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1. 시장현황

퇴직연금 시장현황을 전반적 현황과 보험회사 현황(또는 위상)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전반적 현황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10년째인 현재, 퇴직연금시장이 어떻

게 발전·성장하였는지 가급적 선진국과 대비하여 살펴보고, 보험회사 현황에서는 

은행 및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를 상호 대비하여 이들 금융기관에 비해 

보험회사의 위상은 어떠한지(보험회사 현주소), 그리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시

장점유율, 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급부지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전반적 현황

퇴직연금 도입 10년째인 2015년 12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26조 원,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퇴직연금 적립금)은 26.1%로 달해 양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있

다.3)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비중(<그림 Ⅱ-1> 참조)을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68.3%)이 현저하게 높고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22.5%), 개인형 퇴직연금

(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을 정점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비중이 감소

3)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도별 성장률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적립금(십억 원) 6,612 14,025 29,147 49,917 67,346 84,300 107,069 126,400

성장률(%) 140.0 112.1 107.8 71.3 34.9 25.2 27.0 18.1

자료: 금융감독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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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면에서 볼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

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2015).

또한, 제도 유형별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금 중 약 

91.4%가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실적배당형 운용은 7.0%에 그

치고 있다(<표 Ⅱ-1> 참조). 특히,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의 경우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확정급여형은 원리금보장에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운용현상은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자행예금 운용 허용, 가

입자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에 기인한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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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제도유형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원리금보장형
737,316
(97.6)

200,005
(78.6)

6,637
(89.8)

63,538
(74.3)

1,007,497
(91.4)

실적배당형
13,574
(1.8)

49,804
(19.6)

687
(9.3)

13,386
(15.7)

77,452
(7.0)

기타
4,362
(0.6)

4,730
(1.9)

64
(0.9)

8,562
(10.0)

17,719
(1.6)

합계 755,253 254,539 7,389 85,487 1,102,668

주: 1) 괄호안의 값은 비중을 의미함.
2)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현금성 자산, MMF 등).

자료: 금융감독원(2015).

다음으로 회사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 가입이 증가하여 

2015년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수는 총 28만 8,522개소에 이르고 있다. 퇴

직연금사업장 도입률은 2010년 6.6%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

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12년 7월부터 신규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

무화되어 2015년 12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17.4%로 증가하였

다. 상용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4.4%로 매우 높은 반면, 중

소기업(300인 미만)의 도입률은 17.3%로 사업장 간 도입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인∼2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9.1%, 10인 미

만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9%에 불과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아지고 있다(<표 Ⅱ-2> 참조).

<표 Ⅱ-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단위: 개소, %)

사업장 
규모

2010년 2015년

도입사업장 전체 사업장 도입비율 도입사업장 전체 사업장 도입비율

10인 미만 50,052 1,204,919   4.2 186,166 1,486,730 12.5
10~29인 27,213 157,952 17.2 81,140 193,398 42.0
30~99인 12,700 47,529 26.7 28,578 57,642 49.6

100~299인 3,323 9,460 35.1 7,329 11,827 62.0
300~499인 538 1,330 40.5 1,117 1,561 71.6
500인 이상 629 1,071 58.7 1,335 1,345 99.3

합계 94,455 1,422,261   6.6 305,665 1,752,503 17.4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21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차이가 크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 도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률은 20.9%, 임금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률은 29.6%

이며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2015년 3월 기준)은 45.0%로 매우 낮은 수준이

다. 이 같은 현상은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유인정책이 미흡하고 법정퇴직

금의 높은 선호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3> 경제활동인구 등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률
(단위: 천 명, %)

경활인구(A) 임금근로자(B) 비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수

(D)
D/A D/B D/C

취업자 실업자 상용(C)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5,501 1,076 12,364 4,968 1,466 5,593 1,202 5,561 20.9 29.6 45.0

주: 통계청 및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자료(2015. 3)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반면 미국 등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과 같은 비임금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 가입대상 폭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결과는 호주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머서가 공동으

로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률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5)

<표 Ⅱ-4> 퇴직연금 가입률 지수비교(경제활동인구기준)
(단위: 점)

한국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4 4.7 5.4 8.9 5.8 10.0 5.4 10.0

주: 경제활동인구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을 15% 이하 0점, 50% 이상 5.8점, 75% 이상 10점으로 평가함.
자료: 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2014).

4) 미·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도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고 있음.

5) 호주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머서(MERCER)는 호주주정부 지원을 받아 매년 

세계연금시스템평가지수인 멜버른·머서지수(MMGPI)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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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에서 보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지수는 각각 10점, 

4.7점, 5.4점, 8.9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4점(10점 만점)에 그치고 있다. 또한, 퇴직

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시현했음에도 아직까지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Ⅱ-5> GDP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비교

국가 네덜란드 호주 미국 캐나다 P131) 평균 한국

비율 165.5% 113.0% 127.0% 85.1% 84.4% 6.5%

주: 1) P13은 13개 연금 선진국을 지칭.
2) 각국의 퇴직연금 도입시점: 네덜란드(1952년), 호주(1992년), 미국(1875년), 캐나다(1966년).

자료: Towers Watson(2015).

즉, <표 Ⅱ-5>에서 보면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6.5%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165.5%), 미국(127.0%), 호주(113%)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GDP를 상회

하고 있으며 OECD국가의 평균(84.4%)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보험사 현황(위상)

가) 시장점유율 점진적 하락

퇴직연금 적립금기준 시장점유율을 볼 때(<그림 Ⅱ-2> 참조), 2007년에 42.8%로 

금융권 1위를 차지하였던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8년 만에 25.6%로 급격히 하락

하여 2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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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금융권의 시장점유율(적립금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각 연도.

반면, 은행의 2015년 시장점유율은 49.6%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세는 예상보다 매우 빨라 2006년 

8.1%에서 2015년 17.2%로 2배 이상 급증하여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위협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한 

보험권 전체의 퇴직연금 적립금 시장점유율은 2006년 3월 50% 수준에서 2015년 3월

에는 32.5%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림 Ⅱ-3>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순위

(단위: %)

주: 시장점유율이 1%이상인 금융회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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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용관리계약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금융회사(전체 

20개사)를 살펴 본 결과(<그림Ⅱ-3> 참조), 보험회사의 경우 7개사만이 1% 이상의 시

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2개

사에 불과하고 손해보험사는 한 개사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보험회사가 기존 퇴직보험시장과 퇴직연금시장을 거

의 동일한 시장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퇴직연금시장의 수요예측 미흡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에 보다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 대응

하지 못해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나) DB형 편중의 제도운영

보험회사가 어떠한 제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회사의 

제도운영형태를 비교·정리하면 <표 Ⅱ-6>와 같다. <표 Ⅱ-6>에서 보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경우 확정급여형 비중이 각각 83.6%, 86.3%를 차지하여 80% 이상이 

확정급여형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비중

은 생명보험사가 12.0%, 손해보험사가 10.3%에 불과해 확정급여형 편중 현상이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은행 및 증권사는 확정기여형 비중이 각각 30.2%, 21.0%로 나타나 상대

적으로 보험회사보다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영업(보험설계사)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오히려 은행 및 증권사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영업과 법

인영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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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제도 운영형태
(단위: 억 원, %)

권역
DB형 DC형 IRP기업형 IRP개인형

금액 비중주) 금액 비중주) 금액 비중주) 금액 비중주)

은행 323,685 58.5 166,947 30.2 7,082 1.3 55,294 10.0

생명보험회사 233,237 83.6 33,460 12.0 233 0.1 12,028 4.3

손해보험회사 64,351 86.3 7,683 10.3 16 0.0 2,543 3.4

증권회사 133,980 70.8 39,663 21.0 32 0.0 15,598 8.2

근로복지공단 － － 6,786 99.3 25 0.4 23 0.3

합계 755,253 68.5 254,539 23.1 7,389 0.7 85,487 7.8

주: 권역 내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2015).

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 미흡

보험회사의 경우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리금보장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는 운용 상품 중 원리금보

장형 비중이 각각 94.8%, 98.2%에 이르고 있는 반면,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79.9%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7> 참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많이 운용하는 패

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17.1%인 반면 생명보험사는 4.9%, 손해보험사

는 1.7%에 불과해 실적배당형 비중 면에서 증권사와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처

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되는 경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분산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완화와 저금리추세 등을 반영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능력의 제고가 더

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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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운용실태
(단위: 억 원, %)

권역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원리금보장형 511,669 92.5 264,575 94.8 73,282 98.2 151,244 79.9

실적배당형 30,172 5.5 13,603 4.9 1,247 1.7 32,361 17.1

기타
2) 11,167 2.0 781 0.3 65 0.1 5,669 3.0

합계 553,008 100 278,959 100 74,593 100 189,274 100

주: 1)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현금성 자산, MMF 등).
2) 비중은 금융권역 내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2015).

라) 타 금융권보다 낮은 연금지급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전문기

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선택

비중을 보면 보험회사의 퇴직자가 은행 및 증권사의 퇴직자보다 오히려 연금을 선택

하지 않고 일시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증권사의 퇴직자는 16.1%, 

은행의 퇴직자는 5.0%가 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퇴

직자는 각각 4.8%, 2.2%가 연금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표 Ⅱ-8> 참조).

<표 Ⅱ-8> 권역별 퇴직급여 수령형태
(단위: 명,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일시금 34,065(95.0) 7,440(95.2) 3,409(97.8) 1,631(83.9)

연금 1,801(5.0) 372(4.8) 77(2.2) 314(16.1)

합계 35,866(100) 7,812(100) 3,486(100) 1,945(100)

주: 괄호 안의 값은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2015).

이러한 결과는 연금상품 차별화,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보험회사의 가장 핵심기능인 은퇴자산의 배분기능에

서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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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보장을 위한 연금전문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다른 금융기관보다 연금

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2. 환경변화

가. 경제적 환경

최근의 경제적 환경변화(거시적 환경변화)로는 크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저금리·저성장 기조,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표 Ⅱ-9> 참조).

<표 Ⅱ-9> 경제적 환경변화와 예상효과

경제적 환경
내용 및 효과

주요 내용 예상효과

금융

환경

• 저금리기조 지속

• 저성장구조 고착

• 투자환경 악화

(수익률 저하)
• 퇴직급부에 대한 

사업주 부담 가중

• DC형으로의 전환 예상

•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감소

• DB형 기업 자금여력 감소

고용

환경

•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 성과중심 임금체계
• 확정기여형 도입유인 증대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기능 증대

• 신퇴직연금(CB) 도입 예상회계

환경

• 국제연금회계기준 도입

• 퇴직급부 시가평가

• 잠재적 부채 증대

• 기업의 당기순이익 감소

첫째,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

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 대인 1.75%에 그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내경제는 저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환경은 원리금보

장형 상품과 만기 1년 이하 단기성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수익

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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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금리 장기화는 적립금 운용책임 모두를 부담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

입 기업에게는 추가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저금리에 따른 

운용환경 악화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는 경우, 이

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퇴직급부지급을 위해 기업이 추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6)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기업의 퇴직

연금 부담금 납입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다.7)

결과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투자환경 악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추가

부담 등을 초래하는 한편, 저성장에 따른 경제상황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업

의 납입부담금여력을 감소시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따

라서 저금리·저성장 기조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근로자에게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운용패턴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

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

는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 고용을 연장하는 제

도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도입

되면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개선이나 변화도 불가피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

입한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의 부담금 납부나 퇴직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확정급여형이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

금피크제 도입시점에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거

나 확정급여형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제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6) 그 이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법정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7) 미국 GM이나 크라이슬러, 델타항공 등은 DB형 퇴직연금 가입 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저성장으로 인해 사전에 약정한 퇴직급여를 채우지 못해 파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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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잠재적 부채의 증가이다. 국제 퇴직연

금 회계기준 적용으로 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요구되는 등 부채 중심 리

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다. 연금부채 및 자산의 시가평가로 잉여금

의 변동성을 고려한 퇴직연금의 운용이 요구된다. 즉 기존 자산 중심의 연금운용전략

에서 자산 및 부채 모두를 고려한 부채 중심의 연금운용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금부채의 평가가 예측단위방식으로 전

환되기 때문에 일부기업들은 잠재적 연금부채 계상에 따른 기업의 자금 부담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기업의 경우 잠재적 연금부채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보다 연금부채 계상의 회피 차원에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 제도적 환경

정부는 노인빈곤율 완화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8)을 2014년 8월 발표하였다. 발표된 대책은 연금제도의 가입단계·

운용단계·수령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사적연금 활성화의 장애요인으

로 지적되어온 제도 개선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종합적이다. 또한 대책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만큼 90% 이상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표 Ⅱ-10> 참조) 중심으로 제

도적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정부가 2014년 8월에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요구

되지 않는 대책(자산운용규제, 퇴직연금세액공제, DC·IRP 등)은 시행 중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요구되는 대책은 2014년 11월 26일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30 경영보고서 2016-3

<표 Ⅱ-10> 제도적 환경변화와 예상효과

제도적 환경
내용 및 효과

주요 내용 예상효과

가입

단계

• 단계별 퇴직연금 의무화

• 중기기금제 도입, 지원

•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

• 세액공제한도 확대

• 2022년 이후 전면 가입

• 30인 이하 사업장 기금형

• 비정규직 퇴직급여화

•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 퇴직연금시장의 급속한 

확대(Pension Driver 시대)
•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운용

단계

• 자산운용규제 완화

• 기금형제도 도입

•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 대기업부터 단계적 기금형 

도입

• 투자위원회 및 IPS 의무화

• 투자자산의 선택 폭 확대

• 퇴직연금시장 이원화

• 기금형 도입

→수탁자책임 문제

지급

단계

• 공시 등 소비자보호 강화

• DC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 DC/IRP 예금자보호

•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

• 투자자 보호준칙 마련 등

• 사외적립비율 70% 이상

•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별도

신설

• 연금 수령 시 30% 세액경감

• 단기적으로 수급권 

보호효과

• 연금으로의 전환효과 

제한적

첫째,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퇴직연금 의무화, 30인 이하 영세사

업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

입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

표하였다.

즉, 2017년에는 100인 이상 기업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2018년에는 100∼30인 

이하 기업이, 2019년에는 30∼10인 이하 기업이, 2022년에는 10인 미만 기업이 의무

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즉,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9) 또

9) 정부의 재정지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과 자산운용 수수료 지원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은 저소득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 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의 

10%, 자산운용 수수료 지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 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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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퇴직급여 

가입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이러한 가입단계의 대책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는 해소되고 퇴직연금시

장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단계별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은 퇴직연금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1년 미

만 근로자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허용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확정기

여형, 개인형 퇴직연금도 확정급여형과 동일하게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하였다. 즉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

과 동일하게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운용자산 선택 폭을 대폭 확대

하였다. 또한 계약형 지배구조가 사업주 및 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급 당사자

인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10) 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기금형 퇴직

연금제도가 대규모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사외수탁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

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노·사·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

회에서 운용방향,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완

화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자산 선택 폭의 확대로 이어지고 기금형제도 도입은 퇴

직연금 지배구조의 이원화11)를 가져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장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퇴직급부 지급단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투자자 보호준칙마련 및 통

합정보시스템 구축, 확정급여형 사외적립비율 상향조정,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

금의 예금자보호 등이 이루어졌다. 즉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운

10)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원천적으로 배제(DB형)되거나 근로자가 정보나 지식이 부족

하여 금융회사가 운용방향을 좌우(DC형)하는 문제를 말함.

11) 우리나라는 일본의 혼합형 지배구조(규약형, 기금형)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계약형, 기금형 

중에서 선택 가능한 혼합형 지배구조체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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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시 전(全)단계를 포괄하는 보호준칙을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확정급여형 최소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0년부터 100%가 되

도록 하였다.12) 또한, 퇴직연금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 원)를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금으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일시금수령에 비해 30% 세금을 

경감하고 퇴직소득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로 공제방식을 변경하였

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는 보다 강화되고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유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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