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가. 정년연장 의의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권고사

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되었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

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년제가 노·사 간 협의에 의한 임의제도로 운영되었으나,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함에 따라 고령노동의 가치를 새로이 평가하게 되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강성호·정원석 2014).

이렇게 정년의무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에 기

인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80년 62세에서 2010년 80.7세로 증가했다. 근로자 평

균연령도 1980년 28.8세에서 2010년 40.2세로 늘어났다. 현장 근로자가 20대에서 40

대 이상으로 전환된 것이다.12) 이는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동시장 입직연령도 

높아졌고,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짧아져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선진국 사례을 주목할 필

1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5061821221&cod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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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강성호 2015b). 영국은 2011년 이후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독일과 스페

인은 65세에서 67세로, 프랑스는 60세에서 62세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3)

<표 Ⅱ-1> 주요국의 정년 연장 사례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도입 시기

독일 65세 67세 2012~2029년

스페인 65세 67세 2013~2027년

일본 60세 65세 2006~2013년

영국 65세 폐지 2011년

미국 70세 폐지 1986년

주: 프랑스는 60세에서 2010년에 62세로 증가함.
자료: 이재호(2015).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퇴직한다는 점에서 정년의무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조기퇴직하는 이유로는 그 동안 정년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수행되는 권고사

항에 머물러 있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명예퇴직·권고사직의 남용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이승길 2013). 이로 인해 실제 주된 사업장에서의 퇴직연령은 53

세,14) 54세15)여서 회사에서 정한 평균정년연령인 57.6세16)보다 3~4세 정도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강성호·정원석 2014). 그러나 이번 정년연장 조치는 과

거처럼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그 귀추가 주목

된다.

13) 윤상하·이지선(2011).

14) http://nie.chosun.com/information/information01.asp?mode=view&pidx=6000&pdepth=0& 

pageNow=10&schk=&skey=.

15) 방하남 외(2012).

16)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임(전용일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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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년연장 관련 이슈들

정년연장과 관련한 이슈들로는 청년 근로자와의 고용대체 문제(청년실업 연장), 

임금피크 적용 논쟁, 사업주 부담증가, 대상 근로자의 소득개선 등 다양하다. 정년연

장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가 경제주체마다 다르기 때

문이다. 즉,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는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할 것이나, 고용대체성이 클 

경우 청년실업을 부추길 수 있고, 사업주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피크 적용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 또한 경제주

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기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논쟁

다음 <표 Ⅱ-2>, <그림 Ⅱ-1>에서는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상대적 고용률은 50대, 60대에서 가장 높고, 30대, 40대에서

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고용대체성에 관한 논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2>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29세 58.2 58.2 58.5 58.1 56.8 57.4

30~39세 71.3 72.0 72.2 72.7 73.2 73.9

40~49세 77.7 77.8 78.4 78.3 78.4 79.1

50~59세 70.3 70.9 71.9 72.2 73.1 74.2

60세 이상 36.7 36.0 36.5 37.5 38.4 39.0

<그림 Ⅱ-1>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 김주영(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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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연구들을 살펴

봄으로써 그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에는 완전대체, 불완전대체, 완전보완의 

관계 중 어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세대 간(고령층과 청년층) 고용도 이러한 생산

요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고용대체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한 경제 

내에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누군가가 고용되면 다른 누군가는 실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총량설’(a lump of labor theory)에 근거한다(Munnell and 

Wu 2012; 김준영 2011).

그러나 상당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완전 

대체 관계17)에 있거나 오히려 상호보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표 Ⅱ-3>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국내연구 해외연구

대체 관계가 

약하거나 

오히려 보완관계

지은정(2012), 박종현 외(2012), 
안주엽(2011), 김준영(2011), 
권혜자(2010), 김대일(2004), 
현대경제연구원(2010)

Hebbink, G. E(1993), Kalwij et 
al.(2009), Jousten et al.(2010), 
Börsch-Supan et al.(2010), Gruber 
et al.(2010), Oshio et al.(2010)

대체관계가 존재 이찬영 외(2011) Card & Lemieux(2001)

<표 Ⅱ-3>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대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

자료: 지은정(2012); 금재호(2011) 등을 보완하여 재구성.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두고 볼 때 세대 간 고용 대체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노동수요는 고정된 것이 아닌 임금수준, 생산

성,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끊임없는 변화가 있

다(Kapteyn et al. 2004; Kalwij et al. 2009; Joustin et al. 2010; 김준영 2011).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유럽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실업 감소를 유도하였지만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오히려 총고용을 

17) Card and Lemieux(2001)는 CES 생산함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여 세대 간 

고용에 불완전 대체 관계(imperfect substitutes)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김준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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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김준영 2011).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고용대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년연장 의무화로 세대 간 고용대체성이 존재한다는 시각

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년의무화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상생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소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향

이 있다. 즉, 산업 내가 아닌 동일한 직장 내에서 본다면 세대 간 일자리의 대체가능

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연장이 되면 기업에게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금재호 2011). 즉,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신규채용 감소와 임금피크

가 제기되고 있다.

2) 임금피크 적용 논쟁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의무화의 후속조치로 임금피크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

항을 두고 있다. 즉, 법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제1항에서

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년의무화에 비해 노사 간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권고조항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장18)은 당장 2016년

부터 60세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되나, 아직 현장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19)

고용노동부(2015)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2012년 

16.3%, 2013년 17.0%로 나타났으며, 추후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40.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유형으로는 정년 연장

형이 44.8%로 가장 높다.

18)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 ’12. 6월 17.8% → ’13. 6월 18.5% → ’14. 6월 23.2%

19)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 

mkey2=31&aid=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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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구분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혼합형

도입률(%) 14.0 44.8 20.1 21.1

자료: 고용노동부(2015).

한편,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임금체계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

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연공성이 매우 강하다. 이러

한 임금체계의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에 관계없이 임금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공성이 강할수록 정년연장 도입 

시 임금피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임금피크의 정도에 따라 신규고용(청년고용)

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림 Ⅱ-2> 평균근속년수 국제비교(2010년도)

자료: OECD Labor Force Survey;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인성(2012) 재인용.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림 Ⅱ-2>에서 보듯이 평균근속년수는 이탈리아가 11.9

년으로 가장 높으며 프랑스 11.7년, 독일이 11.2년, 영국 8.7년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

라는 5.1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년 기준)20)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임금체



24 정책보고서 2016-1

계의 연공성을 포함한 현실적인 근속연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

라의 연령별 임금 수준을 보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도 50세를 전후하여 임금피크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임금피크를 경험

하는 근로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성호 2015b).

또한 노동시장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의 주요이슈 중 하나는 이들의 임금대비 생산

성이 낮으므로 정년의무화와 동시에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21) 이

와 관련하여 안주엽(2011)은 50세에 생산성이 최대이나 생애임금 수준이 최대가 되는 

연령은 54세로,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break-even)하는 연령은 45~46세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2015. 6. 4)에서 발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22)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도입을 찬성한 이유(복수응답)는 ‘고용조정 없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56.3%)’,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3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정년연장 대상자의 실질적 고용안정과 고용대체성을 동시에 고려한 응답으로 이

해된다.

또한, 임금피크의 적정 수준으로 ‘10~20% 미만 감액(39.0%)’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16.5%가 감액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피크 도입연령은 55세

가 43%로 가장 높았다.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무엇보다 정부 지원의 

확대(63.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23)

이는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에 따른 고용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

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 동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조사인 임금구조기본조사의 6.2년보다 다소 낮음.

21) 정년의무화는 기업에 대한 퇴직급여 증가로 노동비용의 추가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정진호 외 2011).

22)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내용도 참고할 만함.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 6.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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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사업주) 부담 논쟁24)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은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용일 외(2013)25)에 의하면,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사업주)의 임금과 사회보험

료 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동 연구의 기본모형에 의하면,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첫해

인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

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에는 각

각 7,239십억 원~11,286십억 원, 621십억 원~996십억 원이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표 Ⅱ-5> 사업장 규모별 추가 인건비 부담
(단위: 십억 원)

구분 근속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3000인 이상
10년 이상 956 2,949 4,724 6,056 6,923

2년 이상 1,169 3,602 5,794 7,467 8,635

30~299인
10년 이상 － 46 136 219 275

2년 이상 － 358 1,055 1,703 2,194

30인 미만
10년 이상 － 7 20 33 41

2년 이상 － 77 235 375 457

계
10년 이상 956 3,002 4,880 6,308 7,239

2년 이상 1,169 4,037 7,084 9,545 11,286

주: 2012년 보수액 고정(2012년의 임금 수준으로 산출).
자료: 전용일 외(2013)의 p. 95 참조.

24) 정년의무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에 대한 분석은 ‘강성호·정원석(2014)’을 참고하기 바람.

25) 전용일 외(2013)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자규모 및 기업의 추가인건비, 그리고 사회

보험부담을 추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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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단위: 십억 원)

구분 근속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3000인 이상
10년 이상 82 252 403 516 590

2년 이상 101 311 499 643 743

30~299인
10년 이상 － 4.6 14 22 27

2년 이상 － 34.5 101 163 209

30인 미만
10년 이상 － 0.6 1.8 3 3.7

2년 이상 － 7.5 23 36 44

계
10년 이상 82 257 419 541 621

2년 이상 101 353 623 842 996

주: 1) 2012년 보수액 고정(2012년의 임금 수준으로 산출).
2)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구성됨.

자료: 전용일 외(2013)의 p. 95 참조.

강성호·정원석(2014)26)은 정년의무화 이후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을 추정한 바 있

으며, 이에 의하면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다.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이 추

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추가부담 논의와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원금에 대한 

것이다. 즉,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

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에서 동 지원금을 빼주어야 

기업의 부담액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7,938개소 사업장의 78,971명(연인원 기준)에 

대하여 31,10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감

소된 임금의 일부를 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99개 사업장에 

2,712명(12,494백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대비 사업장은 17.3%, 지원인원은 14.6%, 지

원금액은 25.2%가 증가되었다.

26) 동 분석에서는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 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

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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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건수, 명, 백만 원)

구분 지원건수 인원 금액

2008년 54,023 273,945 48,062

2010년 59,923 217,559 43,688

2012년 74,094 210,161 45,965

2014년 35,545   78,971 31,108

자료: 고용노동부(2015).

<표 Ⅱ-8> 연도별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997 1,497 1,869 2,843 2,377 2,367 2,712

금액 3,032 6,488 7,861 8,624 9,763 9,985 12,494

자료: 고용노동부(2015).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지

원금이 충분하다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 적

용 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27) 지나친 임금피크 적용은 오히려 조

기 퇴직을 부추겨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이제 보다 미시적 측면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를 평가하고 최근 정년의

무화 등 정년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7) 정진호 외(2011)에 의하면, 55세 이후에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기, 하수폐

기, 건설(47.9%)’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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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후준비 현황 및 평가

1) 전반적 노후준비 현황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는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노후준비가 

미흡하고, 노후준비 자체가 늦고, 준비를 하더라도 그 자산이 비유동성 중심이라 현

금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2015) 보험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정년연장 대상자인 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50대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이해되나,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응답이 

39.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9>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대 54~59세

긍정  9.3  9.5  9.7

보통 41.6 47.9 50.5

부정 49.1 42.6 39.8

합계 100.0(1,200) 100.0 100.0(103)

주: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이들 정년연장 대상자들이 노후준비가 잘 안 되는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양육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다음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28)

28)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여러 조사들에서도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결혼 비용 등이 

동 연령대 노후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류건식 2014; KB금융지주경영

연구소 2014;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참조).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29

<표 Ⅱ-10> 노후준비부족의 가장 큰 원인(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대 54~59세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양육비 41.3 51.5 43.9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 10.5 12.6 14.6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 11.2 2.9 2.4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19.0 12.6 17.1

기타 18.0 20.4 22.0

전체 100.0(589) 100.0(103) 100.0(41)

주: 보험연구원(2015)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이로 인해 이들 세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

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에서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재무준비 

지수가 가장 낮은 33.3에 불과하였다.

<그림 Ⅱ-3>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지수 <그림 Ⅱ-4> 가구주 연령별 재무준비지수 변화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여기서 유의하여 살펴볼 사항으로는 이러한 재무적 준비지수가 전 연령층에서 전

년에 대비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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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후생활자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조사시점,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OECD의 경우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노후생활

자금을 근로기간 소득의 70%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험연구원(2015)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소득대비 노후소득 수준(소득

대체율)과 관련하여 전체의 경우 70~90%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2.3%),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경우는 50~70%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46.6%).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대체율 70% 전후에서 

적정 노후소득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OECD의 권고 소득대체율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Ⅱ-11> 현재 소득 수준 대비 노후소득의 수준

(단위: %, 명)

노후소득 비중 전체 50대 54~59세

50% 미만 15.6 14.9 13.6

50~70% 미만 37.5 43.0 46.6

70~90% 미만 42.3 40.5 38.8

90% 이상  4.7  1.7  1.0

합계 100.0(1200) 100.0(242) 100.0(103)

주: 1) 노후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노후소득 수준으로, 노후소득 비중을 현재 소득 수준에 대비한 비율로 

표현함.
2) 보험연구원(2015)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둘째, 현실적인 노후준비시기가 매우 늦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은퇴준비 시작시점

을 취업직후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인 노후준비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에 의하면,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으로 비은

퇴자의 25.3%가 취업직후로, 21.2%가 자녀교육 후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은퇴준

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이상적인 은퇴준비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2012년 조사에서는 ‘자녀교육 후’가 35.8%, ‘자녀결혼 후’가 

23.4%로 ‘취업직후’보다 앞섰으나, 2년 후의 조사에서는 ‘취업직후(25.3%)’가 가장 선

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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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이상적인 은퇴준비의 시작 시기 <그림 Ⅱ-6> 은퇴준비 시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황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은퇴설

계관심은 자녀대학 이후 자녀독립기(50~60대)에 가장 높아 노후준비가 상당히 늦게 

나타난다. 은퇴가구가 실질적인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자녀결혼 후(31.9%), 

자녀교육 끝난 후(24.7%), 집 장만 후(20.5%) 등 생애 후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삼

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표 Ⅱ-12> 가구주 연령별 노후 준비자금 예상액의 자금원 구성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공적연금, 퇴직연금 36.2 40.6 37.7 41.6 39.8

보유 금융자산 5.2 6.9 10.5 12.2 10.3

개인연금 및 저축 51.0 40.9 31.2 18.8 29.2

주택연금 6.1 8 13.8 17.6 13.7

주택 외 부동산자산 0.6 2.1 4.8 7.8 5.2

기타자산 0.8 1.5 1.9 1.9 1.8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셋째, 비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노후 준비자금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노후 준비자금 중 평균 39.8%

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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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50대의 개인연금 

및 저축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소득원에 대한 노후준비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가구의 보유자산 특성을 보면 실물자산29) 중심이고 고령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여 노후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전체 가구의 실물자산 보유비율은 73.2% 수준이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

물자산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은퇴세대인 60세 이상 가구주의 실물자산 보유비율은 

82.4%(금융자산 보유비율은 17.6%)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 이후 유동성이 약화

되어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Ⅱ-13> 가구주 연령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가구주 연령대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점유율 구성비

전체 33,364 100.0 8,931 24,433 73.2 

30세 미만 8,788 0.7 5,517 3,271 37.2 

30~39세 23,115 12.3 9,016 14,099 61.0 

40~49세 33,072 26.2 10,262 22,810 69.0 

50~59세 43,025 32.5 11,159 31,866 74.1 

60세 이상 33,660 28.4 5,935 27,724 82.4 

주: 구성비는 실물자산/자산×100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 중 금융자산의 보유 특성을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금·예금 

위주의 구성을 보인 반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금·예금 비율은 45.5%였으나, 

미국 14.3%, 일본 55.6%, 영국 29.0%, 유로존 35.8%, 호주 23.0%로 우리보다 낮다. 이

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현금·예금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 위주로 관리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9)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실물자산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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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12. 3Q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호주

현금·예금 45.5 14.3 55.6 29.0 35.8 23.0

금융투자상품 27.1 53.9 11.8 14.0 28.6 16.0

주식 17.9 32.9 5.8 9.9 14.4 14.8

채권 5.7 8.7 2.2 1.1 7.0 0.2

펀드 3.5 12.3 3.8 3.0 7.2 1.0

보험·예금 26.7 28.5 28.2 53.5 30.1 56.6

기타 0.7 3.3 4.4 3.4 5.5 4.5

자료: 한국은행; 미국 FRB; 일본은행; 영국 통계청; ECB; 호주 통계청.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형태는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금융자산

을 보유할 경우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물자산은 

노후소득으로 전환함에 있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안전자산 중심의 운영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

금소득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공·사연금 가입 현황

앞에서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전반적 노후준비를 볼 때 유동성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노후소득원으로서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연

금자산 수준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8~59세 인구(32,994천 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는 49.4%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세대인구 전체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자’), 공적연금비적용자, 납부예

외자, 체납자를 제외한 특정시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적용자 규모(잠재적 수

급권자)는 50.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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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18~59세 총인구 32,994천 명(100.0%)

비경제활동

인구

10,626천 명

경제활동인구 22,871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68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 22,401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 명

특수직역

연금

1,444천 명
납부예외자

4,665천 명

소득신고자

16,386천 명

장기체납자

1,253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 명

32.4% 1.7% 14.2% 3.8% 46.2% 4.4%

소계 16,302천 명(49.4%) 소계 16,692천 명(50.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b).

정년연장 대상자는 아직까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추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Ⅱ-16>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28.2%(’11년) → 35.7%(’20년) → 47.1%(’30년) → 59.8%(’40

년) → 70.8%(’50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7).

따라서 향후 15년 후인 2030년경에도 과반수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35년 후인 2050년경에도 약 30%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단위: 천 명)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5,701 6,624 8,084 12,691 16,501 17,991

연금수급자 1,605 2,115 2,889  5,981  9,864 12,744

수급률 28.2% 31.9% 35.7% 47.1% 59.8% 70.8%

주: 65세 이상 인구는 (’11년)행안부 주민등록인구, (’15년 이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중위 가정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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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201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34만 6천 원

이며,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더라도 48만 4천 원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

에 기초노령연금30)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60만 원 수준에 그쳐 공적연금만으로 

기초생활31)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표 Ⅱ-17>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년 7월 말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계(특례제외) 노령연금(특례제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 1,827 1,827 1,362 875

평균 333(421) 346(484) 430 258

주: 특례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

에 발생하는 급여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 공표통계 2015. 7).

특히 정년연장 대상자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본

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9년(전국민연금시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세대의 가입기간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는 향후 소득대체율이 40%3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정되

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한 분석

에서 베이비부머의 현재 평균 가입기간은 약 10년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들 세대가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급할 2020년, 2025년의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각각 43만 7천 

원, 52만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33)

한편, 이러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2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지만 역시 충분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는 급속한 

30)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이 낮은 기준으로 하여 70%만 받게 되며, 최고 

금액은 20만 원 수준임.

31)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8. 29).

32) 국민연금은 향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일 것으로 계획함.

33) 이태열 외(2014)에 의하면, 보건복지부(2012. 7)를 활용하여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

균 급여액(2012년 현가화)을 산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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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혹은 사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상

황이라 하겠다.

둘째,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률, 유지율이 낮고 일시금 수급 경향이 있다. 먼저 퇴직

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의 도입률34)은 16.3%이며, 가입률35)은 

51.6%로 낮은 편이다. 2014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년(25만 4,138개소) 대비 8.4%(2

만 1,409개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업장(169만 개소36)) 중 16.3%(27만 5,547개소) 

수준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은 

78.8%,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도입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인 미만은 11.7%).

<표 Ⅱ-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12월)
(단위: 천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
~ 29인

30
~ 99인

100
~ 299인

300
~ 499인

500인
이상

합계

도입 사업장 수(A) 168 73 26 6.7 1.0 1.2 276

전체 사업장 수(B) 1,436 182 56 11.4 1.5 1.3 1,687

도입비율(A/B) 11.7 39.9 46.3 58.7 69.0 89.5 16.3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4년 말 535.3만 명으로 2013년(485.2만 명)보다 50.1

만 명(10.3%)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용근로자(1,037만 명37)) 대비 51.6% 수준이어

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비율.

35)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

36) 2012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37) 2012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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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9>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일시금수급 연금수급 합계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14. 3/4분기

(비중)
34,096
(95.9)

5,329
(98.9)

1,452
(4.1)

60
(1.1)

35,548
(100.0)

5,389
(100.0)

’14. 4/4분기

(비중)
32,103
(95.2)

4,675
(98.5)

1,611
(4.8)

69
(1.5)

33,714
(100.0)

4,745
(100.0)

증감 △1,993 -654 159 9 -1,834 △644

주: 분기 말 현재 연금 수급자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수급측면에서 보면, 2014년 4/4분기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

직자(약 3만 4천 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으로 살펴보면 3.0%(’13. 12), 

2.0%(’14. 3), 2.9%(’14. 6), 4.1%(’14. 9), 4.8%(’14. 12)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5%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7>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

주: 개인연금 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적격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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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연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여부에 따라 연

금보험 및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금저축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매우 낮아 노후소득보장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천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적격개인연금 가입률이 1.2%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일수록 연금저축 가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및 연령별 개인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40대 가구에서 가장 높고 50대가 

되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50대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감

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Ⅱ-20> 가구별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전체가구 24.0 35.4 39.0 36.7 36.5

독신가구 23.2 30.9 38.6 31.1 32.1

부부가구 26.4 37.8 39.1 37.5 37.7

주: 독신가구는 미혼가구 및 배우자가 없는 기혼가구 포함.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한편, 연금저축의 유지현황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의 유지건수는 477만 건(2014년 

9월, 금감원 연금저축 포털)으로 상용근로자 1,037만 명(고용노동부 2012)의 절반 수

준이다. 특히, 연금저축의 10년 후 유지율이 52.4%에 불과하여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

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21>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평균 95.5 86 80.2 72.4 52.4

자료: 류건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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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가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영국의 49.1%에 비해 30.3%p나 낮은 18.8% 수준이고, 개인

연금의 경우 캐나다의 35.1%에 비해 22.9%p 낮은12.2%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Ⅱ-22>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개인연금 24.7 18.1 29.9 25.7 35.1 12.2

퇴직연금 32.8 49.1 32.2 12.1 33.9 18.8

소계 41.1 － － － 52.6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2) 외국의 사적연금은 강제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과 비교하기 위해 

임의가입 사적연금만 대상으로 함.
3) 독일, 캐나다는 2008년 기준, 그 외 국가는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1).

노후소득보장 방법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자산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38)

셋째, 선진국에 비해 사적연금의 지원 수준이 낮다. 연금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선

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로 매우 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39) 즉, 영국은 78,500달러(9천만 원), 미국은 16,500달러(1천 9백

만 원)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지원 수준은 낮아진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38) OECD(2014)(http://www.oecd.org/daf/fin/private-pensions/globalpensionstatistics.htm).

39)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세금 환급금을 IRP계좌에 넣어주는 제도가 있음

(http://retirement.miraeasset.com /contents/167B4F963E057492E0530100007FA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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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주: 1)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2) 기여금액 대비 비율.

자료: OECD(2013); 류건식(2013).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50대 이상의 퇴직 직전 연령층

에 대한 추가적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 미국의 Catch- 

up Policy,40) 영국의 경우 ’11년 4월 이전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나이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화하도록 하는 세제적격연

금인 PRSA(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s)41)가 있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는 50~54세, 55~59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

40) 50세 이상자에게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41) 소득공제율은 30세 이하 15%, 30~39세 20%, 40~49세 25%, 50~54세 30%, 55~59세 35%, 

60세 이상 40%(http://www.pensionsauthority.i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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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시급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

택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도 8.2%42)에 불과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장기적

으로도 2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정책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그림 Ⅱ-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주: 1)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수익률은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2013); 이태열 외(2014).

42) 실제수익률에서 1%p 증가한 수익률이 가입기간 15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사적연금 소득대체율(40%)과 비교 시 18.8% 차이가 남(류건식 2013).

43) 미국은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 소

득공제를 부여(Catch-up Policy)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미국 Catch-up Policy와 유사

하게 2010년에 2011년 4월 이전에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한국연금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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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현재의 노후준비 상태는 미흡한 것

으로 보이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시점도 매우 늦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산은 유동성이 낮아서(부동산 등 실물자산 중

심)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

해 현행 자산구조를 바꾸고 연금소득을 충실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공·사적연금소득 준비 수준은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적인 노후준비 기회를 충실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나. 정년제 및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후준비 기회의 정책적 성패는 무엇보다 이들 대상자들의 정

년제와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

해 최근 보험연구원(2015)에서 조사한 정년제와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 조사에 의하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정년제가 있는 비율은 55.5%였으며,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비중이 52.5%, 55세 이상~60세 

미만에서 정년을 규정하는 비율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

년이 60세 이상인 직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직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긴 

직장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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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직장 정년제 적용 나이
(단위: %, 명)

특성별 사례 수 55세 미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324 0.3 47.2 52.5

응답자 

연령

20대 83 0.0 53.0 47.0

30대 85 0.0 58.8 41.2

40대 92 1.1 40.2 58.7

50대 56 0.0 39.3 60.7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였으며, 연령별로

는 50대가 89.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년연장 되더라도 조기퇴직할 것으로 예상되

는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8.7세였으며, 이 중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퇴직하

려는 비율이 38.0%로 가장 높았다.44) 60세 전에 조기퇴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

로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가 78.9%로 가장 높았다.

<표 Ⅱ-24>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단위: %, 명)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382 81.4 18.6

응답자 

연령

20대 107 73.8 26.2

30대 113 78.8 21.2

40대  95 87.4 12.6

50대  67 89.6 10.4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비율은 55.5%였으며, 채용 

방법은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

장 높았다.

44) 50세 미만은 32.4%, 50세 이상~55세 미만은 29.6%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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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
(단위: %)

특성별
변화

가능성

회사채용방법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

어떻게든 정년연령 
근로자를 퇴직시키려 할 것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

전체(382명) 55.5 57.5 27.4 15.1

응답자 

연령

20대 53.3 59.6 26.3 14.0

30대 53.1 60.0 25.0 15.0

40대 55.8 66.0 22.6 11.3

50대 62.7 40.5 38.1 21.4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62.3%였으며, 임금

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는 최종보수기준 70%(41.6%)와 80%(38.7%)

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Ⅱ-26>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특성별 적용률
합리적인 보수 수준(최종보수 대비 %)

90% 80% 70% 60% 이하

전체(382명) 62.3 2.9 38.7 41.6 16.8

응답자 

연령

20대 65.4 4.3 38.6 34.3 22.9

30대 61.1 2.9 39.1 47.8 10.1

40대 62.1 0.0 37.3 47.5 15.3

50대 59.7 5.0 40.0 35.0 20.0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

향이 있는 비율은 42.1%였다. 추가 구입 금융상품으로는 적금·저축(47.2%), 연금저

축(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49.8%), 자

녀 교육 및 결혼비(37.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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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단위: %)

특성별
의향 있음 

비율

금융상품 유형

적금·저축 연금저축 부동산 펀드 연금보험

전체(382명) 42.1 47.2 23.0 10.6 9.9 9.3

응답자 

연령

20대 49.5 47.2 22.6 9.4 13.2 7.5

30대 44.2 46.0 22.0 10.0 12.0 10.0

40대 38.9 43.2 21.6 10.8 8.1 16.2

50대 31.3 57.1 28.6 14.3 0.0 0.0

주: 1) 50대,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그림 Ⅱ-10>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N=221/단위: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추가적으

로 구입할 의향 있는 비율은 26.4%로 조사되었다. 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하지 않을 이

유로는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46 정책보고서 2016-1

<표 Ⅱ-28>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및 구매
(단위: %)

특성별
인지 
비율

구입
의향 
비율

구입하지 않는 이유

구매할 
여유가
없어서

보장 
기간이 
짧아서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추가적
세제혜택
없어서

기타

전체(593명) 20.4 26.4 43.6 29.2 19.8 6.7 0.7

응답자 

연령

20대 13.0 36.9 33.6 35.2 22.4 8.0 0.8

30대 25.7 37.3 36.2 31.9 20.6 9.2 2.1

40대 23.5 26.7 38.0 31.8 23.4 6.8 0.0

50대 19.8 22.7 47.1 29.9 18.2 4.3 0.5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구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한편,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유인으로는 강한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예, 비과세기준금액 3억 이상(37.0%))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

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29> 추가적인 혜택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만 원)

구분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 
기준 금액이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이

15%는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을 과거와 
같이 소득 공제 

방식으로 해 주어야 
한다.

기타

전체(883명) 37.0 35.4 27.1 0.5

응답자 

연령

20대 36.0 47.2 16.0 0.8

30대 41.8 26.2 31.9 0.0

40대 40.6 31.8 27.6 0.0

50대 38.0 34.2 27.3 0.5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 구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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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0>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월평균 

가입금액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10만 원 
미만

10만 원~ 
20만 원 미만

20만 원~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전체(883명) 17.45 12.0 42.1 28.7 17.2

응답자 

연령

20대 19.71 4.8 48.0 29.6 17.6

30대 20.99 10.6 29.1 36.2 24.1

40대 18.76 8.3 35.9 32.8 22.9

50대 16.12 11.2 46.0 27.3 15.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정년연장은 자신의 근로기간을 증대시켜 노후준비

를 위한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거나 크레바스연금과 같은 개인연금에도 

추가가입 의사를 보인다는 점은 대상자들이 정년연장을 노후준비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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