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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그동안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10여년 사이 증가하고 있음. 전통

적인 자영업자와 달리 플랫폼 경제 종사자와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나 홀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자발적 

자영업자(Involuntary Self-Employment)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 자영업자와 비자발적 자영

업자는 노후준비의 장애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음.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연금저축

(Retirement Saving)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럽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1)의 등장으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음

 유럽 국가들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그동안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10여년 사이 자영업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음2)  

- 네덜란드는 자영업 비중이 15.7%로 지난 10년간 OECD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크게 자영업의 비중

이 증가하였음3)

 전통적인 자영업자4)와 구분되는 소위 비자발적 자영업자(Involuntary Self-Employment)의 비중이 상

당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유연화와 비용 감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나 홀로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와 자영

업자로의 구분이 어려운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이 여기에 포함됨5) 

   

 최근 크게 증가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은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수 있음 

1)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
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도 포함하는 개념임

2) Fondeville et. al(2015)
3) OECD(2018a)
4)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경직된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고소득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소유

의 사업체 운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영업자를 말함 
5) Kautonen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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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Social Insurance Platform(2017)은 12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연금제도 포함 여부 등을 분석하였음

-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제도화되어있는 국가는 절반에 그쳤고,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최

소한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플랫폼 종사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연금제도에 포괄되

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함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2017)는 영국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가 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함 

-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자동가입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되고, 고용주로부터 연간 

300~400파운드 정도의 연금저축을 보조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자영업자의 노후빈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나 연금상품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자영업자 

내 이질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영업자의 연금가입률이나 적립액 규모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또한 

소득확인이 어려워 적정한 수준의 연금저축을 강제하기 쉽지 않음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특성이 다른 자영업자의 연금저

축을 증가시키기에 한계가 있음

- 영국의 자동가입제도 시행 후 탈퇴율(Opt-Out Rate)이 낮아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

가하였지만, 45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자동가입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6)

 Karpowicz(2019)는 종사상지위에 따른 연금저축의 심리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해

서 위험회피성향이 낮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남7)

 보험료가 높지만 보장된 연금급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는 낮지만 연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하는 연금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는 두 번째를 선호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보다 높아 투자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은 연금자산을 스스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함

- 연금운용을 펀드에 맡기겠다고 답변한 비중이 근로자는 65%에 이르는 반면, 자영업자는 30%에 불

과했음  

6) The Pension Policy Institute(2017)
7) 이 연구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가구설문조사(Dutch National Bank household survey: DHS)를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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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는 전체 인구와 비교해 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8)

 Gouveia(2017)와 van Dalen and Henkes(2017)는 연금에 관한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연금개혁

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Dabhi et. al(2018)은 유럽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자영업자의 연금저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서도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전체 자영업 인구 중 순수하게 자영업에서만 소득을 얻는 비중은 62%이고, 나머지는 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이나 플랫폼 경제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안정적 소득흐름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중·고령층은 연금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호가, 청년

층은 저축할 여유는 있으나 당장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

으로 조사됨

- 또한 안정된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 모두 연금에 대한 정보 부족이 연

금 가입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저소득층인 대부분의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경우는 현금유동성이 낮은 것과 노후 

준비의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음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연금저축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정적 소득흐름을 가진 자영업자에게는 연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자산 운용에 자기 

결정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노동시장에서 종사한 이력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최대한 유지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연금제도 안으로 포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Karpowicz(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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