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증가가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에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노

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년연장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경제행위 주체별

로 개인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년연장 대상자를 중심으

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경우 노후소득개선, 노인빈곤 완화, 연금시장 확대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노인빈곤율 완화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빈곤 노인이 감소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개인연

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논리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연금 추

가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살펴볼 수 있다

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의 주요 내용은 <표 Ⅳ-1>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Ⅳ-1>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추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구분 분석내용

근로자 ∙ 노후소득 개선 효과: 소득대체율개선 효과

정부

∙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순조세지출 추정, 상대빈곤율로 산출)
－노인빈곤율(49.6%, 2013) 수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가?
－순조세지출 추정(지원에 따른 조세지출－기초생활보장비 감소액)

금융산업 ∙ 개인연금 추가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연금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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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개인연금(가칭)63)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가.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2012년 기준)의 개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자료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 자료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54~59세의 임금근로자 샘플이 많

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는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54세부터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로 하

였다(<표 Ⅲ-5>와 동일). 다만, 향후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

해 개인연금을 추가 가입할 경우 그 적용연령은 50세부터로 가정하였다.

둘째, 사업장에서의 자발적 퇴직비율은 16.1%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고용노동

부(2015)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퇴직

비율이 16.1%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피크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퇴직할 

확률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퇴직연령은 60세로 하였다.

셋째, 임금소득은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2012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되, 임금상

승률은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임금피크 적용은 <표 

Ⅲ-5>에서와 마찬가지로 55세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신개인연금 가입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부터 가입하여 59세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험료율은 생명보험협회(2012)에서 세제혜택 추가에 따른 연금상품

에 대한 추가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1.8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보험연구원(2015)에서

도 크레바스연금64)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63)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개인연금은 현행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인형 사적연금’을 의미하며, 기존 제

도와 별도(혹은 추가적인)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다만, 본 연

구에서는 현행 연금저축을 신개인연금의 기본형태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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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자신의 평균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신개인연금 가입률은 16.7%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협회(2012)

에서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50대가 

16.7%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였다.

여섯째, 신개인연금 수급연령은 가교연금과 종신연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가교연금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상향될 것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직전

까지 연계해 준다는 의미에서 60~64세에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종신연금은 국

민연금,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초수급시점에서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곱째, 연금급여액은 수익비65)가 ‘1’이 되는 수준(수지상등원칙)에서 결정되며, 

이를 소득대체율66)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여덟째,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67)(할인율로 사용) 모두 3%를 적용하며, 다른 

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등에 구축효과 및 대체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에 대한 내용은 <표 Ⅳ-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Ⅳ-2>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구분 내용

분석대상

54~59세 근로자 중 정년연장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 단, 향후 정년연장 대상자의 신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연금 추가 가입 시기는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자발적 

퇴직 비율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비율 16.1% 적용(고용노동부 2015)

퇴직 연령 60세 퇴직

소득가정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 활용

※ 임금상승률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

64) 크레바스연금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을 의미함

(이하 동일).

65) ‘낸 총보험료 현가’대비 ‘받게 되는 총연금액 현가’를 의미함.

66) ‘월평균 소득 현가’대비 ‘월평균 개인연금 급여액 현가’를 의미함.

67) 기금운용수익률은 사업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순수익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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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의 계속

구분 내용

임금피크 55세 이후 매년 1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신개인연금 

가입시기 

및 기간

2016년부터 신개인연금을 가입하여 59세까지 유지

※ 예를 들어, 50세는 2016년부터 59세까지 가입하여 10년 가입, 51세는 

9년 가입, … , 58세는 2년 가입, 59세는 1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함.

신개인연금 

보험료율

본인 소득의 10%
※ 생명보험협회(2012)의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1.8만 원, 보험연구원(2015)의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50대 16.12만 원)

신개인연금 

가입률

16.7%(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 가입의향 비율)
※ 생명보험협회(2012) 조사에 의하면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의향이 있는 50대는 16.7%임.

신개인연금 

수급연령
60~64세 수급(혹은 60세 이후 종신, 20년 수급)

연금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 ‘수익비=1’이 되는 연금급여 수준(수지상등원칙)을 산출

－ 자신의 월평균 소득대비 추가적으로 가입한 신개인연금 급여액의 비

율로 소득대체율 산출(10년 가입하고 5년 수급하는 경우와, 10년 가입

하고 20년 수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

기타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할인율로 사용) 모두 3% 적용

※ 기금운용수익률은 사업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순수익률로 가정

※ 다른 제도(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등에 구축효과 및 대체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분석방법 및 고려사항

위 가정에 추가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분석방법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정년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적용연령의 차이로 인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추

가적 근로가능 기간은 최고 6년에서 최저 1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단기에는 최고 근로연장가능기간이 6년이 되지 못

하는 2016년 시점의 55~59세인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장기에는 최고 근

로연장가능 기간인 6년이 되는 2016년 54세 이하인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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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54세 이하인 임금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이 없다면 모두 최고 6년의 추가적

인 근로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표 Ⅳ-3>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과 연도로 표현한 것이다. 연령은 2016

년 연령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2017년 이후부터는 년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도 1세

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Ⅳ-3>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가정

연도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연장가능기간

장기

⋮ 6년
50세 6년
51세 6년
52세 6년
53세 6년
54세 6년

단기

55세 5년
56세 4년
57세 3년
58세 2년
59세 1년

주: 1) 연령별로는 정년연장 대상자 개인효과, 연도별(근로자 수 고려 시)로는 정년연장의 산업적 혹은 거시경

제 효과로 볼 수 있음.
2) 연령과 연도와의 관계는 예를 들어, 2016년 54세는 2017년 55세가 되고, 2018년은 56세가 되는 형태를 

표현한 것임.

나. 분석결과: 노후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만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

정년연장으로 근로기간이 증가하게 될 54~59세 임금근로자(14만 8천 명68))에게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면 다음 <표 Ⅳ

-4>와 같다.

68) <표 Ⅲ-4>의 산출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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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늘어난 근로기간만

큼 가입하고 60세부터 5년 동안(64세 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4~59세의 소득대체율은 12.0~2.0%(전체 평균 7.3%)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

일조건으로 60세부터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4~59세의 소득대체율은 3.0~0.5%(전체 평균 1.8%)로 추정되었다. 5년 동안 수급하는 

것에 비해 20년 동안 수급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동일한 적립금을 

20년보다 5년에 걸쳐 수급하는 것이 월(혹은 연간)급여액 측면에서 많기 때문이다.69)

여기에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는 상

황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Ⅳ-4>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단위: %)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1) 임금피크 적용1)

5년 연금2) 20년 연금3) 5년 연금2) 20년 연금3)

54세 12.0 3.0 11.0 2.8 

55세 10.0 2.5 9.0 2.3 

56세 8.0 2.0 7.2 1.8 

57세 6.0 1.5 5.4 1.4 

58세 4.0 1.0 3.6 0.9 

59세 2.0 0.5 1.8 0.5 

합계 7.3 1.8 6.6 1.7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60~64세(5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3) 60~79세(20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분석가정에서는 신개인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별도로 세제혜

택(세액공제 방식)을 주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Ⅳ-5>에서는 신개인

연금 가입에 따른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임

69)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DB형)과 같은 종신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사적연금

의 총적립액을 일정기간 연금형태로 지급할 때 수급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지는 구조로 추정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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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크 적용여부로 구분하여 접근하되, 세액공제율은 각각 12%, 15%의 두 가지 경우

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율을 12%로 한 이유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수준을 정년연장 대상

자에게 추가적으로 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이며, 현행 연금세제 개편

과 관련하여 15%가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70) 이를 대표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표 Ⅳ-5>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천 원, 억 원)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1) 임금피크 적용1)

세액공제율 
12%적용2)

세액공제율 
15%적용3)

세액공제율 
12%적용2)

세액공제율 
15%적용3)

54세 1,446  (62) 1,808  (78) 1,326  (57) 1,657  (71)

55세 1,280  (50) 1,601  (63) 1,152  (45) 1,441   (57)

56세   981  (38) 1,227   (48)   883  (34) 1,104   (43)

57세   836  (32) 1,045   (40)   753  (28)   941   (36)

58세   541  (20)   676   (25)   487  (18)   609   (22)

59세   296  (11)   371   (13)   267   (9)   333   (12)

합계   931 (213) 1,164 (266)   842 (193) 1,053 (241)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현행 적격개인연금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3)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한다고 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4) (  )안은 연령별 총세액공제액으로 ‘억 원’ 단위임. 즉, 각 세별 1인당 세액공제 규모 × 각 세별 추가 가입 

대상자 수(추정 대상자 수×추가가입비율)로 산출.
5) 54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6년이며, 1세 증가 시 마다 가입가능 기간은 1년씩 감소하여 59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1년임.

1인당 세액공제 수준은 자신의 가입기간에 영향을 받는데, 54~59세 임금근로자는 각

각 최고 6년~1년 중 가입기간 만큼 신개인연금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피크는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율을 12%로 적용한 경우 신개인연금을 가입하

는 54~59세 임금근로자의 세액공제 수준은 평균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평

균 931천 원)으로 추정된다. 동일 조건에서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 1,808천 

70) 강성호 외(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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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371천 원(전체평균 1,164천 원)이 된다.71)

여기에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는 상

황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는 신개인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10%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로 인해 세액공제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2016년 상황에서는 54~59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연장 

기간이 각각 최고 6년~1년으로 차별화되지만, 54세 이하 연령부터는 근로기간이 모두 

6년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 동안의 가입기간 연장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6년 시점의 54세 임금근로자에 대한 효

과를 정년연장의 장기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인구 수, 근로자 수, 소득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2)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50~59세 분석)

정년의무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신개인연금 가입을 50세부터 허용

하는 것을 가정하면 앞의 분석대상에 추가적으로 50~53세를 고려하는 결과와 같다.

<표 Ⅳ-6>에서는 50~53세를 앞의 54~59세 기초통계와 연계하여 50대(50~59세)의 

인구 수, 근로자 수, 추가대상자 수 및 연간근로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71) 동 수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기(2016~2020년) 상황에서 추정되는 금액이며, 장기적으

로는 평균 6년의 효과(2016년 54세 이하 연령)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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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50대(50~59세)의 기초통계
(단위: 천 명, 천 원)

연령 인구 수1) 근로자 수2) 연간근로소득3) 추가대상자 수4)

50세 819 281 24,008 26

51세 830 285 24,858 27

52세 836 287 28,732 27

53세 852 293 25,080 27

54~59세 4,887 1,237 20,675 148

전체(50~59세) 8,223 2,383 22,808 256

주: 1) 통계청, 인구추계 2016년 기준 적용.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2013년 기준, 천 명).
3)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 활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에서 추정 비자발적 퇴직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

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 근로자 수.

<표 Ⅳ-7>에서는 임금근로자가 50세부터 추가적으로 신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신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7>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1) 임금피크 적용1)

5년 연금2) 20년 연금3) 5년 연금2) 20년 연금3)

50세 20.0 5.0 19.0 4.8

51세 18.0 4.5 17.0 4.3

52세 16.0 4.0 15.0 3.8

53세 14.0 3.5 13.0 3.3

54~59세4)   7.3 1.8   6.6 1.7

전체(50~59세) 11.4 2.9 10.6 2.6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60~64세(5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3) 60~79세(20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4) 54~59세의 분석결과는 <표 Ⅳ-4>의 합산 부분과 동일함.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50세부터 최고 10년, 최저 1

년 동안 신개인연금을 가입한 후,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0~59세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11.4%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60

세부터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0~59세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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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경우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대

체율이 다소 줄어든다. 이는 앞의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개인연금 보험료를 

소득에 연동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동 분석결과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신개인연금을 도입할 경우 현재보

다 종신연금 형태를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약 2.6~2.9%p를 개선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2016년 59세인 경우는 최

대 1년 정도만 추가가입 효과가 나타남)이므로 제도가입 혜택을 충분히 받게 되는 50

세(최고 가입기간이 10년)가 퇴직하여 종신연금을 받게 되면 약 4.8~5%p의 소득대체

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Ⅲ-6>에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정년연장 후 임

금피크 전후에 각각 37.1%, 35.7%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신개인연금을 합산한 전체 

소득대체율은 42.1%(37.1%＋5.0%), 40.5%(35.7%＋4.8%)로 추정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72)

동 분석의 특징은 신개인연금을 조기에 가입하게 할수록 노후소득보장 제고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년연장 대상연령보다 조금 일찍, 즉 50세부

터73)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74)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8>은 5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신개인연금의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추정액

이다. 이는 <표 Ⅳ-5>에 50~53세의 결과를 추가한 것과 동일하다. 앞에서와 마찬가지

로 임금피크 적용여부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율은 각각 12%, 15%로 가정하여 분석하

고 있다. 전반적인 설명은 <표 Ⅳ-5>에서와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72) 여기에 기존의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만큼 소득대체율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여기서는 현재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가입률, 유

지율 통계를 고려하여 소득대체율 산출이 불가하여 고려하지 않음.

73) 이와 관련하여 더 일찍 가입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 시기에 노후준비

가 가장 시급한 연령이 50대라는 점에서 동 연령대에 초점을 둔 것임.

74) 미국의 Catch-Up Policy,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추가적 연금소득공제(한시적), 아일

랜드의 PRSA제도가 이에 근거한다고 하겠음(본문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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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 세액공제액 수준
(단위: 천 원)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1) 임금피크 적용1)

세액공제율 
12%적용2)

세액공제율 
15%적용3)

세액공제율 
12%적용2)

세액공제율 
15%적용3)

50세 3,056 (128) 3,821 (160) 2,904 (122) 3,629 (153)

51세 2,848 (120) 3,560 (151) 2,690 (114) 3,362 (143)

52세 2,926 (124) 3,658 (155) 2,743 (116) 3,429 (145)

53세 2,235   (96) 2,794 (119) 2,075   (89) 2,594 (111)

54~59세4)   931 (213) 1,164 (266) 842 (193) 1,053 (241)

전체(50~59세) 1,712 (681) 2,140 (851) 1,591 (634) 1,989 (792)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현행 적격개인연금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3)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한다고 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4) (  )안은 연령별 총세액공제액으로 ‘억 원’ 단위임. 즉, 각 세별 1인당 세액공제 규모 × 각 세별 추가 가입 

대상자 수(추정 대상자 수 × 추가가입비율)로 산출.
5) 50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10년 이며, 1세 증가 시 마다 가입가능 기간은 1년씩 감소하여 59세의 최

고 가입가능 기간은 1년임.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본 절의 매출효과는 앞의 신개인연금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

으나, 앞의 분석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개선효과(소득대체율, 세액공제 등)를 본 

것이라면, 여기서는 납부액 전체인 매출액 효과를 본다고 하겠다.

기본적인 가정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가.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만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

신개인연금의 총매출액을 연령기준으로 살펴보면, 54세 가입자 전체는 근로연장 

가능기간 6년에 대해 납부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519억 원의 연금적립금이 추가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59세 가입자 전체는 근로연장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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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대해 납부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88억 원의 연금적립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코호트의 총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연간 매출액

과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16년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연간 매출액은 529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2016년 이후는 어느 정도 될까? 이

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신규로 진입할 54세자를 추정하고 가입률을 반영해야 산출

할 수 있다. <표 Ⅳ-9>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2016년 연령층을 중심

으로 산출한 것임을 밝힌다.

<표 Ⅳ-9>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4~59세)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16 ’17 ’18 ’19 ’20 ’21 총매출 효과2)

임금피크 

미적용1)

54세 94 91 88 85 82 80 519

55세 89 86 84 81 78 － 419

56세 83 81 78 76 － － 318

57세 91 88 85 － － － 263

58세 84 81 － － － － 165

59세 88 － － － － － 88

합계 529 － － － － － 1,772

임금피크 

적용1)

54세 94 82 79 76 74 72 476

55세 80 78 75 73 71 － 377

56세 75 73 70 68 － － 286

57세 82 79 76 － － － 237

58세 76 73 － － － － 149

59세 79 － － － － － 79

합계 485 － － － － － 1,604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총매출 효과는 각 세별로 합산하되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함.
3) 가입률 반영하여 산출.

따라서 연도별 총매출액을 보기 위해서는 매 년도마다 54~59세인 임금근로자의 

신개인연금 가입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 등이 변화하

지 않는다면, 연간 매출 효과는 2016년의 매출액인 529억 원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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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간 매출액 수준은 2016년 상황에서 인구구조, 

가입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변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임금피크를 적용하게 될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매출액이 낮게 나타나는

데 신개인연금 가입액을 소득의 10%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매

출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는 55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므로 

2016년 54세의 경우는 임금피크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2017년에는 55세가 되므로 

임금피크를 적용받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다면,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50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50~59세 분석)

앞의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앞의 분석대상에 추가적으로 50~53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와 같다. 이를 고려하여 2016년에 50~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

게 될 경우 연간 매출액은 1,017억 원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 및 가정은 앞의 <표 Ⅳ

-6>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표 Ⅳ-10>은 신개인연금을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의 분석결과이

다. 앞의 분석에서 54~59세를 대상으로 한 매출효과에 50~53세의 매출효과를 추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50~53세를 가입에 허용하게 되면, 매출 발생이 50세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보장이 개선되는 논리와도 동일하므

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연령을 구분하여 부연설명하면, 50세(최고 10년의 추가가입 가능)에서 53세 가입

자는 정년연장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물론 이들도 54세 이후가 되면 발생하는 코

호트가 됨), 신개인연금 가입기간을 허용하는 코호트여서 추가적인 매출액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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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할 수 있다. 즉, 50~53세 임금근로자를 추가적 가입시킬 경우 코호트 별로 각

각 1,069억 원~796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5) 54~59세 

가입자는 앞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표 Ⅳ-10>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0~59세)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매출 효과2)

임금피크 

미적용1)

50세 112 112 112 112 112 108 105 102 98 95 1,069

51세 118 118 118 118 114 110 107 103 100 － 1,004

52세 137 137 137 132 128 124 120 116 － － 1,032

53세 122 122 118 114 110 107 103 － － － 796

54세 94 91 88 85 82 80 － － － － 519

55세 89 86 84 81 78 － － － － － 419

56세 83 81 78 76 － － － － － － 318

57세 91 88 85 － － － － － － － 263

58세 84 81 － － － － － － － － 165

59세 88 － － － － － － － － － 88

합계 1,017 915 819 718 625 529 435 321 198 95 5,673

임금피크 

적용1)

50세 112 112 112 112 112 98 94 91 89 86 1,018

51세 118 118 118 118 102 99 96 93 90 － 950

52세 137 137 137 119 115 112 108 105 － － 970

53세 122 122 106 103 99 96 93 － － － 741

54세 94 82 79 76 74 72 － － － － 476

55세 80 78 75 73 71 － － － － － 377

56세 75 73 70 68 － － － － － － 286

57세 82 79 76 － － － － － － － 237

58세 76 73 － － － － － － － － 149

59세 79 － － － － － － － － － 79

합계 974 873 774 669 574 476 392 289 178 86 5,283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총매출 효과는 각 세별로 합산하되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함.
3) 가입률 반영하여 산출.

75) 동 추정결과의 신뢰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의 연금저축 통계와 비교하면 

2013년 기준 50대의 연금저축 납부액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산출됨. 그러나 국세통

계연보 납부액은 연평균 270만 원으로 본 분석에서의 170만 원과 차이가 있고 본 분석

에서는 추가적인 가입비율을 별도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국세통계연보와는 당연히 차이가 

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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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앞에서 분석한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개인연

금 도입(혹은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신개인연금에서는 현행 개인연금 세제혜택 외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하고 있

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금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이 완

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신개인연금이 어느 정도의 빈곤을 완화할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본 분석은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완화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정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분석에서도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대상은 54~59세의 모든 연령으로 하되 이들이 노인이 되는 65세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신개인연금 노후빈곤 개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표 Ⅳ-11>에 이를 기

술하고 있다.

소득 및 납부 관련 가정은 앞의 분석 시 활용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76) 앞의 

분석에 추가된 가정은 노인빈곤율이다. 즉, 신개인연금 가입으로 노인빈곤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신개인연금 가입 전 노인빈곤율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기준 

49.6%이므로 이를 신개인연금 가입 전의 ‘기초노후빈곤율77)’로 보았다. 여기에 신개

인연금 가입으로 연금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빈곤율이 어느 정도 개선

되는지를 분석한다.

76) <표 Ⅲ-5>, <표 Ⅳ-2>의 분석가정과 동일.

77) 신개인연금 적용 전의 상황을 ‘기초’라는 용어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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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구분 내용

분석대상
54~59세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이들이 65세 이후가 되는 상황을 

고려함.

소득가정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 활용

※ 임금상승률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

빈곤율 및 빈곤선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활용(2013년 49.6%)하여 추

정된 상대빈곤선 적용

빈곤완화 효과
신개인연금 적용 후 노인빈곤율이 감소한다면 그 만큼 빈곤완화 

효과 발생

기타
위 가정을 원용

※ 2012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Ⅳ-12>는 신개인연금 가입대상을 54~59세와 50~59세로 구분하여 가입하는 경

우를 가정할 때 노인의 탈빈곤78) 효과와 빈곤율 개선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54~59세에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수령 시 5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탈빈곤 비율은 2.7%였으며, 동일 조건하에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면 탈빈곤 비

율이 2.4%로 분석된다. 이때 빈곤율은 각각 1.3%p, 1.2%p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5년 연금수급보다 20년 연금수급의 경우가 탈빈곤 및 빈곤율 개선효과가 줄어드

는 것은 축적된 연금자산을 연금화(annuity)하는 과정에서 수급기간이 길수록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작아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50~59세 가입) 연

금자산 축적 효과가 커서 빈곤개선 효과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내

용은 위와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78) 여기서의 탈빈곤은 분석대상 집단이 정책도입 전후로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전환되는 것

으로 정의함. 따라서 분석대상 집단에서 빈곤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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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신개인연금 가입 전후의 탈빈곤 효과(노인전체)
(단위: %)

구분
가입 후

가입 전

탈빈곤 효과 빈곤율
(개선효과)비빈곤 빈곤 전체　

54
~59세 

가입

5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8.5

(△1.3)
빈곤 2.7 97.3 100.0

전체 51.5 48.5 100.0

20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8.7

(△1.2)
빈곤 2.4 97.6 100.0

전체 51.3 48.7 100.0

50
~59세 

가입

5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7.8

(△2.1)
빈곤 4.2 95.8 100.0

전체 52.2 47.8 100.0

20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8.1

(△1.7)
빈곤 3.5 96.5 100.0

전체 51.9 48.1 100.0

주: 1) 동 집단의 초기 빈곤율은 49.8%임.
2) (  )안은 초기 빈곤율(49.8%)에서 해당집단의 빈곤율을 뺀 수치로 단위는 %p임.

동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곤율 개선 효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기초연

금의 노인빈곤율 개선 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

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인빈곤율은 45.1%에서 34.7% 약 10%p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용하·김원섭 2013).

기초연금은 모두 조세재원으로 충당되지만, 신개인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와 조

세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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