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신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1. 확정급부기업연금

가. 개요

확정급부기업연금(Defined Benefit Corporate Pension Plans)은 확정급부기

업연금법 근거에 의해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부담금이 기업주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로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자산운

용 환경의 악화에 따른 적립금 운용 역마진 발생과 기업의 부담증가,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도산 기업 확대 등으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가 크게 

약화되자 기업이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하던 공적연금의 역할(대행제도)을 환원

할 수 있도록 대행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 

제도 가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생연금기금과 유사한 기금형 방식을 

도입하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이 공적연금을 대신 맡아 운영하지 않지 

않는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의 제도에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

른 성격의 연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동 연금에는 규약형 연금과 기금형 연

금으로 구분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동 연금이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을 개선한 한편 기존의 퇴직연금의 성격을 일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

존 제도 가입자의 신 제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후생연금기금과 유사한 기

금형제도, 적격퇴직연금과 유사한 규약형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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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금별로 살펴보면 규약형(Agreement-Type)은 <그림 Ⅳ-1>처럼 기업주가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그 규약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

을 얻음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력이 시작된다. 제도 운영주체인 기업주는 퇴직

연금사업자와 연금자산의 관리 및 운영, 퇴직급여 지급업무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반대급부로 기업주의 급부 지

급 지시에 의해 수급권자에게 급부를 제공한다.

<그림 Ⅳ-1> 확정급부기업연금 규약형 운영구조

     

    

                    자료: 吉原健二(2005. 2).

기금형(Fund-Type)은 <그림 Ⅳ-2>와 같이 종업원의 동의를 얻은 기금 설립에 

관한 연금규약을 기업주가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으며, 운용주체인 연금기

금은 기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관리 및 운용하고, 연금급부를 제공할 책임

을 진다. 다만, 연금자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지만 일반

적으로 퇴직연금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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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확정급부기업연금 기금형 운영구조

                 자료: 吉原健二(2005. 2).

나. 도입체계

1) 인적요건

규약형의 실시에 있어서 가입자 수의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의 인원수는 관계없지만 기금형은 기금에 가입된 단독 또는 복수 사업장의 총 

가입자 수가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을 가입요건으로 한다.74) 즉, 기금의 설립 

시 가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M&A 등으로 기금이 합병하거나 분리되더라도 상시 인원이 지속적으로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입요건

확정급부기업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후생연

금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75)

74)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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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즉,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립학교교직원공제의 가입자

③ 농림수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동 연금은 하나의 사업장이 동 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시 사업장의 종업원 전

원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

여 연금규약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거나 희망하는 종업원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업원의 일부가 확정급부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연금규약에 명

시할 경우 그 일부의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 연금의 가입에

서 제외된 종업원이 퇴직연금의 가입을 희망할 경우 확정갹출연금 또는 퇴직수

당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76)

3) 병행 가입

확정급부기업연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확정기업연금을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열거하는 경우 확정기업연금을 포함

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77)

① 실시사업소의 기업주의 범위가 다른 경우(즉, 하나의 기업에서 서로 다른 

확정급여기업연금을 시행 가능)

② 각 가입자에 적용된 노동협약·취업규칙이 다를 경우(즉, 동일 직장에 종

업원의 성격이 다를 경우

③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실시 중인 기업이 합병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대행제도 정부환원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75)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2조 관련.

76)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3·5조 관련.

77)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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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생연금기금과의 병행은 하나의 확정급부기업연금만이 가능하며, 후

생연금기금과 규약형 또는 후생연금기금과 기금형의 조합으로도 병행이 가능

하다. 

4) 복수사용자제도

확정기업연금제도는 후생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기업이 단독으로 규약형연금을 실시하거나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형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형태를 복수사용자제도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일

본에서는 이러한 동 제도를 실시할 경우 <표 Ⅳ-1>처럼 각 사업장 별로 종업원

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둘 이상의 기업주가 공동으로 기금형에 

가입할 경우에도 최소 가입 인원이 유지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확정급부기업연금법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령

제3조(확정급부기업연금의 실시)
 ③ 둘 이상의 사업소에 대하여 확정급부기업연

금을 실시하는 경우의 동의는 각 사업소에서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 설립인가 기준 등) 
 ⑤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

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시 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가입자가 유지되거나 유지될 것으
로 예상될 것

제6조(기금의 설립에 필요한 피용
자연금피보험자등의 수)
 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5

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수는 300
명이다.

<표 Ⅳ-1> 확정급부기업연금법상 복수사용자제도 요건

5) 간사제도

확정급부기업연금은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퇴직연금 실

무상 간사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분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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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제도는 <그림 Ⅳ-3>와 같이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중복된 업무

처리를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간사회사)가 일괄하여 수행하고, 나머지 퇴직연금

사업자(비간사회사)는 업무처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간사회사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간사제도는 중복된 업무처리를 일원화하여 계약관계자의 업무효율

을 증대시키고, 중복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배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수탁기관의 공신력 제고에도 필요하다. 

실무에서 일본의 간사제도는 <그림 Ⅳ-3>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간사, 부간사, 비간사 회사로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사회사는 

계약체결, 보험료 계산 및 수금/배분, 퇴직보험금의 지급, 단체와의 제반 연락사무, 

비간사회사에 대한 연락사무 등을 담당하고, 부간사회사는 보험료 등의 동 업계 

내 배분, 급부금의 업계 내 취합 및 종결업무, 동 업계 내의 수지상황 보고 및 계

약체결 변경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비간사회사는 적립금의 관리운영만을 맡으

며 비간사회사는 간사회사에게 별도의 간사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78)

<그림 Ⅳ-3> 퇴직연금 공동인수 및 분할인수 시 간사제도 

                  자료: 방하남 외(2001).

78) 방하남 외(2001)을 기초로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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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여

기업주는 급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산정한 부담금을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다음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종업원이 부담금의 일부를 기여할 수 있다.79)

① 기여수준은 총 부담금의 50%를 초과 하지 않을 것

② 부담금의 기여 또는 부담금 기여 증액의 경우 종업원 동의 절차 필요

③ 공동부담에 대한 규약을 하더라도 기여를 원치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기여 

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부담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가입자 중에서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② 정액방식 또는 급여비례방식, 포인트제에 의한 부담방식, 혼합방식 등을 

기준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할 것

부담금은 급부에 필요한 예상 비용 및 예상 운용 수입액에 비추어 미래에 재

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기초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기초율에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탈퇴율, 예정승급지수, 신규 가입원의 연령, 캐시밸런스 지표

이율 예측방식 등이 있다.

부담금의 계산은 후생연금기금과 동일하게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 기타 부

담금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부담금 산정 방식은 급여액 산정방식과 유사하

다.80)

79)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55조 관련.

80)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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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부유형81)

확정급부기업연금은 급부와 적립금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으

며, 노사합의에 기초하여 실시 사정에 따라 유연한 제도설계가 가능하다. 

기업주 또는 기금(이하 ‘기업주’ 등)은 동 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노령급부금과 

탈퇴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주 등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급부금과 유족급부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노령급부는 가입자 등의 노령을 이유로 지급한다. 수급연령은 60∼65세 사이

에서 규약이 정한 연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 규약에서 정한 경우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퇴직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노령급부의 지급요건은 후생

연금기금제도와 같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연금수급의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노령급부를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20년 이내로 연금규약에

서 정해야만 한다.

노령급부의 지급방법은 종신연금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이 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금으로 지급할 노령급부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단, 보

증기간은 20년 이내)

② 노령급부금의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③ 노령급부금 수급권 취득시점 또는 연금수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도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령급부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란 수급권자 또는 그의 가족

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주택 등의 재산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81)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29·36·38·39·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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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 또는 장기 입원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일시금 선택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금 지

급 상한액은 최근 재정계산에서 이용된 하한 예정이율(국채 수익률을 기초로 설

정)로 재평가한 현가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하며, 최소한 통상의 퇴직일시금과 

동일 금액이어야 한다.

탈퇴 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 이외의 가입자격 상실요건에 해당되고, 가입자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 연금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탈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8) 급부액 산정

급부액은 가입자 기간 또는 당해 가입자 기간에서 급여액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특정한 자에 대

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니 된다.

급부액의 산정방법에는 일정급여를 기준으로 기준년수에 따른 지급률로 산

정하는 급여비례방식과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기준년수에 따른 지급률로 산정

하는 정액방식, 포인트제, 캐시밸런스 방식이 있다.82)

가) 캐시밸런스 플랜

캐시밸런스 플랜(Cash Balance Plan 이하 ‘CBP’이라 함)은 미국에서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안된 혼합형연금제도의 일종으로 최근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확정급부기업연금과 후생연금기금에서 2002년 4월부터 처음으로 도

입한 CBP는 일종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설명할 수 있

82)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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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CBP는 기업이 미리 정해진 규약에 의해 가입자별로 가상 개인구좌를 만

들어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기여를 매분기마다 행하고(DC형), 기업이 연금자산

을 일괄해서 운용(DB형), 장래의 어떤 시점부터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DB형)이다. 

다만, 장래의 일정 연금액이 장래의 급여와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정해지는 

DB형과 달리 매년 기여액을 시장 동향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지표이율에 

의해 적립함으로써 정해진다. 지표이율은 국채금리에 일정률을 더하거나 이율

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

하다. 이렇게 DB형이면서도 시장금리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한다는 점 때문에 

DC형과 닮은 특징을 갖고 있어 연금제도로서는 혼합형제도로 분류 된다.

<그림 Ⅳ-4> 캐시밸런스 플랜의 구조

     

      자료: 水上孝(2009. 3), p. 110.

나) 포인트제

포인트제는 근속 중의 기여도, 자격 등을 평가하기 위해 부여한 직능 Point와 

퇴직 시 근속년수별로 정해진 Point 누적점수에 1 Point당 단가를 곱해 퇴직금

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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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제는 후생연금기금의 가산부분과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도입하고 있

는 대표적인 정액방식이다. Point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① 승격 규정이 노동협약 등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② 동일 가입기간의 경우, 최대 Point와 최소 Point에 심한 격차가 없을 것(대략 

15배 이내)

③ Point는 자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리 계산이 가능할 것

9) 최저 보전급부

최저 보전급부란 기준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간

주되는 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수급권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의 급부는 결정되었거나 사실상 확정되어 있지만 가입

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급부가 미 확정상태이

다. 따라서 가입자에 대해서도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 전이라도 과거의 가

입기간에 따른 수급권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수급권자의 경우 이미 급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규약에 지급되는 연

금급부가 최저 보전급부이다. 반면, 가입자의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 중 기

업주가 사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급부가 최저 보전급부이다.83)

① 장래 퇴직시점의 예상 급부액에서 현 시점까지의 가입기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방법

② 현 시점까지 퇴직하였다고 가정한 경우 급부액에 연령에 따른 율을 곱하여 

산출한 방법

83)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규칙 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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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금형 규약형

시행시기 2002. 4. 1

근거법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운영주체(급부결정) 연금기금(법인) 기업주

설립·규약변경 후생노동대신 인가 후생노동대신 승인

퇴직연금사업자 생명보험회사, 신탁회사, 투자일임업자

가입
요건

대상자 근로자, 사립교직원, 농림어업인

인적요건 300명 이상 없음

노령
연금

연금형태 종신연금 또는 5년 이상

지급요건 가입 20년 이하 시 자격부여

지급
개시연령

∙ 60세 이상 65세 이하, 규약에서 정한 경우 
   ∙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퇴직 시도 추가 가능

장해급부
자유설계, 지급방법 등은 규약에 규정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부
자유설계, 지급방법 등은 규약에 규정

(연금 또는 일시금)

부담금

부담 전액 기업주 부담(일부 종업원 부담도 可)

기여 연1회 이상 정기적

현물기여 가능

<표 Ⅳ-2> 확정급부기업연금 도입체계의 주요내용

다. 운용체계

1) 운용방법

기업주(규약형) 또는 기금(기금형)은 적립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하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84)

①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②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계약

84)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65·6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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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협의 생명보험공제계약

④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투자신탁계약 

다만, 기금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가운용체계를 갖추고 있을 경우 기금 스

스로가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직접운용)하여 예·저금, 유가증권 매매 등

의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① 적립금 관리업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운용방침의 마련

②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선임

③ 기금에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둘 것

2) 운용규제

일본에서는 전술한 1990년대의 자산운용의 양적규제가 폐지된 이후 자율성을 

확대한 질적규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

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기업주 또는 기금의 적립금 운용은 법령에 따라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요구되며, 자율적 운용에 대한 부작용 방지 차

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기업주 

또는 기금(300인 미만 가입자, 운용자산 3억 엔 미만인 규약형 연금 실시 기업주)

은 적립금 운용에 관해 다음 기재사항을 명시한 기본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85) 

① 운용의 목적

②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③ 운용관련 자산구성에 관한 사항

④ 운용수탁기관 선임에 관한 사항

⑤ 운용업무 관련 보고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85)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규칙 제82·83조 관련.



106 조사보고서 2012-2

⑥ 운용수탁기관의 평가 관련 사항

⑦ 운용업무 관련 준수해야 할 사항

⑧ 기타 운용업무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기업주 또는 기금은 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분산투자의무 및 

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적립금을 특정한 운용방법에 집중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금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이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연금계약 및 기금자산의 권리 양도 및 담보 제공을 금지한다.86)

3) 재정운영

기업주 또는 기금은 매 사업연도 말에 급부에 충당할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87) 이를 위해 확정급부기업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적 기

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규약에서 정한 미래의 급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

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부담금은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탈퇴율 등

의 기초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기업주 또는 기금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후생노동대신에 제출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산에서는 예측치와 실제치의 괴리를 검증하여 부담금의 

가감 여부를 판정한다. 재정검증에는 후생연금기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계속

기준과 비계속기준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계속기준은 <그림 Ⅳ-5>와 같이 매 사업연도 결산 시 수리 상의 자산액이 책

임준비금을 하회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담금을 재계산(재정재계산)

한다. 

86)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령 제46·47·48조 관련.

87)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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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속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연금의 

해산 또는 종료로 가입자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급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가

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확정급부기업연금은 매 사업연도 결산 시 연금

의 해산·종료한 경우를 가정한 비계속기준의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시 순자

산액이 최저 적립기준액을 하회할 경우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매 사업연도 결산 시 적립상한액 검증을 실시한다. 즉, 결산 시 순자

산액이 적립상한액을 상회한 경우 재정 건전성이 장기적으로 확보되었다고 간

주하여 한도 초과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담금에서 감액한다.88)

<그림 Ⅳ-5>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재정운용 절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한편, 동 연금은 <그림 Ⅳ-5>와 같이 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계산 기초율을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부담률을 재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재정재계산이

라고 하는데 법령은 다음과 같이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재정재계

산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89)

88)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60·61·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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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소한 5년 이내(새로운 부담금 적용 시)

② 계속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기타 가입자 수의 급격한 변동, 합병, 분할, 급부변경 시 신속히 재계산 

4) 수탁자 책임

일본은 자산운용의 양적규제 폐지 이후 연금 자산운용의 재량이 대폭 확대되

면서 그 만큼 연금 수탁자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수탁자 책임의 개념은 신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영·미의 신탁계념에서 출발

하였다. 오늘날에는 타인을 위해 재량권을 가진 전문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자

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폭넓게 적용되

고 있다.

대표적인 수탁자 책임에는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법령준수의무, 

이익상충행위 금지 등이 있으며, 개별 금융사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개

별법은 가입자 등의 수급권 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표 Ⅳ-3>과 같이 기업주

와 기금 등,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투자일임업자에게 가입자 등에 대한 제도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충실의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 

및 기금, 퇴직연금 수탁자에게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할 것(주의의무), 분산 투자

의무, 연금제도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시에 이익 상충행위

의 금지 등의 행위준칙이 제시되어 있다.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그 책임이 명확히 

법률에 의해 명시되고, 위반 시 행정당국은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여하는 등 일

반적인 계약관계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수탁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자·수익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중요한 수탁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89)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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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충실의무 주의의무

기업주·기금이사 법 §69, 법 §70 민법§644

신탁회사
법 §71, 법 §72
신탁법 §30, 31, 32

신탁법§29

생명보험회사 법 §71, 법 §72 －

투자일입업자
법 §71, 법 §72
금융상품거래법 §42

금융상품거래법§42

<표 Ⅳ-3>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의 근거법 조항

주: 상기의 법은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을 지칭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기금형의 경우 <표 Ⅳ-4>와 같이 연금자산에 대한 법적권한이 연기금을 지배

하는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의무자 의무 상대방 의무 개요 책임 개요

기금의
이사

기금 등

법령·후생노동대신의 처분, 
규약·대의원 의결 준수

행정처분,
기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기금을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

수탁 
금융회사

법령·자산관리운용계약 준수 개별 금융법령의 
행정처분가입자를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

<표 Ⅳ-4> 기금형의 수탁자 책임 내용

자료: 吉原健二(2005. 3).

반면, 계약형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보유하게 되므로 일본에

서는 기금형이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자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의무자 의무상대방 의무 개요 책임 개요

기업주

가입자 등

법령·후생노동대신의 처분, 규약 준수
행정처분

가입자를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

자산운용관리
기관

법령·후생노동대신의 처분, 규약 준수 개별 금융법령의 
행정처분가입자를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

<표 Ⅳ-5> 규약형의 수탁자 책임 내용

자료: 吉原健二(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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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탁자 행위준칙

가) 기업주의 금지행위

규약형의 경우 기업주는 법령에 의거하여 하는 후생노동대신의 처분 및 규약

을 준수하여 가입자 등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

위가 금지된다.90)

① 자신 또는 가입자 등 이외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적립금 운용에 관하여 특정한 방법을 지도하는 것, 기타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해치는 행위, 특별이익을 제공한 행위

나) 기금 이사의 금지행위

기금형의 경우 기금 이사는 법령에 의거하여 하는 후생노동대신의 처분, 규약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91)

① 자신 또는 당해 기금 이외의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금자산운

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자신 또는 당해 기금 이외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립금의 운용

에 관하여 특정한 방법을 지도하는 것

기금의 이사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그 이사는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기금은 이 규정에 위반한 이사

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90)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69조 관련.

91)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7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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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산관리기관의 금지행위

자산관리운용기관은 법령 및 자산관리운용계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또는 기

금 등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92) 

6) 정보공시

기업주 등은 가입자에게 연금규약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퇴직연금 업무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

다. 또한, 가입자 이외에 기금이 연금 또는 일시금 등의 급부를 지급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도 가능한 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노력하도록 한다.93)

① 급부종류별 표준급부액과 급부설계

② 가입자 수 및 수급자 수

③ 급부종류별 지급액과 기타 급부지급 현황

④ 부담금 징수 현황

⑤ 연금급부 등 적립금액, 책임준비금액, 그 최저적립기준액

⑥ 적립금 운용수익·손실 현황, 자산구성비, 기타 적립금 운용현황

⑦ 기본방침

⑧ 기타 중요한 사항

기업주의 가입자에 대한 주지의무는 종업원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써 종업원 측에서도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또한, 기업주 등은 부금의 납부상황, 자산 운용상황,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에 대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92)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71조 관련.

93)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7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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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계리사제도

동 연금은 후생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종업원과 수탁자 간의 이익상충을 방

지하기 위해 제3자의 감시기능 장치인 연금계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금

계리 관련 서류를 규제감독당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금계리사를 통한 연금

계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목 주요내용

업무내용 후생노동대신에 제출하는 연금수리 관련 서류 확인 및 소견 제시

업무기준
연금계리사의 공정성·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 및 연금수리인
회의 실무기준 마련

연금계리사 
요건

① 일본계리사회 정회원(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연금계리 업무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③ 재정계산확정보고의 책임자로서 2년 이상 경험
④ 충분한 사회적 신뢰 

확인업무
(시행규칙
제116조)

① 급부 설계의 기초에 대한 서류
② 부담금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서류
③ 재정재계산보고서
④ 결산에 관계되는 서류 중 연금수리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항목
⑤ 종료 시 적립액 및 최저 적립기준액에 대한 명세서
⑥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의 현가(現價)가 표시된 서류

자격 현황 2010년 10월 말 기준 591명(정회원 492명, 준회원 99명)

<표 Ⅳ-6>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연금계리사 주요 업무내용

즉,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주 등이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에 관

한 업무서류에 대해서는 당해 서류가 적정한 연금수리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있

음을 연금계리사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4) 연금계리사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표 Ⅳ-6>과 같으며(규칙 §116), 연금수리인은 서류에 대

한 확인 후 지적 사항 혹은 서류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적을 수 있다. 현재 연금

계리업무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보험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실

정이다.

94)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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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금형 규약형

운용상품
생보, 신탁, 생명공제, 투자일임계약

자가운용 가능 자가운용 불가능

운용규제 없음(단, 운용지침 준수 의무)

수
급
권

보
호

적립의무 규정존재

재정검증
 ∙ 계속기준: 적립금과 책임준비금 비교 → 적립부족: 재정재계산
 ∙ 비계속기준: 적립금과 최저적립금 비교 → 적립부족: 추가 부담

재계산 적어도 5년마다 1번

적립금부족 일정 기간 내 해소

적립금잉여 유보

결산 시 임의(규약으로 규정)

행정결산
보고서

사업자 등 스스로 매사업 연도종료 후 4월 이내

기여정책 존재(결산시점의 적립금  〉적립상한액의 경우)

재정 
재계산 시 
특례적조치

가입자 수가 일정 이하 수준의 기업연금에 대해 재정재계산 등을 위
한 간단한 기준을 설정 

수탁자책임
규정존재(기업주, 수탁기관 등에게 충실의무, 분산의무, 이익상충 
금지 등 수탁자 금지행위 명확화)

정보공시
규정존재(종업원에 대한 규약 주지의무, 재정상황 등의 공시의무 
및 후생노동대신에 대한 보고의무 등)

<표 Ⅳ-7> 확정급부기업연금 운용체계의 주요내용

라. 종료체계

1) 지급보장제도

확정급부기업연금은 지급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확정급부기

업연금의 도입 당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급보장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는 후생연금기금과 같이 공적

연금을 기능이 없고,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하지 못하

였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장기과

제로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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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산제도

확정급부기업연금은 법률에 따라 동 연금에서 다른 연금으로 또는 다른 연금

에서 동 연금으로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즉 통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 또는 기업주는 가입자 등의 동의절

차(기금형의 경우 기금 대의원 의결절차)와 후생노동대신이 승인(기금형의 경

우 하가) 절차를 거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

거나 연금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Ⅳ-6> 참조).96)

① 후생연금기금에서 규약형과 기금형연금으로 이전97)

② 규약형연금에서 후생연금기금으로 이전98) 

③ 규약형연금에서 기금형연금, 또는 기금형연금에서 규약형연금으로 이전

④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으로 이전99)

⑤ 기금형에서 후생연금기금으로 이전100) 

⑥ 적격퇴직연금에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전

다만, <그림 Ⅳ-6>과 같이 후생연금기금에서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대행부분을 정부의 공적연금으로 반환하고 나

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권리·의무 또는 자산 이전이 가능

하다. 또한,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연금의 자산관리기관에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이전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95) 厚生勞動省企業年金硏究會(2007. 7).

96) 日本アクチュアリー会(2006) 및 DCプランナー実務研究会(2006)를 재작성하였다.

97)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111·112조.

98)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108조.

99)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117조 관련.

100)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10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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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 타 연금제도로 이전 

                      자료: DCプランナー実務研究会(2006).

3) 연금의 합병

규약형 기업연금 실시 기업주는 실시 사업장 별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 절차와 

후생노동대신의 승인 절차를 거쳐 당해 규약형 기업연금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기금형 기업연금은 기금 대의원의 3/4 이상의 찬성과 후

생노동대신의 허가 절차를 거쳐 당해 기금의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

다.101) 

4) 연금의 종료

확정급부기업연금은 <그림 Ⅳ-7>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기

금형) 또는 종료(규약형)할 수 있으며, 종료(해산)일 기준으로 적립금이 최저 적

립기준을 하회할 경우 기업주는 부족액을 부담금으로 일괄하여 부담해야 한

다.102) 

101)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82조 관련.

102)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8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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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확정급부기업연금 해산 및 종료 절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기금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103) 

① 대의원회의 대의원 3/4 이상 찬성을 의결한 경우 또는 연금기금의 사업이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허가 받은 경우

②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연금기금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규약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할 수 있다.104) 

① 실시 기업별 노동조합의 동의와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규약의 승인효력이 상실한 경우

③ 규약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아울러 동 연금에서 잔여재산이 남을 경우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료

103)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85조 관련.

104)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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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기업주 등이 가입자 등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등은 잔여재산

을 기업연금연합회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105) 

5) 급부의 감액

확정급부기업연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 관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자 등이 연금규약에

서 약속한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가입자에 대한 미래채무에 대한 

감액은 물론 현재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거채무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6)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업의 경영악화, 보험료 부담 증

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동의 절차 등 법

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액을 실시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급부감액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107)

① 실시사업소의 노동협약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급부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② 실시사업소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급부 감액을 하는 경우

③ 급부 감액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부담금의 기여가 곤란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쩔 수 없이 급부 감액을 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를 이유로 급부를 감액하는 경우 연금의 시행 또는 최근 급부수준의 변

경 시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할 필요가 있다.

④ 다른 규약형(기금형)기업연금과 통합(합병)할 때 기업주 등이 가입자 등의 

급부 지급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급부를 감액하는 경우, 여기

서 어쩔 수 없는 경우란 합병 등에 의해 급부를 감액하지 않으면 급부수준

105)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89조 관련.

106) 미국의 ELISA법에서는 미래 발생할 급부에 대해서 기업주가 감액할 수 있다고 추정
된다(森戸英幸 2006, 企業年金の法と政策).

107)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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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폭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격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⑤ 급부를 감액하여 확정거출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감액에 관련된 부금을 

확정갹출연금의 기업주 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또는 감액에 관련된 연

금 자산을 개인별 관리자산에 이관하는 경우

⑥ 2012년 3월 말까지의 경과조치로서, 적격퇴직연금에서 이행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급부 감액하는 경우(대상은 가입자에 한정한다)이다.

구분 가입자 감액 수급자 감액

감액요건
(시행령
제5조)

① 노동협약 등의 변경
② 기업의 경영악화
③ 부담금 대폭 상승
④ 제도의 통합·합병
⑤ DC연금으로의 이전
⑥ 적격퇴직연금에서의 이전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하 대상이 아
니지만, 만일 동 연금제도를 존속시키
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한정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기업의 경영 악화
 ② 부담금 대폭 상승

동의방법
(시행규칙
제6조)

① 노동조합의 동의: 가입자가 1/3이
상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

② 가입자의 2/3 이상 동의

① 급수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전 수급
권자의 2/3의 동의 

② 수급권자 중 희망하는 자는 최저 적
립금기준액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 Ⅳ-8> 확정급부기업연금 급부 감액 요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그림 Ⅳ-8>과 같이 노동조합 및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급부 감액 시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경과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경과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급권 등의 급부감액은 원칙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행하는 

경우에도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존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기업주,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의 3자에 의한 협의의 

장소를 준비하는 등 수급권자 등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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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것, 전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급부설계의 변경에 관한 충분한 설명

과 의향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에 전 수급권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108)

<그림 Ⅳ-8>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급부 감액 절차

               자료: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규칙 제6조를 기초로 작성함.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 감액의 적용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 따른 연금 감액의 사례는 법정관리에 의한 경영

이 악화된 일본항공(JAL)이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NTT(한국의 KT와 유사) 등 

일부 기업들이 후생노동성의 감액신청의 허가 반려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108) 확정급부기업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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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제지원

확정급부기업연금에 대한 세제는 규약형과 기금형이 있지만 세제상의 취급

은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담금 납입단계에서 기업주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처리 되며, 종업원이 기여

한 부담금은 생명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2012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일

본 생명보험료 공제제도에는 일반생명보험료(보장성보험), 건강·간병보험료, 

연금보험료로 구분된다.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은 개인연금 및 확정급부기업연

금에서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확정갹출연금의 개인 부담은 적용되

지 않는다. 현재 연금보험료 공제는 현재 연간 6만 8천 엔을 한도로 한다. 

운용단계에서는 후생연금기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 적립금 잔액의 

1.173%(국세 1%, 지방세 0.173%)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퇴직

연금의 특별법인세 과세가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수급단계에서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잡소득(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대상은 전체 급부액에서 종업원이 부담금 상당액을 제외한 부

분이 된다.

잡소득 세액 =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연간 수입 - 공적연금 등 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 세율

장해급부금 및 유족급부금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경

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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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지급보장제도 없음

탈퇴 일시금
 ∙ 가입기간 3년 이상 지급 가능
 ∙ 퇴직 시에 지급

제도종료
(해산) 시 

적립부족 해소의무

존재
(최저적립 기준액)

통산제도
기금형·규약형 상호 간 또는 후생연금기금과 상호 간 권리의무 
이전, 자산이전 가능, 확정갹출연금으로 이전 가능

세제
조치

기여 시
∙ 기업주: 전액손금

 ∙ 가입자: 생명보험료 공제

운용 시  ∙ 특별법인세 2014년 3월 말까지 유예

지급 시

 ∙ 연금: 가입자 기여분 제외 잡소득 과세

∙ 퇴직(탈퇴)일시금: 퇴직소득세 과세

 ∙ 유족연금·일시금: 상속세 과세 대상
 ∙ 장애연금·일시금: 비과세 

<표 Ⅳ-9> 확정급부기업연금 종료체계의 주요내용

2. 기업형 확정갹출연금

가. 개요

확정갹출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은 인구사회·경제 변화

에 대비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한 자금을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한 성과에 

따라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109)으로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동 

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기여를 통한 공·사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 증대의 필요성, 퇴직연금회계제도 실시에 따른 퇴직급여 부

109) 확정갹출연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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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 계상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부담 증가, 전통적 고용·급여방식에서 탈피한 

능력·성과주의 중심으로의 고용 및 급여체계로 변화 등과 같은 시대적인 변화

를 수용하기에는 기존의 퇴직연금제도가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

라 새로운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확정갹출연금은 성과급 및 

연봉제 기업에 확산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중·

소·영세기업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확보와 전직(轉職) 시 연금자

산의 통산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동 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가 종업원의 적립금 운용

성과가 반영되는 미국의 401k와 유사한 구조로 확정갹출연금법에 따라 규제된

다. 동 연금제도는 기업주(개인형의 경우 개인)가 납입한 부담금이 개인별 계좌

에 적립되어 명확하게 구분되고, 적립금과 그 운영수익의 합산을 기초로 하여 

급부액이 결정되며, 운용자산은 개인의 지시에 의해 운영되어 그 결과에 대해서

는 가입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연금제도이다. 기업

형 확정갹출연금의 주요 체계는 <그림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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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기업형연금 체계 및 수탁자별 현황

          주: 1) 운영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 및 상품제공기관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함.
               2) 기업주는 운영관리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자료: 厚生勞動省(http://www.mhlw.go.jp).

확정갹출연금법은 확정갹출연금을 기업형 확정갹출연금(Corporate Type, 이

하 ‘기업형연금’이라 함)과 개인이 임의로 적립하는 개인형(Individual Type) 확

정갹출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10)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는 유사하다.

110) 확정갹출연금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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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체계

1) 이해관계자의 역할

가) 기업주

기업주가 기업형연금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종업원의 동의절차에 따라 법률

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후생노동대신에 승인을 신청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형연금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111)

또한, 기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주

는 가입기간 중 계산기초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기여할 의무를 부담한다.112)

나) 종업원

종업원은 기업주가 작성한 연금규약을 노동조합 등의 의결을 통해 의결하고 

납입한 부담금을 개인별 계좌에서 적립 및 운영을 지시하며, 급여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기관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의 운용은 기업주,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이 분담한다. 그 외에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운용기관이 있는데, 자

산운용기관은 가입자가 지정한다.

일본에서는 가입자를 가입자, 운용지시자, 수급자로 구분하고 있다. 가입자는 

현재 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이며, 운영지시자는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개인별 관리자산의 운용을 지시만 하는 자를 말한다. 운용지

시자는 중도퇴직 또는 정년퇴직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장애급부금을 수

급하고 있는 자의 경우 운영지시자로서 자격을 취득한다.113) 

111) 확정갹출연금법 제3조 관련.

112) 확정갹출연금법 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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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관리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는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으로 구분된

다. 운영관리기관의 업무는 크게 기록관련 업무, 운용지시 취합 및 자산관리기

관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통지 업무, 급부 결정, 가입자 등에게 운용방법 

선정 및 제시, 운용정보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114) 운영관리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영관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기관 및 상품제

공기관과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형은 기업 자신이 운영관리기관의 

업무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15)

운영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법인으로 신탁

회사, 은행, 보험회사, 농협, 신용금고, 노동금고, 신협, 농림금고, 수협조합 등이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16) 

한편, 국민연금기금 및 후생연금기금은 특례법에 따라 확정갹출연금의 운영

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총무대

신이 이를 관리한다.117)

라) 자산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의 업무는 기업이 기여한 보험료를 받아 확정갹출연금의 자금

으로써 기업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전(적립금 보전)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지시에 

기초하여 연금자산을 각 운용상품으로 배분(상품제공 금융회사에 상품구입), 

수급권자에게 급부지급(급부 지급)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관리업무가 가

능한 금융회사는 신탁회사(신탁업무 겸영 금융회사 포함), 은행, 생명보험사, 손

해보험사, 농협으로 제한한다.118)

113) 확정갹출연금법 제15조 관련.

114) 확정갹출연금법 제2조 관련.

115) 확정갹출연금법 제7조 관련.

116) 확정갹출연금법 제88조 관련.

117) 확정갹출연금법 제108·109조, 시행령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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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절차

기업주는 기업형 연금규약을 정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승인 신청을 하며, 후

생노동대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금규약을 승인한다.119)

① 법률에서 정한 기업형 연금규약의 필수사항을 기재할 것

② 실시 사업장에 일정한 가입 자격을 정한 경우 다른 퇴직급여제도에 적용되

는 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③ 기업주 부담금 산정방법이 정액 또는 급여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법, 기

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해져 있을 것  
④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수 또는 종류가 규정에 반하지 아니할 것  
⑤ 기업형연금 가입자 및 운용지도자(이하 ‘가입자’ 등)에 의한 운용지시가 최

소 3개월에 1회 이상일 것

⑥ 기업형연금의 급부액 산정방법이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가입자가 자격 상실 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또는 장해급부금 수급

권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관리자산을 전부 이전할 것  
⑧ 급부금 산정방법이 법령의 기준에 부합할 것

⑨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  

후생노동대신은 동 연금규약을 승인한 때에는 신속하게 기업주에게 통지하

며, 기업주는 지체 없이 승인받은 규약을 실시 사업장의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연금규약은 사업장별 또는 부문별로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복수의 기업

이 공동으로 규약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형연금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

규 종업원으로부터의 도입 등 일정자격을 정하는 것도 인정된다. 

118) 확정갹출연금법 제8조 관련.

119) 확정갹출연금법 제3·4조 관련.



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체계 127

3) 가입대상

기업형연금의 도입은 후생연금보험과 사학공제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적용사

업소의 기업주가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는 60세 미만 후생연금보

험의 피보험자인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 사립학교교직원공제 가입자인 교직원, 

농협공제조합의 가입자 등이다. 따라서 민간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제도가 존

재하는 4인 이하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금

규약에서 가입대상에 일정한 자격을 정할 경우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종업원의 전원 가입이 원칙적이지만 해당 기업이 고용형태가 다양하여 연금

규약에서 일정한 자격을 정할 경우 가입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일

정한 자격은 가입하더라도 연금수급이 불가능한 일정한 연령, 일정한 직종(연

구직, 영업직, 사무직 등),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의 종업원으로 가입자격을 제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상실, 60세에 

도달할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수급자로서 자

격이 발생한다.120)

4) 부담금

기업주는 기업형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기초가 되는 각월에 부담금을 갹출하며, 

부담금은 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기업주의 부담은 <표 Ⅳ-10>과 

같이 종업원 1인 기준의 월 부담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종업원 1인 기준의 

월 부담금 한도는 종업원이 기업형연금만 가입한 경우, 기업형연금과 DB형 퇴

직연금121)에 병행 가입하는 경우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월 51,000엔(연간 612,000엔)이며, 후자의 경우는 월 

120) 확정갹출연금법 제9·11조 관련.

121) DB형은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을 의미한다.



128 조사보고서 2012-2

25,500엔(연간 306,000엔)까지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122) 부담금 상한액은 

2002년에 월 36,000엔(병행 가입 월 18,000엔)에 불과하였으나 급여상승 등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2010년 1월에 개정 시행된 바 있다. 

구분 확정갹출연금 가입 확정갹출연금 + DB형연금 병행가입

상한액 월 51,000엔(연간 612,000엔) 월 25,500엔(연간 306,000엔)

<표 Ⅳ-10> 기업형연금의 부담금 납입 한도 

주: 1) 종업원 1인당 기준임.

     2) 확정갹출연금과 퇴직일시금·중소기업퇴직금공제 등을 병행할 경우에도 월 51,000엔의 
한도가 적용(企業年金聯合會 2012).

자료: 松澤繁(2011. 9)을 기초로 작성함.

기업연금연합회(2010. 12)의 제3회 확정갹출연금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 

51,000엔 또는 월 25,500엔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 연금규약의 비중은 각각 

61.6%와 38.4%로 나타나 월 51,000엔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23)

확정갹출연금에서 부담금 상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기

업형연금 가입 집중 현상을 분산하여 종업원들의 타 퇴직연금 병행 가입을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결과, 기업형연금제도 가입 기업 중에서 

약 71.6%의 기업이 DB형연금 등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병행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참조).

구분 DC형만 DC형 + 1개 제도 DC형 + 2개 제도

가입
비중

28.4% 48.3% 23.3%

<표 Ⅳ-11> 기업형연금 가입자의 타 퇴직급여제도 병행가입 비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0.12), 第3會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實態調査調査結果.

122) 확정갹출연금법시행령 제11조 관련.

123)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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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기업주 부담 원칙에서 종업원의 추가적인 기여를 허용하는 종업원 

매칭(Matching)이 법률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허용되었다. 종업원 매칭기여

는 종업원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확보를 위하여 기업주 기여에 일정한 범위 내

에서 종업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규약 변경에 따라 매칭기

여를 도입하는 경우 종업원의 추가 기여액은 총 부담금 상한 이내에서 기업의 

부담을 넘지 않는 범위로 가능하다.124) 즉, 종업원의 추가 기여는 <표 Ⅳ-10>과 

같이 부담금 한도 내(전자의 경우 월 51,000엔, 후자의 경우 월 25,500엔)의 1/2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기업형연금에 가입한 기업이 월 25,500엔을 부담할 경우 총 

부담금 한도(월 51,000엔) 내에서 종업원 개인이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담금

은 월 25,500엔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업형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을 병행하여 

가입한 종업원의 경우 가입한 기업이 월 12,750엔을 부담할 경우 총 부담금 한

도(월 25,500엔) 내에서 종업원이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담금은 월 12,750원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125)

5) 급부형태

기업형연금의 급부형태는 노령급부금, 장애급부금, 사망일시금의 3가지 종류

로 구성되어 있다.126) 급부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운영관리기

관이 결정하며, 운영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노령급부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도달할 경우 연금지급이 

시작된다. 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었더라도 가입자의 연령이 60세가 

되지 못하면 노령급부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124) りそな企業年金研究所(2012).

125) 杉田智(2011. 11).

126) 확정갹출연금법시행령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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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1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도 지급할 수 있도록 통산가입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60세 이상 각 연령

별 통산가입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즉, 가입자의 연령이 61세가 도달한 경우 가

입기간이 10년이 미치지 못한 8년의 통산가입기간에도 노령급부금의 지급이 가

능하며, 62세 가입자의 경우 6년 이상의 가입으로 연금지급이 가능하다(<표 Ⅳ

-12> 참고). 다만, 연금의 지급은 늦어도 65세부터는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가입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70세부터는 지급을 개시해야 한다.127)

가입기간 수급개시 연령

10년 이상의 경우 60세부터

8년 이상의 경우 61세부터

6년 이상의 경우 62세부터

4년 이상의 경우 63세부터

2년 이상의 경우 64세부터

1개월 이상의 경우 65세부터

<표 Ⅳ-12>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의 가입기간별 수급연령

자료: 확정갹출연금법 제33조 요약.

장해급부금은 가입자가 고도장애인 경우 지급되며, 사망급부와 함께 연금이

나 일시금의 선택적 수급이 가능하다. 사망이나 장애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

럼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직 시에는 기업형 또는 개인형연금으로 연

금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6) 급부방식

노령급부의 지급방법은 연금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일시금, 연

금과 일시금을 혼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128) 

127) 확정갹출연금법 제33·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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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은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은 

노령연금 지급 5년 경과 후부터 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연금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은 노령급부금 청구 시 개인별 연금자산의 5% 이상 50% 미만으

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노령급부의 수급 자격은 근속 3년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 부여한다. 또한, 

근속 3년 이상의 가입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개인별 관리 

자산 전액의 수급권을 부여하고 이직한 기업의 기업형연금 또는 개인형연금으

로 당해 자산을 이체한다. 

한편, 장해급부금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0세에 도달하지 않으면 확

정갹출연금은 중도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연금 가입 이후 3년 이

내에 탈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탈퇴일시금을 지급한다.

 

7) 복수사용자제도

확정갹출연금은 다른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업주 또는 기금이 단독 또는 공

동으로 기업형연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복수사용자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복수사용자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 특

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구 분 확정갹출연금법

둘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정의

o 제2조(정의)
 ② 이 법률에서 “기업형연금”이라 함은 후생연금적용사업소의 사업

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2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연금
제도를 말한다.

<표 Ⅳ-13> 확정갹출연금법상 복수사용자 규정

128) 확정갹출연금법시행규칙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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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용자제도에는 연합형, 종합형 방식이 있다. 공동가입 하는 경우에도 참

여 기업들은 서로 다른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 종합형에 참여하더라

도 참여기업은 가입자격, 부담금액, 부담금의 중단사유, 타 제도의 이행과 같은 

연금설계에서 단독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종합형 규약에 

참여하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업형을 단독으로 설립할 때 필요한 운용관

리기관 선임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규약승인 시 필요한 운용관리기관 선임이유

서도 불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형연금의 사업장 수에 따른 점유율을 보면 단독형 38%, 연합형 25%, 종합

형 37%로 구성되는 등 복수형 제도가 총 기업형연금 가입 사업장수의 62%를 점

유하고 있다. 현재 종합형제도는 전통적인 종합형인 대표기업형뿐만 아니라 업무

위탁형, 금융회사 주도형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Ⅳ-10> 종합형 확정갹출연금의 대표기업형

                           자료: 박지순(2009).

대표기업형은 가입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 중에서 하나의 기업이 대표기업

이 되어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지만 부담금은 개별 기업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위탁형은 대표기업이 기업주의 역할을 하지만 부담금 수납 및 수수료 취

합 등의 업무처리 등을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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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종합형 확정갹출연금의 업무 위탁형

                        자료: 박지순(2009).

금융회사 주도형은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전문 자회사를 대표기업으로 등록

시켜 사전에 단순 및 표준화된 퇴직연금제도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제공

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림 Ⅳ-12> 종합형 확정갹출연금의 금융회사 주도형

                    자료: 박지순(2009).

일반적으로 복수사용자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및 운영과정에서 공동구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종합형의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

는 것보다 비용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 주로 상공회의소·각 협회·공제조

합·지역단지에 소속된 기업회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후코쿠(富局)생명이 취급하고 있는 종합형제도는 단독형에 비하여 수수료

가 약 49.5%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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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형 종합형 비고

연간관리비
（관리비·신탁수수료 등）

549,570엔 277,200엔 49.5% 절감

<표 Ⅳ-14> 단독형과 종합형의 수수료 비교

주: 가입자 50명 대상이며, 교육비 등은 제외함.
자료: 富局生命, http://www.fukoku-life.co.jp.

구분 주요 내용

시행시기 2001. 10

근거법 확정갹출연금법

운영주체 기업

제도도입 후생노동대신에 승인

가입자격 60세 미만의 일반 근로자, 사립교직원, 임원 등

운용관리기관 은행, 생보사, 손보사, 신용금고, 증권사, 농협 등

운용기관업무
운용상품의 제시·정보제공, 가입자의 운용지시, 가입자별 

지분 등에 관한 기록관리 등을 수행

자산운용관리 자산관리기관(운영관리기관과 겸업 가능)

자산관리기관업무 기업 부담금을 연금자산으로 적립하여 개인별 관리

기여

의무 기업이 원칙(단, 2012년부터 종업원 메칭기여 가능)

한도
 ∙ 다른 퇴직연금 미가입 시: 연간 61.2천 엔
 ∙ 다른 퇴직연금 병행 가입 시: 연간 30.6만 엔

급부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단, 연금지급 개시 5년 이후부터 가능)

수급자격
∙ 3년 이상 가입 시 수급권 부여
∙ 10년 이상 가입 60세부터 가능 노령연금지급 가능
  (단, 10년 미달 시 60세부터 연령별 지급 가능)

급부내용 노령급부금, 장애급부금, 사망일시금, 탈퇴일시금

<표 Ⅳ-15> 기업형연금 도입체계의 주요내용

자료: 山口 修(2002); 日本アクチュアリー会(2006); 企業年金聯合會(2012)를 기초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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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체계

1) 운용상품

기업주는 적립금의 관리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신탁은행 또는 기금), 생명

보험계약(생명보험회사), 생명공제계약(농협), 손해보험계약(손해보험회사) 중

에서 하나의 계약만을 체결해야 한다.129) 

2) 운용규제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연금규약에서 정한 1

개 이상의 원금보장형 운용상품을 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30)

① 선정한 운용상품은 리스크·수익 구조의 특성이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일 것

② 개별사채, 개별주식을 선정할 경우 이것과 성격이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

상품을 제시할 것

③ 운용상품의 제시 시점에 가입자에게 운용상품 선정 이유서 제출할 것

기업형연금 가입자는 연금규약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제

시한 운용상품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 금융상품의 가입을 지시할 

수 있다.131)

① 운용의 지시(운용상품의 선택)는 가입자가 행한다.

② 운용지시는 제시 운용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한다.

129) 확정갹출연금법 제8조 관련.

130) 확정갹출연금법시행령 제12조 관련.

131) 확정갹출연금법 제4·25조, 시행령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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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용방법의 변경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연금규약에 규정한다.

④ 가입 기업의 자사주와 자사발행 사채는 3종류의 운용방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관리기관은 <표 Ⅳ-16>과 같이 가입자에게 1개 이상의 원금보장

상품을 포함한 일반적인 운용상품, 개별 유가증권 등 총 3개 이상의 운용상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등의 위험자산을 선정할 경우 1개 이상의 원금보장

형과 2개 이상의 일반적인 운용상품을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132)

<표 Ⅳ-16> 확정갹출연금의 운용상품 제시방법

3) 운용상품의 변경

가입자는 이와 같이 제시된 운용상품 중에서 운용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운용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운용상품의 변경은 3개월

에 1회 이상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운용방법의 변경 절차는 가입자가 직접 

132) 확정갹출연금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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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내용

가입기간  / 보증기간  ∙ 5년 갱신형/5년 보증

보증이율
 ∙ 부담금 납입 시 적용되는 이율을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보증
 ∙ 보증이율은 사전에 설정한 금리변동기준에 매월 결정되며, 
    5년간 변경 불가

만기 시  ∙ 적립금을 보험료로서 자동 적립됨

중도탈퇴 시  ∙ 원금보장

수수료
 ∙ 보증이율 제시 시 보험관계비용 등을 공제함
 ∙ 판매수수료, 계약유지수수료 없음

급부금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별도 적립금의 10% 수준의 사망보험금 지급

보험계약 관계자
 ∙ 상품제공기관: 손보사
 ∙ 보험계약자: 자산관리기관
 ∙ 피보험자: 가입자

<표 Ⅳ-17> 손보사의 확정갹출형 적립식 상해보험의 주요 특징 

기록관련 운영관리기관에 연락한다. 운용방법 중에 개별주식에 대한 투자가 있

는데, 상장주식의 어떤 것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자사주 

또는 모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에 한정되어 있다.

4)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상품

확정갹출연금의 운용상품 중 손해보험회사의 적립형상해보험이 약 35%가 운용

되는 등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원금보장형 운용상품으로 적립형

상해보험을 운용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토쿄해상니치도화재, 손보재

팬, 아이오이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토쿄해상

의 경우 2009년 10월 기준으로 확정갹출연금 가입 기업 중 4,000개 이상의 기업

이 동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동 상품은 자산관리기관(상품제공기관과 운용상품 계약)과 상품제공기관(자산

관리기관에 운용상품 제공)을 겸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가 적립형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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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상품제공기관)가 다른 자산관리기

관에 동 상품을 운용상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즉, 손해보험회사가 은행 등을 

포함한 타 금융회사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적립형상해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동 상품은 적립형상해보험을 운용상품으로 투자한 확정갹출연금

의 가입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의료비 또는 이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

험금을 지급하는 등 투자와 보장성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표 

Ⅳ-17> 참조).

5) 수수료 체계

기업형연금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도가입 수수료, 업무관리 수수료, 교

육·운용정보 제공 수수료, 자산운용 수수료로 구분된다. 아래에 제시된 ①∼③

의 수수료는 노사합의에 의해 부담이 결정되며, ④의 수수료는 개인별 연금자산

에서 부담한다.

① 제도가입수수료는 연금 가입 시 운영관리기관에 납입하는 개인계좌 개설 

비용과 자산관리기관에게 납입하는 자산위탁 계약료 등이다

② 업무관리수수료는 제도 가입 후 개인계좌 관리 및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

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동 수수료는 운영관리비용(운영관리기관에 납입), 

업무관리비용(기록관리기관에 납입), 자산관리비용(자산관리관에 납입)으

로 구성된다.

③ 교육·운용정보 제공 수수료

④ 자산운용수수료는 투자신탁 위탁 시 수수료와 신탁보수, 정보 제공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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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탁자 책임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은 퇴직급여 지급의 책임이 기업에 있는 확정급부형과 

달리 종업원 개인의 자기책임에 의해 급여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확정급부형제

도와 같은 급부보장, 재정검증, 재정재계산 등의 재정운영 의무가 없는 대신 운

용단계에서 확정급부형보다 엄격한 수탁자 책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확정갹출연금법은 퇴직연금 수탁자 책무를 기업 등 기업주의 책무, 운영관리

기관의 책무, 자산관리기관의 책무 등으로 구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에 대

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7) 수탁자 행위준칙

가) 기업주의 책임

법률은 기업주 등에게 법령과 연금규약을 지키고 가입자 등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주의 가장 중요한 책

임은 사업주의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이며, 법률은 매월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주 등에게 기초적인 자료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의무가 있으며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도 있다. 이외에

도 기업주 등은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하는데, 개인정보의 이용

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다. 단, 가입자 등의 동의와 정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133)

나) 운영관리기관의 책임

운영관리기관은 법령과 운영관리업무 계약을 지키고, 가입자 등을 위해 충실

(충실의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운영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가입자 등의 

133) 확정갹출연금법 제21·22·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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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134)

다)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자산관리기관은 법령과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지키고 가입자 등을 위해 충실

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35) 자산관리기관의 가능은 가입자의 재산(개인별 

관리자산)을 분별 관리함으로써 관리된 자산은 최종적으로 가입자 등의 급부금

이 된다. 계약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50~60년간에 걸친 장기의 계약이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수탁자 금지행위

가) 기업주의 금지행위

기업주에게는 가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서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136)

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③ 운영관리기관에 특정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지시를 행하는 것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가입자 등에게 권유하게 하는 것

④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것 등

⑤ 제3자에게 운용의 지시를 위탁할 것을 가입자에게 권유하는 것

⑥ 특정한 운영관리기관의 선택을 권유하는 것

⑦ 가입자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알리는 것(동)이다.

134) 확정갹출연금법 제89조 관련.

135) 확정갹출연금법 제14조 관련.

136) 확정갹출연금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3·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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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운영관리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가 금

지된다.137)

① 기업주 이익을 우선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특정한 운용방법

을 종업원에게 권유하는 것은 가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기업주가 운영관리업무를 행하는 경우는 특정한 운용방법을 추천하거나, 

제시한 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부실한 것을 알려 이익 또는 손실이 확실하

게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③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에 의해 가입자 등이 손실을 입은 때에는 손실을 보

전하는 의무가 있다.

나) 운영관리기관의 금지행위

운영관리기관의 다음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운영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등 다양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138)

① 가입자 등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② 가입자 등 또는 기업주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

③ 가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또는 이익을 추가하는 것

④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을 알리는 것

⑤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등에게 제시하는 것

⑥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것

⑦ 가입자 등의 보호에 결여되고 공정을 해치고 신용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는 

행위

137) 확정갹출연금법 제43조 관련.

138) 확정갹출연금법 제10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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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책임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

9) 중대 법률 위반행위

확정갹출연금법은 사용자의 연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 Ⅳ

-18>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명

시하고 있다.

구분 위반 사항 법률 위반 내용 처벌 내용

법령
준수
의무

보고 및 
임점검사

주무장관에게 퇴직연금 실시현황 미보고·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불성실 답변·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51)

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120) 

규약
승인 신청

규약을 변경 신고를 지체 하거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할 경우(§6①)

20만 엔 이하
의 과태료
(§123)

시정
명령
이행

기업주가 법령, 규약이나 주무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고 
있거나, 기업주의 연금 운영이 현저히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주에게 그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
령을 위반할 시(§52①)

규약 변경
통지

IRA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장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58①)

기한 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기업주가 퇴직연금 관련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 및 보고
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50)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기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의 승인을 받을 때 기록관리기관
에게 기한 내 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16①)

10만 엔이하
의 과태료
(§124)기한 내 

신고 위반

기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의 승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
무장관에게 IRA가입자 소정의 사항을 연합회에게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47)

문서
준수
의무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업무를 하는 기업주가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
부서류의 작성이나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서류
를 작성할 경우(§49)

20만 엔 이하
의 과태료
(§123)

<표 Ⅳ-18> 확정갹출연금 도입 기업주 중대 위반행위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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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기관에 대해서도 확정갹출연금법은 종업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표 Ⅳ-19>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

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분 위반 사항 법률 위반 내용  처벌 내용

충실
의무

중요사항
미고지,
부실고지

운영관리기관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의 중요사
항에 대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을 
고지하는 행위 등(§100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119)

주의
의무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계약을 체결 시 상대방에게 가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경
우(§100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118)

특별이익
제공 행위

운영관리계약시 상대방에게 가입자·거래 상대방
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경우(§100②)

추가적
이익제공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업무상 발생한 가입자 등의 손실
의 전부·일부를 보상하거나 가입자 등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제공하는 행위
(§100③)

법령
준수
의무

미등록
영업행위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업을 영위
하는 경우(§88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운영관리업을 부정한 수단으로 주무장관의 등록
을 받은 경우(§88①)

명의대여 
금지

운영관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영관
리업을 하게 할 경우(§95)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 

행위

주무장관으로부터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명령에 반하여 운영관리업을 영위할 경우
(§104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119)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89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120) 

변경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등록신청서 변경 사항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92①)

50만 엔이하의 
벌금(§121)운영개선

명령위반

주무장관은 운영관리기관의 업무에 있어 가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는 업무의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기
관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104)

<표 Ⅳ-19> 확정갹출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 중대 위반행위 및 처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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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반 사항 법률 위반 내용 처벌 내용

법령
준수
의무

기한 내 
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등으로 등록 효력을 상
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
고를 한 경우(§66①)

10만 엔이하의 
과태료(§124)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주무장관에게 그 업무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공무원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10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120) 

문서
준수
의무

영업소
표식

비치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
소에 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의 표식을 비치하지 않
을 경우(§94①)

50만 엔이하의 
벌금(§121)

의무자
의외의 자가
표식 게시

운영관리기관 이외의 자가 운영관리기관에 관한 표
식 또는 유사 표식을 게시할 경우(§94②)

열람거부 
또는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업
무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가입자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기재가 있는 서류를 비치
하거나 가입자 등에게 열람시킬 경우(§96)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기관이 그 업무의 장부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장부서류를 작성할 경우
(§101)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
재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10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120) 

<표 Ⅳ-20> 확정갹출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 중대 위반행위 및 처벌(Ⅱ)

10) 설명의무

기업주 및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개인형연금 관리법인)는 가입자의 전직 등으

로 현재의 확정갹출연금에서 수령한 탈퇴일시금의 이전 신청 및 신청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업주는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소속된 기업형연금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인별 관리자산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해당인에게 설명해야 한다.139)

139) 확정갹출연금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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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공시

확정갹출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자기책임 하에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급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적절한 운용상품의 

선택을 하기 위해 투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

요한 일이다. 

확정갹출연금법은 기업주(기업형)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개인형)에게 가

입자 등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자산운용의 기초적인 자료제공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40) 이를 정보제공 내지 투자교육의무라

고 하는데 법률에서는 기업주 등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운영관리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보편적으로 

정보제공 또는 투자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관리기관이 제공하고 있다. 특

히, 확정갹출연금에서 기업주 등을 대신하여 투자교육 또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관리기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가입자는 운영관리기관이 제시한 운용방법 중에서 금융상품을 지정해야만 

하는데 이를 운용지시라고 한다. 운영관리기관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

다.141) 이에는 운용상품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상품의 과거 10년간 운용성적, 

향후 이익과 손실의 예측,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의 운용방법에 관한 내

용 등이 포함된다. 

12) 투자교육

투자교육을 위탁받은 운영관리기관은 연금에 가입 시는 물론 가입 후에도 개

별 가입자 등의 지식수준과 니즈 등에 근거하여 가입자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140) 확정갹출연금법 제22조 관련.

141) 확정갹출연금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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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있다.142) 

가) 교육방법

운영관리기관은 기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정보제공 또는 투자교육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교육의 방법은 자산운용에 관한 가입자의 수준(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 자료와 비디오 배포(전자매체 포함), 설명회 개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실시하야여 한다. 또한, 기업주 등은 가입

자 등에게 투자교육을 이해시키는데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 등이 그 내용

에 대한 질의나 답변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업주가 운영

관리기관에게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기업주는 개별 가입자에게 자료  를 배

포하고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143)

나) 확정갹출연금의 주요 현황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확정갹출연금의 현재 위치, 확정갹출연금제도의 주요

내용(가입 자격, 부담금 한도, 운용상품의 범위, 운용상품의 대체 기회, 급부의 

종류, 수급요건, 급부개시 시기, 수급 방법, 자산현황, 세제, 운영관리 기관과 자

산관리기관의 역할 행위준칙 등)이 포함된다. 

다) 금융상품의 구조와 특징

예적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각 금융상품의 성격이

나 특징, 종류, 기대 수익과 위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포함된다.

142) 확정갹출연금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143) 厚生勞動省(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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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산운용의 기초 지식

자산운용할 때 유의점, 위험의 종류와 내용,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장기 운용의 

개념과 효과, 분산 투자의 개념과 그 효과 등이 포함된다.

구분 주요내용

운용주체 종업원

운용지시 개인별 관리자산을 가입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방법을 지시

운용상품
규제

∙ 운용상품 : 예·저금, 공사채, 투자신탁, 보험, 주식 등
∙ 운용사는 3개 이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상품변경 기회 및 운용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재정계산 지급보장, 재정검증, 재정재계산 등 실시의무 없음

수탁자 책임
기업,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의 법
령·규약 준수의무, 충실의무, 주의의무 부여

행위준칙과
처벌

기업주, 운영관리기관의 금지행위, 중대 법률 위반행위 명시 및 
위반 시 강력한 행정적·형벌적 처벌

설명의무 기업 등은 가입자가 탈퇴할 경우 이전방법에 대한 설명

정보공시
기업 등은 운용상품 가입자에게 운용상품 권유 이유, 과거 운용
성적, 향후 이익과 손실 예측, 수수료 등의 운용방법 정보 제공

투자교육 의무
기업 등은 가입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연금의 주요현황, 
금융상품 구조와 특징, 자산운용의 기초지식 등에 대한 교육 제
공 의무

업무위탁 기업 등은 정보공시, 투자교육 등을 운영관리기관에 위탁 가능

<표 Ⅳ-21> 기업형연금 운용체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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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료체계

1) 통산제도

기업형 및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가입자는 전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확정갹출

연금 간에 개인별 연금자산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Ⅳ-22>와 같이 기업

형연금 가입자의 전직 시 전직회사가 기업형연금을 실시하여 기업형연금에 가

입하게 되는 경우 개인별 연금자산은 전직회사의 기업형연금으로 이전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형연금 가입자의 전직 시 전직회사가 기업형연금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또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퇴직하는 경우)하는 경우 

개인별 연금자산은 개인형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 후
 현재

기업형 실시 
기업으로 이직 시

기업형 미실시 
기업으로 이직  시

자영업자 퇴직하는 경우

기업형연금 
실시 기업 가입자

기업형에
연금자산 이전

개인형에 이전 좌동 좌동

개인형연금 
실시 기업 가입자

상동 개인형 유지 좌동 좌동

개인형연금 
가입 자영업자

상동 개인형 유지 － 개인형 유지

<표 Ⅳ-22> 확정갹출연금 간의 통산장치

  

자료: 大島俊春(2008).

2) 중도탈퇴

기업형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후 60세 이전에 중도 탈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형연금 가입자가 전직 또는 중도 퇴직으로 전업주부나 공

무원이 되어 기업형연금이나 개인형연금에 가입하지 못할 시 다음과 같은 일정

한 요건을 갖출 경우 중도탈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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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형연금 가입자·운용지시자, 개인형연금 가입자·운영지시자가 아닌 

경우

② 개인별 연금자산액이 1만 5천 엔 이하의 경우

③ 기업형연금 가입자격 상실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

3) 예금자보호 제도

확정갹출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최종급여가 결정되는 연금제

도이다. 따라서 확정급부형제도와 같은 지급보장 장치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자기책임 하에 운용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

이 된다. 

일본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및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금융권역별로 예

금자 보호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권역별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

기관이 도산한 경우,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

인당 원금 1,000만 엔까지와 그 이자가 예금보험기구에서 지급된다. 보험계약

의 보상한도는 책임준비금의 90%로 하는 것이 보험업법 등에서 정해져 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 기구에서 지급한다.

4) 연금설계사

일본에서는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인증시험을 통해 DC Planner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DC Planner는 연금의 가입의 판매채널로 활용하기 보다

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또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를 DC 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갹출연금의 전문지식을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DC Planner가 수행하는 업무는 확정갹출

연금 가입 또는 미가입 기업, 일반인 대상으로 확정갹출연금 위탁교육, 연금전

144) 확정갹출연금법 부칙 제2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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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지식 전달, 은퇴·퇴직·노후생활에 대한 기업 교육 담당, 확정갹출

연금의 홍보 및 권유 등이다. 

다만, 일본의 DC Planner는 법정 자격제도가 아니므로 직접 확정갹출연금 계

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주로 금융회사의 직원, 기업의 경영자·복

리후생 담당자, 개인 등을 중심으로 DC Planner를 양성하고 있다. 

DC Planner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실무가로서, 법

령을 준수하고,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설명 책임이나 수탁자 책임을 수행한다. 

DC Planner 자격의 인증시험은 현행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걸치는 지식, 투자에 

관한 기초지식, 라이프 플랜 지식 등을 평가하여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

다.145)

5) 세제지원

납입단계에서 기업 부담금은 전술한 법정 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비 처리된다. 

다만, 기업형연금만 가입한 경우와 기업형연금과 다른 퇴직연금을 병행하여 가

입한 경우의 법정 부담금 한도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한도에 따라 손비처리가 다

르게 적용된다. 즉, 종업원 1인당 법정 납입한도는 전자의 경우 연간 612,000엔

까지, 후자의 경우 연간 306,000엔이므로 동 한도까지 손비처리가 가능하다.146) 

부담금 납입한도는 <표 Ⅳ-23>와 같이 2002년 연간 432,000엔에 불가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에 따라 2004년 552,000엔, 2010년 612,000엔으로 상향조정이 이루

어졌다.

145) http://www.kentei.ne.jp/planner.

146) 杉田智(2011. 11).



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체계 151

구분 2001. 10 2004. 10 2010. 1

타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 432,000엔 552,000엔 612,000엔

타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216,000엔 276,000엔 306,000엔

<표 Ⅳ-23> 기업형연금제도의 손비처리 한도(연간) 

 주 : 종업원 1인당 기준임.
자료: 松澤繁(2011. 9)을 기초로 작성함.

2012년부터 종업원의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종업원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

제도(소규모기업공제부담금 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매칭기여는 소득세법에 따

라 기업의 부담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종업원이 추가로 기여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형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연간 612,000엔에

서 최고 50%(306,000엔)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형연금 가입

자가 다른 퇴직연금에 병행 가입하고 있는 경우 연간 306,000엔에서 최고 

50%(153,000엔)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147)

운용단계에서는 전술한 확정급부기업연금과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한시적

으로 특별법인세 1% 과세가 유예된다. 

급부단계에서 노령연금은 공적연금과 합산한 연금 수입에서 공적연금 등의 

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시금 

지급의 경우 소득공제 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장애급부금은 비과세 

대상이고, 사망일시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탈

퇴일시금은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 과세대상이 된다.

147) 厚生勞動省年金局(2011) 및 법인세법 제7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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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도 간
이전

DC형 간
∙ 기업형 → 기업형 가능
∙ 기업형 → 개인형 가능
∙ 기업형 → 개인형 운영지시자로 잔류 가능

DB형·
DC형 간

∙ DB형 → 개인형 가능
∙ DC형 → DB형 연금자산 이전 불가능

연금자산의
자동이전

기업형연금 자격상실 후 이전 미신청으로 6월 경과 시 국민연
금기금연합회로 자동이전

중도탈퇴 연금자산이 소액이거나 자격 상실 후 6월 이내

예금자 보호
예금성상품, 원금보장형 금전신탁상품의 경우 1천만 엔한도 
보험상품 책임준비금의 90% 한도

연금설계사
∙ 상공회의소 등이 자율적으로 DC Planner 자격자 양성
∙ 위탁교육, 지식전달, 홍보·권유 업무 담당

세제혜택
∙ 기여 시: 가입자 부담(소득공제), 기업 부담(손비처리)
∙ 운용 시: 연금자산에 특별법인세 과세
∙  급부 시: 연금(공적연금 등 공제), 일시금(퇴직소득공제)

<표 Ⅳ-24> 기업형연금 종료체계의 주요내용

3.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가. 개요

개인형 확정갹출연금(이하 ‘개인형연금’이라 함)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개선과 

기업형연금 시행 이후 통산성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확정갹출연금법 

제정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개인형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이하 ‘기금연합회’라 함)가 법률에 따라 자

영업자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금제

도이다. 동 연금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개인별계좌에 적립하여 연금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급부액이 변동되는 연금제도로 미국의 IRA와 유사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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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RA와 차등화된 세제가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의 개인형연금은 단

순하고 세제혜택도 일률적이어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개인형연금에서도 기업형연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가입기간별 수급개시 연령, 운용규제, 수탁자 책임, 수탁자 행

위준칙, 부담금한도 및 세제지원 등이 유사하다.

<그림 Ⅳ-13> 개인형연금의 체계 및 수탁자별 역할

자료: 厚生勞動省(http://www.mhlw.go.jp).

다만, 개인형연금은 기업형연금과 달리 퇴직연금 탈퇴자 연금자산의 통산장

치, 영세기업 등 미가입 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의 기능,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

득보장 장치로서의 차별화된 기능 수행하고 있다(<표 Ⅳ-25> 참조). 

현재 개인형연금 가입자의 적격 심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기금

연합회가 담당하며, 기금연합회는 금융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운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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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형 개인형

실시자 기업주 국민연금기금연합회

가입
자격

근로자, 사립교직원, 임원 등
∙ 자영업자 등
   (학생, 자유직업 등 포함) 
∙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자격
확인 등

기업주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제도
도입

노사합의로 연금규약을 승인 받
은 기업

연금규약을 정한 기금연합회에 신청

계약
기업은 자산관리기관, 운용관리
기관과 계약하고, 가입자의 개인
계좌를 작성

자영업자는 기금연합회, 운용관리
기관과 계약

기여
기업주 부담의무에 추가적으로 
가입자 매칭기여 가능

가입자

운용
가입자가 지시하는 형태이지만, 
기업의 일괄운용도 가능

가입자가 지시하는 형태

급부
연금 또는 일시금

(단, 연금 지급 후 5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단, 연금 지급 후 5년부터)

적립금 
관리·급부

자산관리기관(등록 사업자, 
신탁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단, 금융회사에 위탁 가능)

<표 Ⅳ-25> 기업형연금과 개인형연금의 차이

나. 도입체계

1) 가입자격

개인형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연

합회에 신청하여 개인형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가입자격은 20세 이상 60

세 미만인 국민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자, 자유직업, 학생 등)와 퇴직연

금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퇴직연금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가입 대상자가 된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를 기금연합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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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국민연금번호

② 매월 부담금액

③ 기업형연금 가입자였던 자는 그 내용

기금연합회는 가입 신청서류 접수하는 당일 심사절차를 거쳐 개인형연금 적

격 자격을 부여한다.148) 

2) 승인절차

개인형연금을 운영관리 하는 기금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이를 후생노동대신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149) 다

만, 규약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 기금연합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재)위탁을 받은 연금운영관기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업무 

③ 개인형연금 가입자에 의한 연금운영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개인형연금 가입자가 기여하는 부담금 결정 또는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⑤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⑥ 개인형연금의 급부액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⑦ 개인형연금의 실시에 소요되는 사무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후생노동대신은 기금연합회의 연금규약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50) 

148) 확정갹출연금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149) 확정갹출연금법 제55·57·58조 관련.

150) 확정갹출연금법 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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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따른 연금규약 작성 여부

②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수 또는 종류가 제73조과 제23조 규정을 준용하는 

지 여부(기업형연금 운영규제 참조)

③ 가입자 등의 운용지시는 3개월에 1회 이상

④ 급부액 산정방법이 법령 기준에 합치할 것 
⑤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역할

개인형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운영관리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동 연

합회가 세제적격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자격을 검증한다. 가입 신청은 동 연합

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의 창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동 연합회가 법률에 따라 운영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운용관

리기관인 금융회사에 위탁하기 때문이다.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동 연합회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수탁금융

회사를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동 연합회는 연금규약의 작성 및 승인신청, 

가입자의 적격심사, 부담금 납부관리, 개인별 부담한도액 초과유무 관리의 업무

만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위탁 관계에 따라 개인형연금의 가입자 등(운용지시자 포함)은 

연금의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직접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금연합회는 적어도 5년마다 개인형연금 가입자 수의 동향, 기업형연

금의 실시상황, 국민생활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연금규약의 내용에 대하여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51) 

151) 확정갹출연금법 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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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관리기관의 역할

기금연합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업무를 연금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연금운영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위탁 계약의 체

결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연금운영관리기관은 위탁받은 운영관리 업무의 일

부를 다른 연금운영관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152)  

기금연합회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가입 신청접수, 신청수리, 적립금 관리

업무, 기록관리업무, 적립금 운용계약에 관한 예금, 유가증권, 기타 금융상품에 

보관업무, 부담금 수납 및 환급,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상품 계약체결, 

급부 지급, 법 제37조(운용규제) 준용업무 등이다.153)  

한편, 개인형연금 가입자는 사정에 따라 운영관리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기금연합회에 신고해야 

한다. 운영관리기관은 후생노동대신 및 금융청 장관의 등록을 받은 자산운용전

문가로서 가입자에게 운용상품의 제시 등의 충실 의무가 부과된다.154)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신탁회사(겸영 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금고 등이다.155) 

5) 기여

개인형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기초로 산출된 부담금을 매월 기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부담금 납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엔(연간 276,000엔)까지, 자

영업자의 경우 68,000엔(연간 816,000엔)까지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156) 

152) 확정갹출연금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153) 확정갹출연금법 제61조 관련.

154) 확정갹출연금법 제65·66조 관련.

155) 확정갹출연금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156) 확정갹출연금법 제67·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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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우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도 후생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영업자는 기초연금밖에 가입할 수 없어 

사적연금의 부담금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표 Ⅳ-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

자의 부담금 상한액은 급여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1년 월 15,000엔에서 2010년 

1월에 현재의 금액으로 개정되었으나, 자영업자의 부담금 상한액은 동결되고 

있다. 

부담금의 납입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국민연

금기금연합회에 부담금을 대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등은 직접 납입한

다. 이때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157) 

구분 2001. 10 2004. 10 2010. 1

근로자 15,000엔 18,000엔
23,000엔

(연 276,000엔)

자영업자 68,000엔 68,000엔
68,000엔

(연 816,000엔)

<표 Ⅳ-26> 개인형연금제도 납입 한도액(월)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6) 급부형태와 지급요건

개인형연금의 급부는 노령급부와 장애급부,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되며, 세

부내용은 기업형연금과 동일하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은 기업형연금과 동일

하게 개시연령 구간별로 의무가입 기간을 두어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57) 확정갹출연금법 제70·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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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2002. 4

근거법 확정갹출연금법

운영주체/
적격심사

국민연금기금연합회(단, 운용관리기관에 위탁 가능)

제도가입 후생노동대신에 승인

대상자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 탈퇴자 등

운용관리기관 은행, 생보사, 손보사, 신용금고, 증권사 등

기
여

기여 가입자 본인

한도
∙ 자영업자: 연간 81.6만 엔
∙ 근로자: 연간 27.6만 엔

급부방식 기업형과 동일(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자격 기업형과 동일(60세 지급 원칙)

급부내용 기업형과 동일(노령급부금, 장애급부금, 사망일시금, 탈퇴일시금)

<표 Ⅳ-27> 개인형연금 도입체계의 주요내용

 

다. 운영체계

1) 운용규제

개인형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기업형과 동일하게 최

소 하나 이상의 원금보장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택지로 하여 

설정하고 있다. 

자산잔고는 개인의 가입자마다 기록 관리하며, 가입자가 이직하게 되면 이직

한 사업장의 제도로 연금자산을 이전시켜 연금자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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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형연금의 법규의 준용

개인형연금 가입자 등의 개인별 관리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제4절(운용규제) 

기업형연금 운용규제를 기금연합회가 준용해야 한다.

즉, 법 제22조(사업주의 책무), 제23조(운용방법 선정 및 제시), 제24조(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제25조(운용 지시), 제26조(운용방법 제외 시 관련 동

의), 제27조(개인별 관리자산액의 통지) 등이다. 

또한, 개인형연금 급부에 관하여 제5절(급부규제) 기업형연금 운용규제를 기

금연합회가 준용해야 한다.

즉, 노령연금, 장애급부, 사망일시금과 관련된 제28조(급부의 종류), 제29조

(지급 결정), 제30조(급부액), 제31조(연금급부 지급기간 등), 제32조(수급권양

도 등의 금지), 제33조(노령급부금 지급요건), 제34조(70세 도달 시의 지급), 제

35조(지급방법), 제36조(실권), 제37조(장애급부금 지급요건), 제38조(지급방

법), 제39조(실권), 제40조(사망일시금 지급요건), 제41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42조(결격) 

또한, 기금연합회는 제43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명시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제3자 이익도모 금지 등 법에서 정한 가입자 보호를 위한 행위 등을 준용해야 

한다.

3) 수수료 체계

개인형연금의 관리비용은 크게 가입수수료와 업무관리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수수료는 가입 시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납입하는 가입자격 적격심

사 비용이며, 가입자격 심사 시만 지급하므로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  

업무관리수수료는 매월 납입되는 부담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업무관리수수

료(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납입), 업무위탁수수료(위탁 금융회사에 납입), 운영

관리수수료(운영관리기관에 납입)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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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운용지시자 가입자

운용규제 없음(단, 1개 이상의 원금보장형 포함하여 3개 이상 상품 제시)

수탁자 책임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및 운영관리기관의 법령준수의무, 
충실의무, 주의의무 부여

수탁자 의무 설명의무, 정보공시 의무

행위준칙 기업형연금과 동일

수수료 체계 가입수수료, 업무관리수수료 등

자산운용관리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

자산관리기관업무
자산관리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방식

<표 Ⅳ-28> 개인형연금 운용체계의 주요내용

 

라. 종료체계

1) 자격상실

개인형연금 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즉시 가입자격을 상실한다.158) 다

만, 이 경우 가입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운용지시자로 개인별 운영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잔존할 수 있다. 기금연합회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운용

지시자 자격을 신청할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과 개별관리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여 신청 당일 자격을 부여한다.159)

158) 일본은 법률에서 가입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부담금 납입하는 자와 단순하게 개인별 계좌에 적립금만 보유하고 있는 
자를 가입자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다. 즉, 개인형연금 가입자는 개인형연금에서 부담금을 갹출하고 그 개인별 관리자
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자를 말하며, 운용지시자는 개인별 관리자산을 단순히 운용 
지시만 하는 자를 말한다(확정갹출연금법 제2조).

159) 확정갹출연금법 제62·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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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의 연령이 60세 도달

②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공무원이 된 경우

④ 운용지시자가 되는 경우

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⑥ 사망하는 경우

⑦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제외자

⑧ 기업형연금 가입자

⑨ 공제조합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공제 가입자가 된 경우

⑩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기업형연금 가입자 및 적격퇴직연금 수

입자가 된 경우

2) 통산장치

가) 확정갹출연금 간의 통산

기업형 및 개인형연금 가입자는 전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확정갹출연금 간에 

개인별 연금자산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Ⅳ-14> 참조).

기업형연금 가입자가 전직 시 전직회사에 기업형연금이나 확정급부 기업연

금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자영업자가 된 경우 개인형연금의 부담금 기여를 희

망할 경우 개인형 연금에 개인별 관리자산을 이전하여 개인형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열거된 사항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관리하는 개인형연금

의 연결계정(특별계정)에 개인별 연금자산을 이전하여 개인형연금의 운용지시

자가 될 수 있다.160)

160) 企業年金聯合會(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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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직 시 전직회사가 기업형연금이나 확정급부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개인형연금에 추가 기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② 전직 시 전직회사가 기업형연금을 실시하지 않으나 확정급부형제도를 실

시하고 있는 경우

③ 자영업자가 되어 개인형연금에 추가 기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④ 전업주부 등으로 신분이 변경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림 Ⅳ-14> 개인형·기업형 확정갹출연금 가입자의 이전 유형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그러나 이와 같이 확정갹출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의 기여기간

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히 탈퇴일시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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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연금 간의 통산

가입자가 후생연금기금 및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가입을 중도에 탈퇴한 이후 

확정갹출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 탈퇴한 제도에서 지급되는 탈퇴일시금에 대

해서는 가입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곧바로 확정갹출연금으로 직

접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기간은 직전회사의 후생연금기금 또

는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 또는 전직회사의 확정갹출

연금 가입자격 취득 후 3개월 이내에서 가장 빠른 날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연금연합회로부터 향후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확정갹출연금

의 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자 개별 신청에 의해 연금자산을 확정갹출연금으로 이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은 확정갹출연금 가입자격 취득 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갹출연금에서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

연금, 기업연금연합회로 개인별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61)

다) 자동 통산장치

기업형연금의 가입자가 자격상실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형연금 또는 개

인형연금에 연금자산을 이전하지 않거나 탈퇴일시금의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별 연금자산을 국민연금기금연합회로 자동이전 된다(단, 운용지시자

는 제외). 이 경우 동 연합회는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특정 운영관리기

관은 수수료를 징수하며, 특정운영관리기관에 의한 기록의 전환관리와 동 연합

회에 의한 자산관리가 실시된다.162) 

161) 企業年金聯合會(2012).

162) 확정갹출연금법 제8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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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탈퇴

개인형연금에 가입 후 가입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지시자의 경우 운영관리기관)에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

다.163) 

① 60세 미만일 것  
② 기업형연금 가입자가 아닐 것 
③ 개인형연금에 가입될 수 없는 자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전업주부, 공무원 등)

④ 장애급부금의 수급권자가 아닐 것 
⑤ 통산납입기간이 1개월 이상 3년 이하일 것

⑥ 가입자격 상실 후 2년 이내일 것

⑦ 개인별관리자산이 1만 5천 엔 이하의 경우

⑧ 기업형연금에서 개인형연금으로 이전하여 개인형연금에 보험료 부담을 

할 수 없게 되어 개인별관리자산이 50만 엔 이하의 경우

3) 세제지원

납입단계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금은 소득공제(소규모기업공제부담금 

공제) 대상이 되어 근로자(연간 276,000엔 한도) 및 자영업자(연간 816,000엔)별

로 부담금 법정 납입한도의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운용단계에서는 특별법인세 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타 연금과 동일). 

급부단계에서는 다른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공적연금과 개인형연금의 연금소

득에서 연금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163) 확정갹출연금법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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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가입자 보호 ∙ 기업형연금과 동일

통산
장치

DC형 간
- 개인형 → 기업형 가능(기업형 실시 기업에 취업 시)
- 개인형 → 개인형 가능(기업형 미실시 기업에 취업 시)
- 개인형 → 개인형 운영지시자로 잔류 가능

DB형·
DC형 간

- DB형 → 개인형 가능
- 개인형 → DB형 연금자산 이전 불가능

연금자산의
자동이전

기업형연금 자격상실 후 6월 경과 시 국민연금기금연합회로 
자동이전

투자교육 ∙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제공

세제혜택
∙ 기여단계: 본인 소득공제 
∙ 운용단계: 비과세
∙ 연금수급단계: 과세

제도전환 ∙ 기업형과 동일

<표 Ⅳ-29> 개인형연금 종료체계의 주요내용

  

4. 시장 현황

가. 확정급부기업연금

1) 가입 현황

확정급부기업연금은 일본 정부가 신 연금제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금제도를 폐지 또는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신 연금제도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결과 시행 후 8년 만에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신 연금제도 중심의 보급정책을 

지속할 경우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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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확정급부기업연금 계약건수 및 가입자 수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가입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그림 Ⅳ-15>와 같이 2002년도 15건에 불과하던 

연금규약 승인 건수는 연 평균 125.5% 증가하여 2010년도 10,044건이 승인되었

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2002년도 3만 명에서 2010년도 727만 명으로 연평균 

98.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동 연금은 연금규약 설계단계에서 기금형이나 또

는 규약형의 연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10년도 기금형과 규약형의 연금규

약 승인 건수는 각각 608건, 9,436건으로 기금형이 현저하게 적다. 기금형의 경

우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연금규약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연금연합회(2011)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승인된 전체 연금규약 

중에서 64%가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30>과 같이 조사대상 574개 연금규약 중

에서 DC형이 175개로 가장 많고, 적격퇴직연금 95개, 중소기업퇴직금공제 

34개, 다른 DB형 22개, 기타 17개, 후생연금기금 7개의 순을 나타났다. 그 

결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타 퇴직급여와 병행은 DC

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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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후생연금

기금
다른
DB형

DC형
적격퇴직

연금
중소기업

퇴직금공제
기타

전체 574 7 22 175 95 34 17

기금형 512 6 22 147 85 34 15

규약형 62 1 0 28 10 0 2

<표 Ⅳ-30> 확정급부기업연금이 행하는 타 퇴직급여제도
(n=574)

주: 복수응답 포함.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2) 연금자산 및 운용 현황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자산규모는 2010년도 41.7조 엔 수준으로 2004년도 대

비 약 20조 엔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한 운용실적 악화로 연금 자산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적격퇴직연

금 및 후생연금기금 등으로부터의 연금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연

금자산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연금사업자는 신탁계약과 생명보험계약, 농협공제계약

을 취급할 수 있는 신탁회사(겸업 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농협 등이다. 연금

사업자의 2010년도 수탁현황은 <그림 Ⅳ-16>과 같이 신탁회사(은행, 증권회사)

가 약 31.7조 엔으로 가장 높은 비중(76.0%)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회

사와 농협이 각각 23.8%와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신탁업은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주 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겸업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신탁전업회사(신탁은행), 시중은행,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 등에서 체결

한 연금자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역별 수탁추이를 살펴보면, 신탁회사의 경우 2004년도 18.5조 엔에서 

2010년도 31.7조 엔으로 13.2조 엔 증가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04년도 

3.3조 엔에서 2010년도 9.9조 엔으로 6.7조 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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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금융권역별 수탁자산액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동 연금의 운용자산 구성은 <그림 Ⅳ-17>과 같이 2010년도 기준으로 안전자

산인 국내채권이 29.6% 비중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주식 16.1%, 일반계

정 16.0%, 외국주식 15.5%, 외국채권 11.8%, 헤지펀드 4.2%의 순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연금자산에 대한 양적규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운

용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운용상품 편중현상은 우리나라의 93% 이상

(2010년도)과 독일(62%)164)의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도 43.7%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도 5.35%, 2010년도 57.4%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채권과 일반계정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주식과 헤지펀드, 기타 상품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

기 때문이다. 

164) 일본은 P13 시장(13 Pension Market) 중 독일(62%) 다음으로 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 
높은 국가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93.4%, 네덜란드는 48%, 프랑스는 46%임(Towers 

Wat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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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운용자산 구성비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연도별 운용상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Ⅳ-17>과 같이 국내채권이 

2005년도 21.4%에서 2010년도 29.6%로 8.2%p 증가하고 일반계정이 2005년도 

9.4%에서 2010년도 16.0%로 6.6%p 증가하였다. 반면, 외국채권이 2005년도 

12.9%에서 2010년도 11.8%로 1.1%p 감소, 외국주식이 2005년도 17.1%에서 

2010년도 15.5%로 1.6%p 감소하였으며, 헷지펀드도 동일시기에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자산운용은 1990년대 장기적인 초 저금리 현상을 감안

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운용수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본 국내외 운용환경에 따라 수익률 등락

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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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확정급부기업연금 운용수익률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1).

연도별 운용수익률은 <그림 Ⅳ-18>과 같이 2004년도 4.15%에서 2005년도 

16.5% 급등한 이후 2007년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운용환경

이 악화되면서 –15.8%까지 감소하였다가 운용환경의 개선과 기업들의 연금자

산 운용 개선 노력165)으로 2009년도 13.2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그리스

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도 운

용수익률이 -0.7%로 다시 하락하였다.

나. 기업형 확정갹출형연금

1) 가입 현황

기업형연금의 가입은 2010년도 기준으로 총 14,628개 기업에서 총 371만 명

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규제당국에 승인을 받은 규약 수는 총 3,705개

에 이르는 등 급성장 하고 있다(<그림 Ⅳ-19>참조). 

165) 예컨대 이통업체 KDDI는 퇴직연금자산을 퇴직자, 현직 종업원, 잉여금 등의 3개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특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및 목표수익률의 차등화를 시도하
여 운영성과의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또한, 마츠시타전기는 주식·채권 대신 미상장 
주식 등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서 운영실적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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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기업형연금 가입자 수 및 규약 승인 수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일본 정부의 신 퇴직연금제도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기업형연금의 가입실

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적격퇴직연금의 신규가입 금지 및 제도 

종료 영향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형연금으로 전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이 주로 근로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 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형태인 반면 적격퇴직연금은 근로자 

15인 이상의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비교적 몸집이 작은 가입 중소기업

들이 적격퇴직연금에서 기업형연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6> 

참조)

가입자 수는 <그림 Ⅳ-19>와 같이 2001년도 8.8만 명에서 2010년도 371만 명

으로 연평균 51.6% 성장하였으며, 가입기업 수도 2002년도 1,522개소에서 2010년

도 14,628개로 연평균 32.7% 증가하였다. 또한, 연금규약 수도 2001년도 70개에

서 2010년도 3,705개로 연평균 55.4%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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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기업형연금의 기업규모별 규약 수 및 실시 법인 수 추이

       자료: 厚生勞動省(2012.4).

한편 기업형연금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더 실시 사업장 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

-20>과 같이 후생노동성(2012. 4)이 조사한 기업형연금의 기업규모별 규

약 수 및 실시 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99인 이하의 기업의 경우 총 9,020개의 기

업이 가입하여 55.8%의 가입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299인 

기업이 3,850개(23.8% 비중), 300∼999인 기업이 2,201개(13.6% 비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약 수는  100∼299인 구간의 기업이 1,308개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300∼999인 구간의 기업이 1,234개, 1천 명 이상 923개, 99인 이하 645개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9인 이하의 기업의 경우 규약 수가 가장 적은데 반하

여 가입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것은 99인 이하의 기업이 후술하는 공동가입 형태

인 복수사용자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입 

사업장 수(14,628개) 대비 승인 규약 수(3,705개)가 적은 이유는 기업형연금에서

도 다른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복수사용자

제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2009)의 조사에 의하면 <표 Ⅳ-31>과 같이 기업형연금에서 하나

의 사업주가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단독형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8,862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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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형연금 가입) 기업 중에서 3,396개 기업으로 38%에 불과하고 연합형(25%) 및 

종합형 방식(37%)의 복수형제도에 의한 가입의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수사용자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

형연금을 선호하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 개별단위의 사업장 가입보다 특수 관계

회사 간 공동으로 가입하는 연합형 방식이나 동종업체 또는 동일지역의 기업 등

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종합형 방식을 통하여 연금자산을 관리운영 하는 것이 퇴

직연금 가입 절차와 관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분
단독형
제도

복수형제도
합계

연합형 종합형

사업장 수
(비율)

2006년도
2,752개
(38%)

2,586개
(35%)

1,960개
(27%)

7,298개
(100%)

2007년도
3,396개
(38%)

2,228개
(25%)

3,238개
(37%)

8,862개
(100%)

자산(2007년 기준)
(비율)

15.1조 엔
(42%)

12.3조 엔
(34%)

8.9조 엔
(24%)

36.3조 엔
(100%)

<표 Ⅳ-31> 기업형연금 복수사용자제도 도입현황

주: 2007년 5월 기준 자료임.
자료: 厚生勞動省(2009).

2) 연금자산 및 운용 현황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자산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

다. 연금자산 규모가 2002년도 1,400억 엔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의 글로벌 금

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금자산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 2010년도 5조 4,790

억 엔으로 약 38배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운용환

경이 악화됨에 따라 최근 예·저금 및 보험상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금자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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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과 같이 2010년도에 예·저금 42%, 유가증권 36%, 보험상품 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탁상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났다. 

<그림 Ⅳ-21> 기업형연금 자산규모 및 운용상품 구성비 추이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특히 예·저금 및 보험상품의 경우 구성비가 2003년도 68%로 최고치를 갱신

한 이후 2006년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운용환경의 개선으로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저금 및 보험상품 등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선

호 현상은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이 기업형연금 규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Ⅳ

-32>과 같이 평균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수가 2009년도 평균 15개에서 

2011년도 평균 18개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평균 운용상품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300인 이상)이 중소기업(300 미만)보다 평

균 운용상품 수가 많으며, 운용상품 수의 증가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용상품 중에서도 유가증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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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00인 미만1) 300인 이상 전체

2009년도 14 16 15

2010년도 14 17 16

2011년도 16 20 18

<표 Ⅳ-32> 확정갹출연금의 기업 규모별 운용상품 수 연도별 추이
(단위: 개)

주:  가입자 수 300인 미만 규약의 평균 운용상품 수.
자료: 厚生勞動省(各 年度), 企業型年金の運用實態について.

후생노동성이 승인된 기업형연금 규약 4,110건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012. 4)에 의하면, <표 Ⅳ-33>와 같이 기업형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평균적인 

상품의 수는 유가증권이 12.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험상품 2.3개, 예·저

금 2.1개, 신탁 0.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300인 미만1) 300인 이상 전체

예·저금 1.6 2.6 2.1

신탁 0.5 0.5 0.5

유가증권 11.9 13.9 12.9

생보·손보 2.1 2.5 2.3

<표 Ⅳ-33> 기업형출연금의 기업 규모별 운용상품 수
(단위: 개)

주: 1) 가입자 수 300인 미만 규약의 평균 운용상품 수.
2) 신탁은 금전신탁, 유가증권은 금전신탁을 제외한 증권투자산탁 등.

자료: 厚生勞動省(2012.4), 企業型年金の運用實態について.

이를 가입자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이 가입한 연금규약을 기준으로 살

펴보면 300인 이상의 그룹이 평균적으로 많은 수의 운용상품으로 투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대기업(300인 이상의 그룹)이 평균 

13.9개인 반편 중소기업(300인 미만 그룹)의 경우 11.9개의 상품에 투자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체계 177

3) 병행 연금 및 타 연금에서 자산 이전

후생노동성(2012. 4)이 기업형연금과 다른 퇴직연금의 병행가입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총 16.785개 기업형연금 실시 기업 중에서 33.9%가 다른 퇴직연금과 병

행하여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4> 참조).

기업형연금이 병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종류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급

부기업연금이 1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후생연금기금 16.0%,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이 1.5%로 나타났으며, 병행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비중도 

66.1%로 나타났다.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사학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기업연금
병행 안함 계

16.0% 16.3% 0.1% 1.5% 66.1% 100%

<표 Ⅳ-34> 기업형연금 가입기업의 병행 연금제도 비중

주: 1) 가입 사업자 수 기준. 
자료: 厚生勞動省(2012.4), 企業型年金の運用実態について.

이를 기업형연금의 병행 가입형태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표 Ⅳ

-35>와 같이 후생연금기금 및 확정급부기업연금의 병행은 대체적으로 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대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후생연금기금과의 

병행은 99인 이하의 소기업 비중(49.9%)이 높고 1,000 이상의 대기업의 비중

(3.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행하지 않을 경우도 소기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전체적인 병행 가입률이 높지만 각 연금별로 살펴보면 병행한 기

업은 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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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9인 이하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계

후생연금 49.9% 33.1% 13.8% 3.2% 100.0%

신DB 30.9% 22.6% 25.0% 21.4% 100.0%

후생연금․신DB 21.8% 23.8% 36.5% 17.9% 100.0%

병행하지 않음 65.2% 21.2% 10.0% 3.6% 100.0%

<표 Ⅳ-35> 기업형연금 가입 기업규모별 병행 현황

  

주: 1) 가입 사업자 수 기준.
2) 후생연금: 후생연금기금, 신DB: 확정급부기업연금.
3) 사학연금 제외.

자료: 厚生勞動省(2012.4), 企業型年金の運用實態について.

다른 퇴직급여제도에서 기업형연금으로 유입된 자산 이전현황을 살펴보면, <표 

Ⅳ-36>과 같이 다양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기업형연금으로 이전한 것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적격퇴직연금에서 이전이 후생연금기금에서의 이전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 신DB 적격 퇴직금
후생

·신DB
후생

·적격
신DB
·적격

후생
·퇴직금

0.8% 1.1% 36.5% 12.1% 0.1% 0.1% 0.1% 0.2%

적격
·퇴직금

신DB
·퇴직금

신DB·적격
·퇴직금

후생·적격
·퇴직금

없음 계
적격 
소계

퇴직금 
소계

11.0% 0.4% 0.1% 0.1% 37.3% 100.0% 48.0% 23.9%

<표 Ⅳ-36> 다른 연금제도에서 기업형연금으로 자산 이전 현황

  

주: 1) 가입 사업자 수 기준.
2) 후생: 후생연금기금, 신DB: 확정급부기업연금, 적격: 적격퇴직연금.

자료: 厚生勞動省(2011.12), 確定拠出年金の施行狀況ついて.

기업형연금으로 자산이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종료가 예고된 적격퇴

직연금이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퇴직금 12.1%, 적격퇴

직연금·퇴직금 11.0%의 순으로 나타나 났다. 이에 따라 적격퇴직연금에서의 

자산 이전은 총 48%를 차지하며, 퇴직금에서 자산이전은 총 23.9%를 차지하여 

약 50%가 적격퇴직연금에서 자산이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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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경쟁 현황 

기업형연금제도 관련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수는 2010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194개사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2009년 3월 말 기준) 

1위 미즈호금융그룹, 2위 DCJ(미츠비시금융그룹), 3위 일본생명그룹, 4위 노무

라금융그룹 등이며, 특히 상위 10위권은 보험사 5사, 은행 4사, 증권사 1사가 차

지하고 있다.

순위 금융기관 모회사 업종 적립금액(억 엔)

1 미즈호금융그룹 은행 6,352

2 DCJ(미츠비시금융그룹) 은행 4,222

3 니혼생명그룹 보험 4,553

4 NSAS(노무라금융그룹) 증권 3,188

5 스미토모신탁 신탁은행 4,134

6 다이이치생명그룹 보험 2,590

7 토쿄해상니치도화재그룹 보험 2,528

8
J-PEC

(미츠이스미토모은행 + 스미토모생명 
합작사)

신탁은행 2,132

9 중앙미츠이에셋신탁 보험 1,898

10 손보재팬DC증권 보험 1,027

<표 Ⅳ-37> 기업형연금시장 점유율 순위 

  

주: 2009년 3월 말 기준.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09).

이처럼 보험회사는 200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경쟁하는 기업형 연금시장에

서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시장점유를 주도하고 있는 보험그룹들이 대부분이 다양한 금

융 및 서비스 등 관계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기반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룹이 전사적으로 인적 및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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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입의 편의성과 수수료 절감이 가능한 표준형 제도를 지방은행과 판매

제휴 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개인고객 기반으로 한 생명보험회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 개인형 확정갹출형연금

1) 가입 현황

개인형연금은 퇴직연금의 통산장치 및 영세기업 등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

로 활용되면서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행 8년이 경과한 2010년

도 현재 가입자 수가 약 35만 5천 명에 불과하는 등 다른 신 연금제도에 비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인형연금의 보험료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퇴직급여제도166)가 존재하고 있어 개인형연금의 유인이 적은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및 자영

업자의 가입 여력이 부족하며, 가입을 강제화 할 수 없는 일본의 퇴직급여제도

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구체적인 개인형연금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Ⅳ-22>와 같이 가입 사

업장 수는 2001년도 153개소에서 2010년도 74,752개소로 증가하였다. 

166) 국민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등의 다양한 퇴직급여제도가 존
재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자영업자 및 60~65세의 민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
는 연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는 300인 이하의 중소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제도, 소규모기업공제는 20인 이하의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업, 농업 
등의 개인기업주 또는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제도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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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개인형연금 가입자 및 사업장 수 추이 

43,56741,20238,89337,57233,50028,107
13,354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또한 가입자 수는 2001년도 443명에서 2010년도 12만 4,906명으로 약 180배 

증가하였으며, 직종별 가입자 수도 근로자가 2001년도 140명에서 2010년도 8만 

1,339명, 자영업자가 2001년도 303명에서 2010년도 4만 3,567명으로 증가하였

다. 다만, 일본에서는 가입자격을 상실한 운용지시자(230,420명)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355,326명에 이른다. 

<표 Ⅳ-38>은 개인형연금의 1인당 납입 월평균 보험료를 자영업자와 근로자

를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2010년도 1인당 납입 월평균 보

험료는 16,422엔이며, 이 중에서 자영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22,161엔으로 근

로자(13,348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납입 보험료가 더 높은 것은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와 연계

된 월 납입 한도가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더 높은 이유는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공적연

금의 보장이 더 두텁게 적용되고 있어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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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영업자 평균

13,348엔 22,161엔 16,422엔

<표 Ⅳ-38> 개인형연금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납입수준

자료: 企業年金聯合會(2012).

2) 자동전환 실태

일본에서는 다른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하여 개인형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는 크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전환하는 경우’와 ‘개인형연금 전환 신청을 하지 않

아도 자동으로 전환되는 경우167)’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 개인형연금 시행 이후 2010년도까지 전환형태를 살펴보면(<그림 Ⅳ-23> 

참조), 2002년도 자동전환에 의한 가입비중이 직접전환보다 낮았으나 2009년도 

이후 자동전환의 가입비중이 직접전환을 역전하였다. 

<그림 Ⅳ-23> 개인형연금 자동/직접 전환 구성비 추이

       자료: 国民年金基金連合会(2012).

167) 직장이동, 직업변경 등으로 다른 퇴직급여제도에서 탈퇴한 후 6개월 이내에 필요
한 전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적립금이 자동 이전된다(國民
年金基金聯合會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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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0년도 직접전환의 가입비중이 58.1%로 자동전환(41.9%)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퇴직급여제도에서 탈퇴하여 연금자산을 이전하는 

수요자들의 자동전환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자동전환 시기

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립금을 직접 전환하여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하는 부작용

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2009)의 가입실태 조사결과 자동전환으로 연금자

산을 이전한 가입자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그림 Ⅳ-24>와 같이 개인형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귀찮아서 자동 전환되었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자동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 45.9%, 자동전환 대상 적립금이 소액 34.5%, 개

인형연금의 수수료 때문이 28.3%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4> 개인형연금 자동전환 사유별 구성비
(복수응답 기준)

 
                  
                     
                      자료: 国民年金基金連合会(2009).

또한, 동 조사에 의하면 개인형연금으로 자동 이전된 건당 연금적립금 규모는 

<표 Ⅳ-39>와 같이 2002년도 612,700엔에서 2008년도 221,900엔으로 63.7%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연금자산의 직접전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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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비교적 큰 연금자산의 경우 

개인이 직접전환에 의해 자산을 이전하는 니즈가 높은 반면 적립금이 소액일 경

우 연금자산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자동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12.7 341.9 279.7 282.2 262.2 243.5 221.9

<표 Ⅳ-39> 개인형연금 자동이전 건당 자산액 추이
(단위: 천 엔)

  

주: 2008년 이후 실태조사 미실시.
자료: 国民年金基金連合会(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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