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해외사례 

연금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근대적 개념의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 전파되었

지만 이들 국가가 도입한 제도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복지철학에 따라 국

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비스마르

크형 보수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스웨덴은 사회민주

주의식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의 경

우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23)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법에 가까운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독일의 공적연금에 영향을 받으면서 

영미식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스마르크와 자유주의적인 잔여주의

가 혼합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사연금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거나 미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의 연금모델을 대상으로 사적연금제도의 조세제

도를 살펴보고 OECD 주요 국가들의 사적연금의 조세제도를 분류하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사적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길어 제도 및 종류가 단순하지 않고 퇴직

연금제도 종류에 따라 세제체계도 상이하다. 미국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EET와 TEE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3) Esping-Andersen, Gø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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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연금이나 이익분배형 연금제도(Profit 

Sharing Plan)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피용자(종업원)에게 세제상 혜택이 제공된

다. 특히,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고용

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401(K) Plan 등

은 모두 이익분배형 제도의 일종이다.24)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401(k) Plan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401(k)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7,500달러까지 종

업원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50세 이상의 종업원에게는 추

가로 연간 5,500달러의 추가적립과 추가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개인연금제도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제도는 DC형 퇴직연금처

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형 IRA(Traditional IRA)는 갹출단계에서 EET(Exempt-Exempt- 

Tax system) 방식 즉, 소득공제(E), 운용단계에서 비과세(E), 급부단계에서 과

세(T)하고 있으며, Roth IRA는 TEE 방식의 세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25) 전통

형 IRA는 기여금 납입시 공제를 받고 은퇴하고 난 후 연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

를 납부하는 방식과 반대로 세후소득을 불입하고 인출 당시에는 소득세를 납

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에서 창출된 소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상관없이 인출 시 

과세된다. <표 Ⅲ-1>과 같이 납세자가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기여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전통형 IRA는 50세 이하의 경우 연간 5,500달러, 50세 이상

의 경우 6,500달러,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8,000달러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의 

100%까지 적립할 수 있다. 

24) 권문일(2012), pp. 42~43.

25) 류건식·이상우(2008), p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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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형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

주요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고소득자 등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사업장

특징
연령별, 결혼유무별 

차등
연금수급 시 

비과세

고용주 부담원칙,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고용주 부담원칙

소득공제 수준

- 연령별 차등
($5,500~$6,500)
- 부부의 경우

($8,000)

비공제 $15,500 －

<표 Ⅲ-1> 미국 IRA의 납입단계 세제(2013년)

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역할을 하는 SIMPLE IRA의 경우 사용자 기여 이

외에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에 대하여 15,500달러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제

공된다. 다만, 주로 고소득계층이 가입하는 Roth IRA는 개인의 기여금은 개인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전통적 IRA와 달리 기여금이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수령액은 비과세될 수 있다.26)

미국의 IRA는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같은 자산운용수익에 대

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지 않고 과세이연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IRA뿐만 아니라 401(K) 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에서도 적립금 운용에 따른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다.

급여단계에서 모든 퇴직연금 급여는 가입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으로부터 조달된 

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IRA는 유형별로 

세제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시니어유효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이 적용되어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미

국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주마다 다르며 65세 이전이 이후 

세대보다 소득세율이 낮다.

26) 김용주 외(2008. 9),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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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기업연금(Contracted-out occupational 

pension plans)의 경우, 기여단계에서 근로소득이 ￡97,200 이내인 근로자의 근로

소득 1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고용주의 기여금은 전액 공제된다. 개

인연금플랜(Personal pension plans)의 경우, 기여단계에서 근로소득이 ￡97,200 

이내인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35세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의 17.5%, 60세 이상인 경

우 근로소득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 기업연금(Contracted-out occupational pension plans)과 개인연금플랜

의 운용단계에서 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DC형 

플랜의 경우, 자금조달 수준이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자산에 대한 투자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급여단계에서 적용제외 기업연금의 일시금은 최종 임금의 최대 150%까지는 비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개인연금플랜에 따른 연금소득 역시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이지만 비보장형 자산(nonprotected rights)의 25%까지는 비과세 일시

금(tax-free lump sum)으로 간주될 수 있다.27)

영국에서는 1988년 4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APP(Appropriate Personal 

Pension)는 적용제외가 가능한 개인연금에 해당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1986년 도입되었으며,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에 매월·일시납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는 연금이다. 세제혜택은 기여 시 비과세, 운

용 시 비과세, 급여 시 과세되는 형태의 EET형 제도이다. 수급개시 연령은 50

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퇴직 시 적립금의 25%까지 비과세 일

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영국은 사적연금 활용이 어려운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격의 사적연금제도

27) 강성호 외(2012),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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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NEST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동으로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

의 기여와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

과 함께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연금제도의 기능

이 동시에 존재한다.

구분 사용자 최저기여율 근로자 퇴직기여율 정부의 세제혜택

2012. 10~2016. 9 1.0 0.8 0.2

2016. 10~2017. 9 2.0 2.4 0.6

2017. 10월부터 3.0 4.0 1.0

<표 Ⅲ-2> 사용자, 근로자, 정부의 기여율
(단위: %)

 

자료: 류건식(2011. 7), p. 12.

NEST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며 

기여율은 총 2%(사용자 의무 기여율 1%, 근로자 0.8%, 정부 0.2%)에서 시작 하지

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총 8%(사용자 3%, 근로자 4%, 정부 1%)

를 기여한다. 자동가입규정으로 연소득 ￡5,035 이상 ￡33,540 이하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며 기여금의 연간 상한은 ￡3,600이다. NEST 가입자는 우선 소

득공제 없이 세금을 납입하고 NEST에서 가입자 분 최소 분담금(예컨데 ￡100)

에 표준세율(20%)을 곱한 금액을 국세청에 요청하여 연금 재원으로 전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실제로 가입자 기여는 ￡80에 불과하다. 세율이 20%

보다 높은 가입자는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확정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운용수익은 비과세이며, 인출 시 적립액

의 25%까지 일시금은 비과세 인출이 가능하지만, 초과 인출 시에는 과세한다. 

따라서 일정한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 시 보조금과 EET 형식의 과세 형태로 

간주된다.28)

28) 류건식(2011. 7), p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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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유형에 따라 다르다. 직접보험

(Direct insurance) 및 연금금고(pension institutions) 그리고 연금편드(pension 

funds)는 원칙상 과세의무가 있는 임금, 즉 총소득에서 기여금을 납부할 때, 연

금보험의 보험료 산정 한계인 4%까지 세금이 공제되고 그 상한은 1,800유로이

다. 총소득이 아닌 순소득에서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리스터지원(Riester Forderung)을 받게 된다. 이 지원은 보조금(subsidy) 또는 세

금공제가 가능한 특별비용공제액(tax-deductible specialexpense allowance) 형

태로 부여되는데, 보조금 규모는 가입자(member)의 자녀수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 유형별 사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공통

적으로 이들 연금에 대한 고용자 기여금은 피고용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

되지 않는다. 직접보험(Direct insurance), 연금금고(pension institutions) 그리고 

연기금(pension funds)은 기업경비(company expenses)로 간주됨으로써 세금공

제 대상이다. 지원기금(Support funds)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며 한도는 급여의 유형 및 평균적인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29)

독일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을 ‘2001 연금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에 도입하였다. 리스터 연금의 경우 보조금 및 보험료 소득공제혜

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납입금액의 

2,10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

제의 이중혜택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받게 되어

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넘을 경우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

액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해 주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게 된다. 보조금은 

29) 강성호 외(2012), pp.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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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 이르렀으며, 연간 납입할 최소보험료 및 최대보험

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2008년 이후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

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보조금과 신규 출생

자녀에게 300유로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있다.30)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사내충당금 

방식(Book reserve)의 경우 기업 수입(company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

이지만, 직접보험(Direct insurance), 연금기관(pension institutions) 그리고 연기금

(pension funds)의 투자소득은 비과세(tax-exempt) 대상이다. 한편, 지원기금

(Support funds)은 일정 수익률까지만 비과세(tax-exempt) 대상이다.

급여단계에서 퇴직연금(직접보험, 연금금고·연금기금)의 연금급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연

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리스터 연금의 경우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 소득세 비과세, 즉, 60세 이상, 유

지율이 12년 이상의 경우 수령액의 50% 비과세 적용한다.

4. 일본

일본은 퇴직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2001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여단계에서 확정기여형(기업형과 개인형이 존재) 퇴직연

금 기업의 기여금31)은 법정 기여금 한도 내에서 손비 처리된다. 다만, 기업

형연금만 가입한 경우와 기업형연금과 다른 퇴직연금을 병행하여 가입한 경

우의 법정 기여금 한도가 다르므로 개별적인 한도에 따라 손비처리가 다르게 

30) 류건식·이상우(2011. 12), pp. 2~5.

31) DC형의 기업부담 금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연간 61만 2천 엔
이며, 근로자가 DC형과 DB형 퇴직연금 병행하여 가입한 경우 각각 연간 30만 6

천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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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즉, 근로자 1인당 법정 납입한도는 전자의 경우 연간 61만 2천 엔

까지, 후자의 경우 연간 30만 6천 엔이므로 동 한도까지 손비처리가 가능하

다. 기여금 납입한도는<표 Ⅲ-3>와 같이 2002년 연간 43만 2천 엔에 불가

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에 따라 2004년 55만 2천 엔, 2010년 61만 1천 엔으

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졌다.

구분 2001. 10 2004. 10 2010. 1

타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 432,000 552,000 612,000

타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216,000 276,000 306,000

<표 Ⅲ-3> 기업형연금제도의 손비처리 한도(연간)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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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종업원의 매칭기여가 허용되면서 종업원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

제(소규모 기업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매칭기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의 

기여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종업원이 추가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형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연간 61만 2천 엔의 

50%(30만 6천 엔)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형연금 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에 병행 가입하고 있는 경우 연간 30만 6천 엔의 50%(15만 3천 

엔)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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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연금수급 기간 10년 이상, 연금수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등의 적격요건을 충

족할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혜택 등이 제공된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1984년 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생명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분리된 개인연금보험료 공제가 적용

되며,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연간 6만 8천 엔(2012년 신규 계약 적용) 한도로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에게 부과하는 특별법인세 연 1.173%(세

율1%는 국세이고 0.173%는 지방세)가 과세되지만 경기부양 차원에서 201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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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유예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근로자 적립금과 개인연금의 적립금은 과세가 

이연된다. 급부단계에서 사적연금 급여의 일부는 소득(income)으로 간주되며, 이

에 대해서는 10%~37%의 세율로 과세된다. 퇴직연금의 노령연금은 공적연금과 합

산한 연금 수입에서 공적연금 등의 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잔액에 대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시금 지급의 경우 소득공제 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

다. 또한, 장애급부금은 비과세 대상이고, 사망일시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탈퇴일시금은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 과세대상이 된다. 

급부단계에서 개인연금은 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부분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 잡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 지급 시 마찬가지로 납입보험료 부분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 일시소득으로 과세된다. 

5. 스웨덴

강제가입 개인연금인 프리미엄연금(Premium pension: PP)에는 세금공제 혜택

이나 보조금 혜택이 없다. 다만, 퇴직연금은 기여단계에서 사용자만이 기여하는

데,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70% 이하인 연금에 대해서만 그 기여금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기여금은 사용자의 사회보장보험료 계산을 위한 소

득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단계에서 퇴직연금

의 투자소득에 대해선 15%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세율은 평균적인 장기수익률을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단계에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혜택이 없다.32) 

32) 강성호 외(2012),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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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

프랑스는 세법에 근거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전통적인 퇴직연금과 

에반(Evin)법33)에 근거한 확정기여형제도인 단체연금저축제도(PERCO) 등

이 존재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세법 제39조)과 확정갹출연금(세법 제

83조)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부담액은 전액 경

비로 처리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이외에 근로자의 부담도 

가능한데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근로자 소득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단체연금저축제도(PERCO)의 경우 근로자 기여금에 대해서도 일정 범

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34) 한편, 현재 프랑스에서 보편적인 개인

연금저축으로 제공되는 PERP(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의 경우 소

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7. 주요국 사적연금 과세체계 비교

가.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체계 분류

OECD 주요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은 크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 또는 추가 기여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직접보험),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일부의 퇴직

연금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호주의 강제퇴직연금제도에서

33) 에반(Evin)법(2004)은 사적연금의 발전을 위하여 연금단체저축제도(PERCO)와 개인
연금저축제도(PERP)를 도입한 근거법이다.

34)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2009), pp.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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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기여금에 대하여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룩셈

부르크,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

만,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개인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보조금을 제공한 개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분 보조금 세제혜택

개인연금 독일. 영국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퇴직연금
독일, 호주, 

일본(중소기업)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표 Ⅲ-4> 주요국 사적연금의 보조금 및 세제지원 여부

주: 개인연금은 Riester P(독일), NEST(영국), IRA(미국)를 대상.
자료: 杉田浩治(2010), 류건식(2011), 류건식·이상우(2011), 류건식·이상우(2008), 강성호 외 2인(2012). 

즉, 영국(NEST 제도)과 독일(리스터 연금)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기여금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소득공제가 

동시에 제공된다.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조사하여 소

득공제, 세액공제, 세제지원 없음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

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세액방식으로 공적연금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공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아일랜드, 

노르웨이이며, 이들 국가는 조세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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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연
금

소득공제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1)

세액공제 스웨덴2) 스웨덴

세제지원
없음 － － 노르웨이, 미국, 아일랜드

세제지원 없음 세액공제 소득공제

사적연금

<표 Ⅲ-5> 주요국의 공·사연금 기여단계 세제비교

주: 1) 독일과 영국의 경우 보조금 방식의 개인연금인 Riester P(독일), NEST(영국)을 포함.
2) 스웨덴은 강제가입 개인연금(P.P)의 경우 세제지원이 없음.

자료: 강성호 외 2인(2012), 국민연금연구원(2011), 정창률(2012), 김원섭(2012), 권문일(2012), 주은선
(2012).

나.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체계 비교

사적연금에 대한 OECD 주요국의 기여단계에서 세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

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기여금은 정액 또

는 급여의 일정비율 등의 상한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가입자 

기여금은 DB형 제도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401k 또는 IRA 등의 DC

형 제도의 경우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

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제혜택 유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 가입

자 기여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사적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는 기여단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제적격 연

금의 경우 운용이익 및 연금자산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다만,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와 이탈리아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운용단계에서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지만 유예기간의 종료되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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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될 가능성이 있다.

사적연금의 급여단계에서 과세는 기여단계에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통상적으

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여단계에서 

연금지급과 일시금 지급 시 과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호주, 아일랜

드,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연금뿐만 아니

라 일시금의 급부에 대해서도 세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국가에서는 일시금급부에 대해 세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구분 사적연금

국가(기준 연도) 기여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 보조금

지급연금지급 일시금지급

노르웨이(2006) T/PE E T/PE T ×

덴마크(2006) E T T T ×

스웨덴(2012) E T T T ×

핀란드(2006) E T T T ×

스위스(2006) E E T T ×

룩셈부르크(2006) E E T/PE T/PE ×

오스트리아(2006) T/PE E T/PE T/PE ×

네덜란드(2006) T/PE E T/PE T/PE ×

독일(2013) E E T/PE T ○

프랑스(2006) E － T － ×

영국(2013) E E T T/PE ○

캐나다(2013) E E T T ×

호주(2013) T T T/PE T/PE ○

미국(2013) T/PE E T T ×

아일랜드(2006) T/PE E T T/PE ×

일본(2013) T/PE E T/PE T/PE ○(중소)3)

스페인(2006) E T T T ×

이탈리아(2003) T/PE E T T/PE ×

<표 Ⅲ-6>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비교

주: 1) E = exempt; T = taxed under personal income tax; T/PE는 원칙적으로 과세이나 일부 비과세
(partial exemption or deduction from taxation).

     2) 각국에서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은 특정한 사적연금에 대해서만 지급. 
     3) 중소기업퇴직급여공제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 

자료: Yoo & serres(2004), OECD(2008), 谷內陽一(2009), 강성호 외(2012), 杉田浩治(2010), 류건식(2011), 
류건식·이상우(2011), 류건식·이상우(2008), 국가별 인터넷 등을 기초로 분류 및 보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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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결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세제체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

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크게 정부가 직접지원을 

하는 경우와 정부가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가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현재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소득수준별 역진성 문제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득

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

해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전달되어 독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인 역할 분담의 중요한 사례로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

지만35) 그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

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지적된 지원의 역진성과 효율성문제를 해소하여 중·저소득

층의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수준을 제고하면서도 적절한 세액공제율을 통해 

지원에 따른 과도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개인의 자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정한 12%의 세액공제율

은 적정한 것인지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5) OECD(2012), Pensio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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