에서 별도 적립금

의 차감액으로 정한다. 계산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경우 보험수리적 

자산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산한 금액을 보험수리적 자산으로 정

할 수 있다.37)

부담금은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탈퇴율, 예정승급지수, 신규 가입원의 

연령, 기타 급부에 필요한 비용 예상기초율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5) 대행제도 반환

연금기금의 예정이율은 실제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률이 예정이율에 미치지 

못하면 적립부족액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은 1990년대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금리가 지속38)되는 등 자산운용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적립금의 수익률

이 악화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그 당시 기금의 상당수가 예정이율을 5.5%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운용수익률이 -9.83%39)로 급감하는 등 부족한 수익

37) 후생연금보험법 제139조·140조·141조 관련.

38) 1995년~2000년 동안 일본은행의 재할인율이 0.5% 수준이다.

39) 企業年金聯合會(2012)의 통계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999년 13.09%(’99) → 
-9.83(’00) → -4.16(’01) → -12.46(’02)로 나타났다.



기존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51

률에 상당하는 금액이 적립부족액이 되고 이것이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후생연금기금의 대행제도는 확정급여형이므로 운용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으

면 기업이 일시적으로 부담금 납입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평소 이상으로 추가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단

점이 있다. 이와 함께 연금자산의 시가평가와 적립부족의 재무제표 계상을 요

구하는 퇴직급여회계제도(2000)의 도입은 기업의 압박을 더욱 가중 시켰다. 일본 

기업연금연합회에 의하면 1999년 기금의 18%가 적립부족상태였으나 2000년에

는 91%의 기금이 적립부족 상태에 빠졌다.40)

<그림 Ⅲ-2> 기금의 대행반환과 이전 방법

 

이러한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부

분(대행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면서 2002년 4월부터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에 대한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공적연금부분을 원래대로 공적연금으로 정부에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상당수의 기업들은 <그림 Ⅲ-2>와 같이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반환하고 신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하는 등 퇴직

연금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41)

대행제도 반환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대행부분의 운영 중지와 지금까지 운영

40) 企業年金聯合會(2012).

41) 中嶋邦夫(2002); 堀江奈保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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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대행부분의 반납 등 2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자를 장래반환, 후자를 과거

반환이라고 한다. 2002년 시행 당시 약 1,700개의 기금 중에서 약 500개의 기금

이 대행반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에도 기업의 공적연금으로 대행반환이 지속되

고 있다.

6) 급부

후생연금보험법(제130조)은 기금에게 수급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즉, 후생

연금기금은 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급부

를 지급해야만 한다. 

지급요건은 상술한 <그림 Ⅲ-1>과 같이 기본 부분의 경우 기금에 1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이며, 가산부분은 20년 이상 가산부분의 가입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

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게 사망 또는 장애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정령에 

따라 유족급부, 장애급부를 지급해야 한다. 

후생연금기금의 급부 지급 시기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급부가 지급되는 시

점에 맞추어져 있다. 즉, 기금의 노령연금의 지급개시는 늦어도 65세부터 가능

하지만 가령 65세 이전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노령후생연금(기본부분과 가산부

분)의 지급이 시작된 가입자 또는 노령후생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장한 경우 그 

연령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대행부분인 기본부분은 후생연금보험과 동일한 지

급연령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가산부분은 기업의 정년연령 등을 감안하여 지급

이 가능하다.42) 이러한 지급개시 연령의 애매한 기준은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

금 지급개시 연령이 2013년 60세에서 2025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되고 

있어 이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정령에 따라 일정 이상 가입기간의 경우 가산부분에 대해 탈퇴일시

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퇴 시 가입기간이 짧거나 일정 연령·연수 이하의 중도

탈퇴자에게는 기본부분이 기업연금연합회로 이전된다. 연금 급부액은 가입원

42) 후생연금보험법 제1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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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후생연금기금 대행제도 운영구조

의 표준급여가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43)

후생연금기금에는 <그림 Ⅲ-3>과 같이 대행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부분

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등 기업이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산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부분은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가산부분은 종신연

금이나 일시금 등 다양한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의 가

입자의 경우 기본부분과 가산부분을 기금에서 급여를 보장하지만 다른 퇴직연

금에 가입한 후생연금기금 미가입자는 노령기초연금과 노령후생연금을 국가에

서 급여를 보장하게 된다.

    자료: 厚生勞動白書(2012).

후생노동성 연금국(2011)에 의하면 후생연금기금에 가입한 연금수급자의 평

균적인 연금급여(가산부분 제외)는 <그림 Ⅲ-4>와 같이 기초연금과 임금슬라이

드부분(노령후생연금)의 11.6만 엔, 후생연금기금에서 지급하는 대행부분(3.4만 

엔), 부가부분(1.7만 엔)을 합산한 5.1만 엔을 합산하여 월 16.7만 엔이다. 후생

연금기금은 이외에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가산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43) 후생연금보험법 제144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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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후생연금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

                 주: 기금의 급부는 일시금 수급자를 제외한  2009년도 연금수급자의 평균액임.
             자료: 厚生勞動省年金局(2011).

기업연금연합회의 실태조사(2011)에 의하면 기금에서 지급하는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지급액은 도입형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산형이 3.9만 엔으로 대행

형 4.5만 엔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산형 수급자의 대부분이 급여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여수준이 높은 수급자와 평균화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인 월 평균액이 적은 이유는 후술하는 바

와 같이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2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므로 다른 퇴직급여제도에서 급부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평균 대행형 가산형

평균연금월액 4만 엔 4.5만 엔 3.9만 엔

수급자 수 2,751천 명 341천 명 2,409천 명

<표 Ⅲ-1> 후생연금기금의 평균 연금월액 및 수급자 수

주: 2011년 3월 말 기준.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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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사용자제도

퇴직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형태를 우리나라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후생연금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후생연금보험법 후생연금기금령

o 제110조(설립）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대 

 해 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피보험 
 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적용사업소에 대해 기금 
 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적용사업소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기금 
 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수는 합산하여 정령에서 정한 수 이상 
 이어야 한다.

o 제1조(설립 시 필요 피보험자 수) 
 ① 후생연금보험법 제110조 제1항의 정령 

 에서 정하는 수는 1,000명으로 한다.
 ② 법 제110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수는 5,000명으로 한다. 다만, 1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가 다른 적용사업소의 
 사업주와 업무, 장부상의 자본금 기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후생노 
 동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1,000명으로 한다.

<표 Ⅲ-2> 후생연금보험법상 복수사업장의 기금설립 및 인적요건

후생연금보험법(110조)은 <표 Ⅲ-2>와 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

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에서는 단독형, 연

합형, 종합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후생연금기금은 이

상의 3가지 형태에 의해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단독형은 기업이 단독으로 도입하는 경우 하나의 기업이 1개의 기금만을 설

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자 수는 미래에 기금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시 1,000명(2005년 4월 이전 이하 동일, 500명) 이상을 필요로 한다.

연합형은 대규모 기업집단 등 자본관계(발행주식의 20% 이상 직·간접으로 

보유)가 있는 관계사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시 가입자 수는 

1,000명(동 800명) 이상이다.

종합형은 자본관계와 관련 없이 동종업계 또는 동일지역 내 기업들이 공동으

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로 협회, 조합 등의 단체에 의해 공동으로 도입되는 경

우가 많으며, 상시 가입원 수는 5,000명(동  3,0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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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후생연금기금 설립 형태

 

 

     자료: 吉原健二(2005).

8) 대행형과 가산형 급여지급

급부형태는 설립형태에 따라 대행형과 가산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본적인 퇴직급여 또는 두터운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림 Ⅲ-6> 후생연금기금 급부설계 형태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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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형은 후생연금보험의 소득비례부분과 플러스알파라고 부르는 부가부분

을 단순 대행하여 하나의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후생연금기금제도 도입 직후 

대부분이 대행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1975년 8월 이후부터 대행형의 신규 

설립이 인가되지 않는다.

가산형은 대행형 급부에 기업의 독자적인 급여설계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

으로 기업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

분의 기금이 가산형을 선택하고 있다.

구분 기본부분 가산부분

근거법 / 도입시기 후생연금보험법 / 1965년 개정

운영주체 / 인가 후생연금기금 / 후생노동대신 인가

퇴직연금사업자 생명보험회사, 신탁회사, 투자일임업자

가입
요건

가입 대상 근로자 퇴직금지급 대상 근로자

인적 요건
단독형(1,000명 이상), 연합형(1,000명 이상), 

종합형(5,000명 이상)

급부
내용

연금형태 종신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

퇴직급여 늦어도 65세부터 지급개시

부담금 면제보험료는 노사절반
전액 기업주 부담이 주류
(일부 가입자부담도 가능)

<표 Ⅲ-3> 후생연금기금 도입체계의 주요내용

다. 운용체계

1) 운용방법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은 외부의 운용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후생노동성대신의 인가를 받은 기금의 경우에는 자가운

용도 가능하다. 외부 운영기관의 위탁운용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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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탁계약, 생명보험회사(또는 농협중앙회)의 보험계약, 투자일임업자와 투자

일임계약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탁회사의 상품에는 연금신탁과 연금지정 금전신탁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기금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자익신탁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은 기금을 

계약자 겸 보험금수취인,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운용은 일반

계정과 특별계정의 2가지 형태가 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

문회사(독자적인 자산관리 불가)에 운용의 판단을 일임하는 계약으로 운용위험

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44)

2) 운용규제

일본에서는 과거 후생연금기금의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해 이른바 5:3:3:2규제

와 3:3:2규제에 의해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제되어 왔다. 즉, 5:3:3:2규제는 

연금신탁자산에 대한 운용 시 자산배분을 원금보장상품 5% 이상, 주식 30% 이

하, 외화자산 30% 이하, 부동산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이며, 3:3:2규제는 생

명보험 특별계정에 의한 연금자산 운용 시 주식 30% 이하, 외화자산 30% 이하, 

부동산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이다.45)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금리 및 주가 폭락 등 자산운용 환경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환경변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연금자산의 안전성과 효율

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4) 후생연금보험법 제136조의 2·3 관련.

45) 橋本基美(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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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변천내용

1990년
∙ 기금의 자산일부 운용에 투자자문업자의 참여 허용 
∙ 500억 엔 이상의 연기금 규모의 경우 자가운용을 허용

1995년 ∙ 운용확대의 요건인 기금 설립 후 8년을 3년으로 단축

1996년
∙ 운용확대의 대상이 자산액의 1/3에서 1/2로 확대
∙ 연금신탁의 자산배분규제를 철폐

1997년
∙ 생명보험 제1특약상품의 자산배분규제를 철폐
∙ 기금에 대한 자산배분규제의 완전 철폐

1998년
∙ 운용확대 대상자산액의 상한 철폐
∙ 시가기준에 의한 자산평가로의 전환

1999년 ∙ 운용규제의 철폐에 따른 운용확대 폐지

<표 Ⅲ-4> 후생연금기금 운용규제 완화 추이

자료: 橋本基美(2000); 吉原健二(2005. 3).

이에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금에 

대해서 1990년부터 자가운용과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에서는 연금신탁의 자산배분규제(5:3:3:2규제)가 철폐되었으며, 

1997년 법 개정에서는 생명보험 제1특약상품의 자산배분규제(3:3:2규제)가 철

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양적 

운용규제가 철폐되었다.46)

다만, 사전적인 규제의 폐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수탁자에게 후술하는 

선관주의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3) 재정운영

적립의무란 연금급부 지급을 위해 기업 또는 기금의 외부에 연금자산 예치를 

규정한 것이다. 

46) 厚生白書(1997); 吉原健二(2005. 3)을 기초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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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업의 부담 평준화를 위해서 연금

자산의 적립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방식은 약정된 급부지급을 위해 기금운

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재정계획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

정계획 수립을 위한 방침을 말한다. 

재정방식에는 재원조달 시점과 방법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구분

되는데 후생연금보험법은 기금이 연금급여 등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적립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47) 적립방식은 사전에 기금을 적립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할 때 지급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매기별로 평준화하여 적립하는 방식

이라는 점에서 평준적립방식(Level cost method) 이라고도 한다.

후생연금기금은 재정방식에 대해 최소한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탈퇴율 

등을 산출기준으로 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8) 

후생연금기금은 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적립부족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후생연금기금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 등을 후생노동성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산 시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행하는데 계속기준 재정기준과 비계속 기준에 따른 2가지 

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47) 후생연금보험법 제136조의 2 관련.

48) 후생연금보험법 제1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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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후생연금기금 재정운영 절차

 자료: 吉原健二(2005).

계속기준은 <그림 Ⅲ-7>처럼 기업주가 매 사업연도 결산시점 적립금 순자산

액이 책임준비금 기준액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측정한다. 계산결과 적립

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후생노동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한다.

비계속기준은 후생연금기금이 해산한 경우 가입자 등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을 실시한다. 즉, 기금이 <그림 Ⅲ-7>과 같이 매 사업연도 결산시점에 

적립금 순자산액이 최저 적립기준액을 하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측정하고 적립

부족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부담금으로 납입

해야 한다. 최저 적립기준액은 사업연도 말까지의 가입기간과 관련되는 급여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반면, 매 사업연도 결산에 적립금 순자산액이 적립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액수를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재정재계산은 <그림 Ⅲ-7>과 같이 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계산 기초율을 정

기적으로 개정하고 개정한 기초율을 기초로 부담률을 재계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후생연금기금은 ‘재정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어도 5년에 1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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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최초 설립 시에는 3년에 1회 재계산한다. 

재계산 시 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적립금은 계산기준일의 보험수리적 자산에

서 별도 적립금의 차감액으로 정한다. 계산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경

우 보험수리적 자산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산한 금액을 보험수리

적 자산으로 정할 수 있다.49)

4) 수급권 보호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술한 

기업주 부담의무, 기금의 적립의무, 수급권 부여, 재정검증, 재정 재계산, 적립

금 처리, 지급보장 장치 등의 엄격한 수급권 보호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

면 후생연금보험법령은 가입자 등에게 퇴직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주의 

부담과 기금의 적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게 가

입기간에 상당한 기본급여를 수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

상 기금 적립결산을 통해 계속 또는 비계속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며, 5년

마다 재정 재계산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위하여 부담금 재계산을 실시하는 반면, 적립금 잉여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일정한도의 부담금을 공제하거나 기금

에서 별도로 유보할 수 있다.

5) 수탁자 책임

후생연금기금 관련 법령은 연기금이 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과 운영자(administer)를 수탁자로 둘 것을 요구한

다.50) 집행기관이나 운영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재량권

49) 厚生年金基金の財政運営基準解説(1999); 厚生年金基金の財政運営について(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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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을 가지고 있거나 제도의 자산을 통제할 경우에는 행사하는 재량권

이나 통제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투자자문사, 제도의 관리를 위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모

든 개인들, 제도 운영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위원회의 대표를 포함하며, 일본의 

경우 자산관리기관, 컨설턴트를 포함하기도 한다. 

일본은 1999년 자산운용 규제가 완전히 철폐로 인한 가입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운용수탁자로서의 행동을 규율하는 수탁자 책임의 이념이 인식되게 되

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1997년 4월 자산운용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명확하지 않았던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후생연금

기금은 기금·이사 등을 법률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충실의무·주의

의무 등  수탁자 책임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51)

후생연금기금은 기업주로부터 독립한 법인이며,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표 Ⅲ-5>와 같이 대의원회 및 임원(이사·이사장·운용

집행이사·감사)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사는 민

법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와 함께 기금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용된

다. 또한 이사는 이익상충 행위 즉, 자기 또는 기금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기 위한 목적의 업무상 행위가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이익 상충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충실의무에 대해 이사가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야 하며, 그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 금지된다. 또한, 이사는 기업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가입자의 이익에 위

배될 경우는 기금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업주에게 설명

하여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투자일입업자에게도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가 적용된다.

50) 후생연금보험법 제120조·제130조 관련.

51) 土浪修(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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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충실의무 주의의무

사업주·기금이사 법1) §120의 2, 3 민법§644

신탁회사
법 §136의 5
신탁법 §30, 31, 32

신탁법§29

생명보험회사 법 §136의 5 －

투자일입업자
법 §136의 5
금융상품거래법 §42

금융상품거래법§42

<표 Ⅲ-5>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의 근거법 조항

주: 1) 후생연금보험법을 지칭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후생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서 특이한 것은 기금의 임·직원 업무행위에 

대해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률은 기금의 임·직원이 형법 기

타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52)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은 후생연금기금이 준 공적연금의 성격으

로 인하여 공적연금 정부기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구성원의 업

무가 이에 상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수탁자의 금지행위

기금의 이사는 법령·후생노동대신의 처분·규약·대의원회의 의결을 존중

하여 기금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의 이사는 자기 

또는 기금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의 관리·운용을 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기금이사가 그 업무를 태만히 하는 때에

는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기금은 이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53) 

또한, 운용기관은 법령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54)

52) 후생연금보험법 제121조 관련.

53) 후생연금보험법 제120조의 2·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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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의무

기금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또한, 가입자 이외에 기금이 연금 또는 일시금 등의 급부를 지급하

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도 가능한 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끔 노력하도록 한다. 

공시내용은 확정급부기업연금과 유사하므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8) 연금계리사제도

일본에서는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 또는 기업연금연합회는 연금수리인(이하 ‘연금계리사’이라 함)으

로 부터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 관련 서류가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

초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받아 서명날인 받아야 한다.55) 현재 일본에서는 연금

계리업무에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영국의 지명수리인제도를 모방하여 지정연금계리사제도를 

1997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지정연금계리사는 각 기금별 자율적이고 건전한 재

정운영이 가능하기 위해 각 기금이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특정 연금계리

사를 지정하여 계속적으로 기금의 재정상황을 진단받고 재정운영에 대한 어드

바이스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연금계리사의 업무는 재정검증 및 재정계산에 관련된 연금수리 관련서

류의 확인(서명 날인)과 의견 제시, 계속적인 재정진단 및 의견서 작성 등이다. 

지정연금계리사는 가입원 수·사업장 수·표준급여의 변화, 선택일시금의 선

택상황,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및 적립수준의 정상화 계획현황, 부담금미납 결손

상황 발생 시 의견서를 기금에 제출한다. 

54) 후생연금보험법 제136조의 5 관련.

55) 후생연금보험법 제130조의 3, 제159조의 3, 176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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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운용상품 생보, 신탁, 투자일임, 자가운용

운용규제 없음(단, 운용지침 준수 의무)

적립의무 규정존재

재정검증 계속기준, 비계속기준의 관점에서 재정검증

재계산 5년마다 1번

적립금 부족 일정 기간 내 해소

적립금잉여 기금 내 유보하고 일정한도 초과 시 부담금 공제

연금계리제도 1997년 지정연금수리인제도 도입

수탁자책임
(법률 및 가이드라인상 기금이사의 의무, 손해배상책임·금지행위, 
수탁기관의 행위준칙 등으로 수탁자 책임을 엄격히 규율)  

정보공시
(B/S, I/S, 사업보고서를 가입원에게 열람, 가입원에게 사업현황 공시,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 등)

<표 Ⅲ-6> 후생연금기금 운용체계의 주요내용

라. 종료체계

1) 중도탈퇴자에 대한 급여

기금 가입자가 전직 등으로 퇴사하면 기금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기

간 탈퇴자 및 복수의 기금에서 탈퇴·가입을 반복한 자에 대한 급여를 각각의 

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 운영상 비효율적이다. 이에 효율적인 적립금 관

리 및 연금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입 후 10∼15년 이내에 기금을 

탈퇴한 사람에 대해서 연금 적립금을 기업연금연합회에 이체하여 동 연합회가 

일괄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연금연합회는 법령에 따라 중도탈퇴자 및 

해산한 기금에 관련된 노령연금급여의 지급을 공동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

체이다.56)

56) 후생연금보험법 제1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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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의 지급요건은 가입자가 사망 이외의 가입자격 상실요건에 해당

되고, 규약에서 정한 탈퇴일시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한편, 당초에는 

일시금을 동 연합회로 이체하는 체계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동 연합회에 일시금

을 이체하여 기본부분과 합하여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금 해산·이전 규제 완화

후생연금기금은 대행제도의 정부로 반환 및 신 퇴직연금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4년 법률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해산 및 타 연금제도로의 이

전규제가 크게 완화 되었다. 

① 후생연금기금 등이 보다 원활하게 신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후생연금기

금 등의 해산 시 특례조치를 신설하였다.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최저책임

준비금을 보유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책임준비금의 분합납부와 납부액의 감

액도 인정되었다.

② 후생연금기금(기업연금연합회 포함)과 확정급부기업연금 간에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탈퇴일시금 상당액의 연금자산으로 

상호 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후생연금기금 등에서 기업형 또는 개인형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또는 자동으로 해당 제도로 자산이관(기업형의 경우 전직회사, 

개인형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이 가능하게 되었다.57)  

④ 확정급부형기업연금의 중도탈퇴 내지 제도 종료 시에도 개인이 기업연금

연합회에 신청하면 통산을 통해 연금화할 수는 길도 열어두었다.

⑤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를 대행하는 중요한 기업연금으로 기업

이 도산이나 근로자의 이직에 대응하기 위한 통산장치가 필요하였는데, 

57) 어기구(2009).



68 조사보고서 2012-2

이러한 통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종전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의 기

능을 확대하여 기업연금연합회로 통합 확대 개편하였다.

⑥ 후생연금기금에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전 할 경우 예정이율의 인하, 

근로자 및 수급자의 연금급여 감액, 수급자의 급여액만 실세금리에 연동

시키는 캐시밸런스 플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58)

3) 해산방법

기금의 해산은 대의원의 3/4 이상이 의결하였거나 기금의 사업이 지속 불가

능하게 되어 후생노동대신이 인가한 경우와 후생노동대신이 해산 명령을 내린 

경우 가능하다.59) 기금이 해산한 경우 해산당일 적립액이 최저 적립기준액을 

하회한 경우 기금이 부족한 금액을 해당 기업의 부담으로 일괄 징수해야 한다. 

다만, 기금(기업)이 해산 후 확정갹출연금제도로 이전할 경우 해산한 기금은 

연금규약에 따라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제도의 자

산관리기관에 개인별관리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60) 

해산기금이 발생하면 지급보장기구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절차를 거쳐 기금 

전체 및 개인별 보장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① 해산기금의 미적립 채무액 산정

② 미적립 채무액의 가입원, 대기자, 수급자 개인별로 할당

③ 해산기금의 보증 대상액 산정

④ 감액율의 결정(감액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액하는 경우의 감액률을 

지급보장사업운영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답신에 기초하여 결정)

⑤ 해산기금 보증액의 결정(③의 보증 대상액 × ④의 결정 감액률)

⑥ 개인별 보증액의 할당

58) Resona銀行(2004).

59) 후생연금보험법 제145조 관련.

60) 후생연금보험법 제144조의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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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후생연금기금 해산 및 지급 절차

            자료: 이순재 외 3인(2005).

4) 지급보장제도

기업의 도산 및 경영악화에 의해 후생연금기금이 해산되는 경우 수급자 및 가

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연금급여가 확보되도록 1989년부터 지급보장제도가 도

입되었다. 다만, 대행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급여 책임을 지기 때

문에 지급보장은 추가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급보장제도는 모든 후생연금기금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강제 공제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급보장제도의 재원은 각 기금으로부터의 징수금이

며, 적립금 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운영은 기업연금연합회가 담당한다. 지급보

장사업은 연금급부확보사업, 적립기준의 검증사업 및 방문상담 조언사업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지급보장사업은 기금의 설립사업소의 도산 등에 의해 기금이 해산된 경우 기

금의 가산부분급부에 대하여 가입자 등에게 해산 시 책임준비금 중 대행부분 급

부현가의 30%와 초과분 50%를 합산한 범위를 지급보장 한도로 하여 연금을 지

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보장 장치의 보장급부는 기업연금연합회의 규약 제 78조

에 의거하여 다음 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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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산한 경우

  －설립사업소의 도산

  －설립사업소 또는 설립사업소가 소속된 업계의 경영악화

  －기타 후생연금기금이 존속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② 잔여재산이 지급보장 한도를 하회한 경우

지급보장사업은 매년 결산 시 각 후생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검증하는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연금의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기금이 해산에 이르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지급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연금연합회는 각 기금에

게 적립수준의 검증과 관련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의 운영은 모든 기금이 참가하는 공제사업방식이며, 운영 및 관리는 기금

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급보장사업운영위원회가 행하고 있다. 또한, 방문상단 

조언사업이 적절히 실시되기 위해 기금운영건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림 Ⅲ-9> 기업연금연합회의 지급보장사업 운영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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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제지원

후생연금기금은 준 공적연금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공적연금의 과세와 거

의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74조)에 따라 기업의 비용으

로 전액 손비처리가 되며, 근로자가 기여한 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사

회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후생연금기금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다른 퇴직

연금이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한 것과 차이가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연금 적립금 잔액의 1.173%(국세 1%, 지방세 0.173%)에 해

당하는 특별법인세61)가 과세되며 다른 퇴직연금제도에서도 동일하게 과세가 

된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과세 유예조치에 따라 퇴직연금의 특별법인세 과세가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특별법인세의 과세 

유예조치는 여러 차례 유예조치 연장을 거쳐 2013년까지 연장되고 있다.62)

수급단계에서 연금소득은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잡소득으로 간주

되어 소득세법(35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기준은 공적연금과 퇴직연

금의 연금소득액에서 공적연금 소득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해급부금 및 유족급부금 등은 후생

연금보험법(136조)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61) 일본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금융회사가 대납하여 납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어 특별법인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류건식·이상우 2008). 특별법인세 과세는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을 납입한 시점에 각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확정되지 
않아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된 상태이며, 일본에서는 이연된 연금 적립금에 
대해 특별법인세가 과세된다(http://www.pfa.or.jp).

62) 厚生勞動省(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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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부분 가산부분

지급보장제도 기업연금연합회에서 실시

중도탈퇴자 
급여

없음
∙ 가입기간 3년 이상 지급 가능
∙ 퇴직 시에 지급

기금의 
분할·합병

기금 대의원의 의결과 주무장관 인가 필요하며, 
신규 기업 및 회원기업 탈퇴 시 사업장의 전부 동의 절차 준수

제도종료 시 
적립부족 

해소 의무 존재

통산제도
∙ 기업연금연합회·DC제도로 자산이전 가능
∙ 규약에 따라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전 가능

세
제
조
치

기여 시
∙ 기업주: 전액손금

∙ 가입자: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

운용 시 ∙ 특별법인세 2014년 3월 말까지 유예

지급 시

∙ 연금: 잡소득으로 과세(단, 공적연금 등 공제)

∙ 퇴직(탈퇴)일시금: 퇴직소득세 과세

∙ 유족일시금 : 비과세

<표 Ⅲ-7> 후생연금기금 종료체계의 주요내용

2. 적격퇴직연금

가. 개요

적격퇴직연금(Tax-Qualified Pension Plans)은 미국의 적격연금제도(qulified 

pension plan)를 모방하여 1962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이다. 

동 연금은 정부가 사외적립을 통하여 퇴직급여 재원 마련하는 기업을 장려하

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동 연금은 

고도 경제성장기에서 임금상승 등에 의한 퇴직금 부담의 평준화, 고용의 안정,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도 하였다. 

동 연금은 기업이 <그림 Ⅲ-10>과 같이 수탁 금융회사와 연금계약을 체결하

고 장래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연금자산을 사외에 적립하는 확정급여형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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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로서 세법상 적격요건63)을 충족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기

업과 종업원에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그림 Ⅲ-10> 적격퇴직연금의 운영체계

                       자료: 堀江奈保子(2009. 8).

동 연금은 시행 이후 후생연금기금과 함께 40여 년간 일본의 대표적인 퇴직

연금제도로 순조롭게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적립금 운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신 퇴직연금제도의 등장과 함께 장래에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즉, 동 연

금은 확정급부기업연금법(2001)에 따라 2002년 4월 이후부터는 신규계약 체결

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의 계약도 2012년 4월 1일부터는 세제상의 우대조치

를 받을 수 없게 되어 2012년 3월부터 사실상 종료된다.64) 

그러므로 2002년 4월부터 적격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

기 위해서는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규약형, 기금형), 확정갹출연금, 

기타 퇴직급여제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제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비

영리회사의 경우 계약유지를 지속할 수도 있다.

6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규정하는 모든 요건은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할 것, 가입자격, 수급자격, 연금액 결정, 연금수리,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등이 정해
져 있었으나, 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격연금의 신규계약이 폐지되었고 
동 조문은 삭제되었다.

64) 確定給付企業年金法 부칙 제1조·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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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체계

1) 가입요건

적격퇴직연금은 기업 가입의 편의성을 위하여 연금수급 자격 및 급여수준 등

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등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연금모델이

다. 즉, 동 연금은 근로자 15인 이상(특례형의 경우 500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65) 그러므로 법인의 임원(사용인 겸직 임

원은 제외), 개인사업자 등의 가입은 불가능하다.66)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가

입자격 취득 직후로 하며 구체적 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규모별 비중은 <그림 Ⅲ-11>과 같이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기업과 100∼300명의 기업이 각각 68.8%와 20.6%를 차지하여 대

부분이 중소규모 이하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그림 Ⅲ-11> 적격퇴직연금제도 기업규모별 가입건수

                             

                                                         
                                                        주: 2010년도 기준.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65) 日本アクチュアリー会(2006).

66) 法人税法施行令 부칙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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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유형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에 근거한 적격퇴직연금(근로자 15인 이상)과 조세

특례법에 근거한 특례퇴직연금(500명 미만)으로 구분된다. 특례형은 인적요건, 

연금수급자격, 지급기간, 급부수준 등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적격퇴직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3) 계약형태

적격퇴직연금은 기업주가 수탁 금융회사와에 적격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함으

로서 시작된다. 즉, 기업주는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계

약, 농협의 생명보험공제계약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67) 수탁 

금융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

부로 기업주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부담금을 납입한다.

4) 부담방법

부담금은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 

부담금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여 

노사의 공동부담이 가능하다. 

부담금은 정액 또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곱한 방법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

에 따를 것이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부담금 및 급부금의 산출은 예정이율이 기준

이율 이상이야 할 것, 예정사망율, 예정승급률 또는 예정탈퇴율은 산출시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할 것 등 적정한 연금수리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68) 

67) 법인세법 부칙 제20조 관련.

68)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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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요건

적격퇴직연금은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급부제도이므로 재직 중인 경

우 퇴직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금지급은 연령 및 근속기간, 기타 사유 등에 따라 연금계약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급개시 연령이 사망 또는 질병으

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지차지게 낮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 적

용된다는 것이다. 지급 개시연령은 정년연령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시

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으로 한다. 다만, 근속 기

간이 적을 경우에는 연금 외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6) 급부수준

적격퇴직연금의 급부는 퇴직 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후생연금

기금과 같이 장애급부는 지급되지 않는다. 연금의 지급기간은 종신연금을 원칙

으로 하는 후생연금기금과 달리 5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종신형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근속 기간이 적을 경우에는 연금 외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69)

지급방법은 연금 이외에 일정한 사유에 의해 일시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

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는 재해, 심각한 질병, 후유증을 동반하는 심신장애, 사

망, 주택의 취득, 가족의 결혼 또는 진학, 채무변제, 연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이 

있다.

연금 급부는 적정한 연금수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2009

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연금액은 124.4만 엔(월 103,678엔)이며, 일시

금 평균 금액은 392만 엔 이다.70)

69)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6조 관련.

70)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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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퇴직연금 특례퇴직연금

시행시기 1962. 4. 1 1993. 4. 1

근거법 법인세법 조세특별조치법

운영주체 기업 등

설립 국세청장관 승인

퇴직연금사업자 생명보험회사, 신탁회사, 투자일임업자

가입
요건

대상자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

(상근임원은 불가, 사용인 겸 임원은 가능) 

인적
요건

∙ 계약 체결 시: 15인 이상
∙ 계약 유지 시: 10인 이상

∙ 단독형(500명 미만)
∙ 종합형(500명 미만)

급부
내용
·

지급
요건

지급기간 일시금 또는 5년 이상 유기연금 원칙적으로 종신연금

노령급부 정년퇴직, 중도퇴직이 지급사유

장애급부 없음

유족급부
임의, 지급방법 등은 규약에 규정

(연금 또는 일시금)

부담금

부담금
전액 기업주 부담이 주류
(일부가입자부담도 可)

기여 연 1회 이상 정기적 

현물기여 가능

<표 Ⅲ-8> 적격퇴직연금 도입체계의 주요내용 

다. 운용체계

동 연금은 법인세법상 수탁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한 자산운용 규제가 존재하

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근거법인 신탁법과 보험업법 등의 자산운용규제

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동 연금은 법인세법상 최소 적립의무, 적립금의 부족과 해소 방법, 잉

여금 발생 시 기업주에 반환, 재정검증 절차, 수탁자 책임에 대한 법규 및 가이

드라인, 정보공시, 지급보장제도 등의 수급권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

의 도산 및 종업원 전직 시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연금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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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격퇴직연금

운용상품 신탁상품, 생명보험, 생명보험공제

운용규제 보험업법 및 신탁법 등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

재정검증 규정 없음

적립부족 규정 없음

적립금 잉여 기업주에 반환

수급권 보호
수급권 보호(최소 적립의무, 미적립 해소의무, 재정검증, 수탁자 책임, 
정보공시), 수탁자 책임, 지급보장제도 규정 없음

수탁자 책임 규정 없음

지급보장제도 규정 없음

<표 Ⅲ-9> 적격퇴직연금 운용체계의 주요내용

라. 종료체계

1) 지급보장제도

적격퇴직연금은 지급보장제도가 없다. 

2) 타 제도로 이전 방식

적격퇴직연금의 취급은 2002년 4월부터 신규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계

약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2년 3월까지 기존 제도를 해약하고 다른 퇴

직연금 제도로 이동이 필요하다.

동 연금에서 타 제도로 이동 시 세제혜택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퇴직급여

제도는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기금형·규약형), 기업형 확정갹출연

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 등이다. 이 중에서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은 

DB형이기 때문에 급여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장래의 연금액이 사전에 결정되

고, 기업이 운용위험을 지며, 기업의 재무제표 상에 퇴직연금채무를 계상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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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또한, 매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적립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며, 적립수

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금을 기여한다. 아울러 후

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고 일정 수준을 종신연금으로 지

급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확정갹출연금은 기업이 운영위험을 지지 않고 퇴직급부채무의 계상이 

불필요한 특징이 있다. 또한 확정갹출연금은 직원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60세 이전엔 중도인출이 없고, 운영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71)

선택 방식 주요 특징

후생연금기금

장래의 급부를 확인하고, 일정 수준은 종신연금으로 지급
∙ 후생연금(공적연금)의 일부를 대행
∙ 기업이 운용위험을 부담,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의 추가 기여 
   가 필요
∙ 재무제표 상 퇴직급부채무 계상 필요 

확정급부기업연금
(기금형·규약형)

∙ 장래의 급부액이 확정
∙ 적격퇴직연금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사의 퇴직급여제도 
   에 부합한 급부설계 가능
∙ 기업이 운용위험을 부담,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의 추가 기여 
   가 필요
∙ 재무제표상 퇴직급부채무 계상 필요 

확정갹출연금 
(기업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 근로자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므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투자교육을 책임부담
∙ 60세 이전에 은퇴해도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 재무제표상 퇴직급부채무 계상 필요 

제도 폐지 후 
청산

∙ 적립금은 근로자, 수급자 등에게 귀속
∙ 해약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과세대상

계속 ∙ 세제혜택 없음

<표 Ⅲ-10> 적격퇴직연금에서 타 제도로 선택방법과 주요 특징

자료: 堀江奈保子(2009).

71) 堀江奈保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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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적격 요건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요건을 충족

하고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의 세제적격요건은 <표 Ⅲ-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요건 내용

① 계약의 목적 퇴직연금(일시금 포함)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② 계약의 형태 신탁계약과 생명보험계약, 생명보험공제계약

③ 가입자의 범위
법인의 임원(사용인 겸직 임원은 제외), 개인사업주 또는 이와 생계
를 같이 하는 친족은 가입 불가능

④ 예정이율 예정이율은 재정 재계산 시 이외에는 변경하지 않을 것

⑤ 적정한 연금수리
보험료 및 급부금은 계산기초율 등 적정한 연금수리에 근거하여 합
리적으로 계산

⑥ 보험료의 사전결정 정액 또는 급여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법

⑦ 과거근무 채무상각 정액, 급여의 일정비율 또는 채무현재액의 일정비율

⑧ 초과유보액의 취급
계약 후 5년 이내에 일정기간이 경과 시 마다 당해 계약에 관한 신탁
재산 또는 적립금액을 재평가하여 연금적립금액이 예정 급부액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보험료로 충당하거나 기업주에게 환급

⑨ 기업주에 대한 적립금 
 의 반환금지

급부를 위한 적립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주에 반환금지
 ∙ 후생연금기금, 신 DB제도, DC제도, 기타 제도로 이행

 ∙ 운용기관 간의 적립금 이전

⑩ 해약환급금의 종업원
 귀속

계약의 전부·일부가 해약된 경우 해약 시의 적립금은 종업원에게 
반환

⑪ 급부감액 기여금의 불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액을 행하지 않을 것

⑫ 차별적 취급 금지 종업원 간의 차별적 취급 금지

⑬ 금지행위
기업주가 수탁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의 특별이익 
수수의 금지, 신탁계약의 경우 기업주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시 금지

⑭ 계약의 계속성 당해계약이 상당기간 계속된다고 인정되어야 함

<표 Ⅲ-11> 적격퇴직연금의 세제적격 요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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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지원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여, 운용, 지급단계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먼저 기여단계의 세제는 기업주가 기여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비처리 하되, 가입

자의 부담금은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소득

공제 한도가 인상되어 2012년부터 6만 8천 엔(소득세 4만 엔과 주민세 2만 8천 

엔)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운용단계에서는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적립금(근로자 분담금 제외)에 대해 1.173%(국세 1%, 지방세 

0.173%)의 특별법인세 과세하는데 단 2014년 3월 말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

다. 적립금의 1%는 손비처리가 되어 해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금소득의 지급 

시까지 이연된다.

지급단계에서는 퇴직연금은 잡소득세 대상으로 공적연금공제 대상이 되며,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지

급금 중에서 근로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금액에서 이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유족급부금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구분 적격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없음

탈퇴
일시금

 ∙ 가입기간 3년 이상 지급 가능
 ∙ 퇴직 시에 지급

통산제도
기업연금연합회·DC제도로 자산이전 가능
(단, 규약에서 정할 경우 후생연금기금, 신 DB제도로 이전 가능

세제
조치

기여 시
 ∙ 기업주: 전액손금

 ∙ 가입자: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운용 시  ∙ 특별법인세 2014년 3월 말까지 유예

지급 시  ∙ 연금: 가입자 기여분 제외하여 잡소득으로 과세

<표 Ⅲ-12> 적격퇴직연금 종료체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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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현황

가. 후생연금기금의 시장 현황

1) 가입 현황

후생연금기금은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대표적인 퇴직급여제도로 성장해 

왔다. 기금형제도가 높은 임금인상을 반영한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할 수 있

고 기금 설립을 통해 근로자의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기금은 저금리 장기화 및 자산운용 환경 악화로 인한 기금 

탈퇴와 정부의 신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현재 급격한 쇠퇴기를 

거치고 있으며, 기금 탈퇴자의 신 제도로의 유입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1966년도 142개 기금에 50만 명이 가

입한 이후 가장 절정기인 2000년도 1,801개 기금에 약 1,140만 명이 가입하였으

나 신 퇴직연금제도 도입된 2001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연기금 

가입이 200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표 Ⅲ-13>과 같이 2010년도 588개 

기금에 약 4,300만 명이 가입하는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구분 1966 1970 1980 1990 2000 2001 2005 2009 2010

기금 수
(개)

142 713 991 1,474 1,801 1,737 687 608 588

가입자 수
(천 명)

500 3,910 5,964 9,845 11,396 10,871 6,310 4,307 4,302

<표 Ⅲ-13> 후생연금기금 가입현황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이에 따라 후생연금기금의 가입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절정기인 

2000년도의 경우 <표 Ⅲ-14>과 같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가입한 비율이 35.4%

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도 가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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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추락한 이후 2008년도 이후부터는 12%대 수준으로 지속하고 있다. 현

재 후생연금기금의 신 퇴직연금제도로 이전이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향

후 가입률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000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률1)

(%)
35.4 34.4 18.6 16.0 14.0 13.4 12.7 12.6 12.5

점유율2)

(%)
54.1 54.0 35.9 31.9 31.0 28.0 27.3 25.6 14.9

<표 Ⅲ-14> 후생연금기금 가입률 및 점유율 추이

  

   주: 1) 5인 이상 근로자(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 대비 가입자 수 기준.
        2)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입자 수 점유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후생연금기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독형 이외에 연합형, 종합형의 형태로 하

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기금의 형태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15>와 같이 최근 기금 수가 연합

형보다 종합형이 현저하게 많다. 이는 종합형의 경우 유사 동종업계 등이 공동

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인 반면, 연합형의 경우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금 이탈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형태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

의 공동 설립하는 형태보다 가입 기업들 간의 제도 해산 또는 이전 등에 대한 동

의 절차 등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특성이 연합형 기금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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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금 수(개)

단독형 연합형 종합형 합계

1966 90 47 5 142

1970 334 246 133 713

1980 387 364 240 991

1990 475 545 454 1,474

2000 536 636 629 1,801

2001 506 605 626 1,737

2005 71 91 525 687

2009 53 59 496 608

2010 42 51 495 588

<표 Ⅲ-15> 후생연금기금 가입현황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단독형, 연합형, 종합형의 기금 수는 가입 절정기인 2000년도에 각각 536개, 

636개, 629개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1년도 신 퇴직연금제도 등

장 이후 단독형과 연합형의 기금 수가 급감하기 시작함에 따라 2010년도 현재 

종합형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단독형, 연합형, 종합형의 기금 수는 각

각 42개, 51개, 495개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퇴직급여제도 가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하나의 퇴직

급여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또는 근로자별 하나 이상의 다양한 퇴직

급여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행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 종류

에는 퇴직일시금, 퇴직금공제, 사립학교교직원 공제,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

금,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갹출연금 등이 있다.

일본에서 지급보장사업 및 기금의 재정검증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연금

연합회가 2010년도에 전체 기금(588개)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후생연금기금과 타 퇴직급여제도를 동시에 병행

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기금 수가 571개로 전체에서 97.1%를 차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대부분이 복수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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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퇴직

급여제도를 가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후생연금기금이 병행하고 있는 퇴직급여 유형을 살펴보면(복수응답 포함) 적

격퇴직연금이 420개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퇴직금공제가 417개, 특정퇴직금공

제제도 340개, 확정갹출연금 289개, 확정급부기업연금 254개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 결과 후생연금기금의 타 퇴직급여와 병행은 신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적

격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금공제 등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정급부
기업연금

화정갹출
연금

적격퇴직
연금

사학
공제

중소기업
퇴직금공제

특정퇴직금공제
제도

기타

254 289 420 4 417 340 282

<표 Ⅲ-16> 후생연금기금과 병행하고 있는 타 퇴직연금제도
(n=571)

  

주: 복수응답 포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후생연금기금 해산 수는 자산운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000년도 이후 적립금 

운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29개, 59개의 

기금이 해산하였다. 또한, 신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정책에 따른 대행제도 반환 

허용(2002) 직후 73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 해산 수는 2003년도 92개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06년도 8개로 줄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표 Ⅲ-17> 참조)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해산 수
(개)

29 59 73 92 81 8 11 4 3 5

<표 Ⅲ-17> 후생연금기금 해산 추이

  

자료: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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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자산 및 운용 현황  

후생연금기금의 자산규모는 절정기인 2000년도에 53.2조 엔을 상회하였으나 

기금 이탈현상에 따른 기금자산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0년도 약 17.4조 엔에 머

무르고 있다. 특히, 기금 자산은 법률 개정에 따라 후생연금기금의 타 퇴직연금

제도로 통산성을 강화한 2004년도의 경우 기금 가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그림 Ⅲ-12>와 같이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약 13.8조 엔이 감소한 26.9조 엔이

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12> 후생연금기금의 금융권역별 수탁 자산액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기금의 자산운용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탁은행이나 생보사에 한정되

었으나 그 이후 자금운용의 효율화 관점에서 투자자문사에 위탁운용하고 자가

운용이 허용되는 등 자산배분규제와 운용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그 결과 기금

운용은 신탁, 생보와 함께 투자자문을 통해 다양하게 운용되어 왔으나, 

2000~2006년도 간의 추이를 살펴볼 때 여전히 신탁과 생보를 통한 운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87

한편, 후생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주가 폭락 및 초저금리 시대 장기화 등 자산운

용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그림 Ⅲ-13>과 같이 2000년도에 -9.83%로 급

락한 이후 2002년도에 -12.55%의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자산운용 환경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등 일본

경제가 다소 안정되면서 2004년도 4.7%, 2005년도 21.1%, 2006년도 4.2% 등 양

(+)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하였다. 그 이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각각 -12.03%, -19.8%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도에 다시 15.5%로 양의 수익률로 급반전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로 인

하여 다시 -1.0%의 수익률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13> 후생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추이

                     
                    주: 운용수익률은 ‘수정종합이율( = (종합수익 / 기중 평균잔액) × 100)’임.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3) 지급현황 추이 

후생연금기금의 수급자는 기업의 기금 이탈현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기금 수급자 수는 <표 Ⅲ-18>과 같이 2002년도 약 

332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2010년도 약 275만 명으로 정점대비 약 57만 

명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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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지급액은 <표 Ⅲ-18>과 같이 

2001년도 약 4만 7천 엔에서 2010년도 4만 엔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일시금 수

급자를 제외한 월평균 수급액은 2001년도 약 6만 8천 엔에서 2010년도 2만 7천 엔

으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월평균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

자의 퇴직급여제도 병행 가입 때문이며, 평균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이유는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이 대거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금의 평균 지급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1년도 월평균 지급액은 대행부

분과 가산부분이 각각 약 2만 9천 엔(63% 비중)과 약 1만 7천 엔(37% 비중)으로 

대행부분이 현저하게 높다. 이는 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수급액 중에서 소득

비례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대행부분으로 63%를 수급하고 나머지 37%를 퇴직급

여로 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0년도 대행부

분과 가산부분의 월평균 지급액은 각각 3만 3천 엔(81.4% 비중)과 7만 4천 엔

(18.6% 비중)으로 더욱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분
(연도 말)

전체 추가급여부분 완전일시금 선택자 제외

수급자 수
(명)

월평균연금액(엔) 수급자 수
(명)

월평균연금액(엔)

대행 + 추가 추가부분만 대행 + 추가 추가부분만

2001 3,156,953 47,473 17,562 1,383,468 68,384 37,297

2002 3,319,693 49,867 18,731 1,452,648 72,106 39,910

2003 3,014,435 46,952 16,389 1,212,769 69,168 36,942

2004 2,488,282 40,345 11,073 960,819 55,860 24,915

2005 2,329,853 34,530 7,056 857,687 45,473 15,822

2006 2,232,250 37,983 7,913 808,776 49,754 17,859

2010 2,751,436 40,000 7,425 1,016,799 27,260 14,412

<표 Ⅲ-18> 후생연금기금 수급자 수와 평균지급액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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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생연금기금의 일시금과 연금 지급 비중은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나 후생연금기금이 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시금 선택률이 다른 퇴

직연금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후생연금기금의 일시금 선택 비율을 

살펴보면 <표 Ⅲ-19>와 같이 2000년도 43.0%로 연금 선택률이 57%로 다소 높

았으나 기업의 기금 이탈현상이 높았던 2006년도에 59.2%로 정점에 달하였다

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현재 일시금과 연금 

선택의 비율은 각각 48%와 52%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 수급

률이 높은 것은 기금의 월 평균지급액이 비교적 소액72)이고, 수급자의 일시적

인 생활자금 수요, 일시금과 연금 지급에 대한 세제혜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

43.0 47.6 50.8 57.1 53.7 59.2 51.2 52.8 50.2 48.0

<표 Ⅲ-19> 후생연금기금 일시금 선택률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나. 적격퇴직연금 시장현황

1) 가입 현황

적격퇴직연금은 최소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단독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주로 중소기업 등에 의해 활용되

어 왔다. 동 연금은 가장 활발하게 가입되던 1995년도에 계약건수가 약 9만 건, 

가입자 수가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확산되어 있었다. 또한, 2001년도 퇴

직연금 대개편 직전에도 가입자 수와 가입 기업의 수가 약 917만 명과 73,582개 

72) 2010년도 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27,260엔에서 40,000엔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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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로 후생연금기금 가입자규모(1,087만 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 수

를 기록하였다. 

<그림 Ⅲ-14> 적격퇴직연금 계약건수 및 가입자 수 추이

   

자료: 生命保險協會·信託協會·農協, 企業年金の受託現況(2012).

그러나 신규로 제정된 확정급부연금법에 의해 2002년 4월 이후부터는 적격퇴

직연금의 신규계약의 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제도 적용으로부터 10년 

후인 2012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계약도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2012년 3월 31일 이후로 적격퇴직연금이 폐지된다. 만일 계속해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계약을 취소하거나 후생연금기금이

나 확정급부기업연금 또는 확정갹출연금 등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업 수는 <그림 Ⅲ-14>와 

같이 2001년도 73,582개소에서 2009년도 17,184개소로 56,398건 감소하였고, 가

입자 수는 2001년도 917만 명에서 2009년도 250만 명으로 667만 명 줄어들게 

되면서, 2012년 3월 제도폐지를 앞두고 순조로운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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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서 2001년도에 적격퇴직연금 가입기업(73,582개소) 

중에서 <그림 Ⅲ-15>와 같이 2010년도 기준으로 34,945개 기업이 타 퇴직급여

제도로 이동하여 전환율이 47.5%를 기록하였고, 특히 확정급여 기업연금, 확

정기여연금 등 신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율은 21.5%이다.  

<그림 Ⅲ-15> 적격퇴직연금의 타 퇴직연금제도 전환 현황 

 

     

자료: 厚生勞動省(2010).

적격퇴직연금의 2001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10년도 중 적격

퇴직연금의 기업규모별 제도 전환은 100인 미만의 소기업(90.2%)에서 가장 활

발하게 이뤄졌고, 다음으로 100∼999인 중소기업(86.1%), 300∼999인 중소기업

(84.0%), 1천 명 이상 대기업(8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2001년도(a) 56,406 11,891 4,194 1,091

2010년도(b) 5,541 1,656 672 181

c(=a-b) 50,865 10,235 3,522 910

감소율(c/a) 90.2 86.1 84.0 83.4

<표 Ⅲ-20> 적격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전환 추이
(단위: 사업소 개수, %)

자료: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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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자산 및 운용 현황  

적격퇴직연금의 연금자산 규모는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현상에 따라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금자산 규모는 <그림 Ⅲ-16>과 같이 2001년도 22.7조 엔

에서 2010년도 3.1조 엔으로 9년 만에 19.6조 엔 감소하였다. 

적격퇴직연금 자산의 금융권역별 수탁실적은 신탁, 생보, 농협의 순으로 높으

며, 연금자산 규모 감소에 따라 각각의 수탁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연금자산의 

신탁, 생보, 농협의 수탁비중은 2010년도 각각 55.4%, 42.4%, 2.1%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수탁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신탁회사의 수탁금액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회사73)는 2001년도 12.8조 엔에서 2010년도 1조 7천

억 엔으로 11.1조엔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도 9.5조 엔

에서 2010년도 1조 3천억 엔으로 8.2조 엔 감소하였다.

 

<그림 Ⅲ-16> 적격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수탁 자산액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73) 신탁업 겸영 금융회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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