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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21세기 전반부에 한국 사회는 경제적 환경(세계화, 경쟁의 심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노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의 연구가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 노령화가 선진국의 과거 경험
과는 다르게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
운데 향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
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금제도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한국노
동연구원의 제1차 연구결과(방하남 외, 2000)에 이은 제2차 연구결과로서
제1차 연구에서 제시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전략 및 도입가능한 제도의 설계(형태와 내용)를 담
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후 오랜기간 동안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본 제도와 관련
하여 노사간의 이해상관이 관행으로 얽혀 있고 따라서 제도의 급격한 변
화는 노사관계나 경제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서 기업연금제도
의 도입을 논할 때 기존의 법․제도적(기업환경, 노사관계 등) 환경에 대
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고려가 요구되며, 본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기업

연금제도의 설계와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로서의 퇴직
금제도의 존재를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고려하면서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간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피상적 수준의 논의
나 토론은 많았으나 심층적인 현안분석에 기초한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에까지 이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논의의 내용이나 깊이, 대안제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과거의 연구와 논의결과들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연구 결
과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본 원의 방하남 박사가 책임연구를 하였고, 학계 및 연구소
그리고 정부부처의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팀을 이루어 1년여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참여한 공동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대한 자료를 출판하는 데 꼼꼼한 정성을 쏟아
준 출판팀(박찬영 팀장)의 노고도 치하하고 싶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개선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입안에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보고
서에 피력된 의견이나 정책제안들은 연구진들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의
견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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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1. 서 론
- 한국 사회는 21세기 전반부에 경제적 환경(세계화, 경쟁의 심화)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노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
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
계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퇴직금제도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한국노
동연구원의 제1차 연구결과(방하남 외, 2000)에 이은 제2차 연
구결과로서 제1차 연구에서 제시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
에 기초하여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전략 및 도입가능한
제도의 설계(형태와 내용)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제도의 내
용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본 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해상관이 관행으로 얽혀 있고
따라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노사관계나 경제사회적 기능 측면
에서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
-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대안으로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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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때 기존의 법․제도적(기업환경, 노사관계 등) 환경에 대한 종합
적이고 균형잡힌 고려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제도
의 설계와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로서의 퇴
직금제도의 존재를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고려하면서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들
가. 기본방향
- 현행 퇴직금제도는 중간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제
외하면 정년퇴직자들의 경우 전형적인 DB형 기업연금과 유사한
급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 제도정비 차원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내용과
운영형태를 다양화․유연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도적 고려사항들
- 한국적 법․제도 환경에 적절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및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들로는 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존
재하는 환경하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전략, ② 도입가능한 기
업연금제도의 형태 및 적격요건, ③ 도입을 할 경우 제도적용의
강제성여부 및 적용범위, ④ 중간정산의 허용여부 및 연금화 조
건, ⑤ 기업연금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급여의 설정, ⑥ 가
입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과 통산성의 확보 문제, ⑦ 연금기금
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방안, ⑧기금
의 운용 및 규제의 방법, ⑨ 기업연금 관련 세제의 정비과 제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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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연금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요약표
기업연금제도
도입 관련 이슈
적용의
강제성여부
및 적용범위

논

점

강제
임의

고 려 사 항
임의제도가 대부분 ; 강제제도의 경우는
1차 보장을 대체하거나 Contract-Out
을 Option으로 하고 있음.

퇴직금제도와 연금이 공존하고 있는 경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 및 전략 우는 드무나 일본의 경우는 공존, 홍콩
유지여부
의 경우는 Off-Setting 허용
기업연금의
형태

DB
DC
Hybrid

초기에는 DB형이 주도적이며, DC 형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러나 여전
히 DB형이 대부분임.

갹출부담
설정

퇴직금으로
부터의 전환

사용자 부담이 주됨. 근로자의 갹출은
Optional

연금급여
설계

퇴직금과의 수위
조정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급여 수준이 DC 형
태의 연금도입을 어렵게 함.

보전성;중간정산 허용여부, 정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며, Transfer 혹은 Portability

수급권 보호
및 보장

Vesting Rights
Benefit
Guarantee

DB형의 경우 직장이동시, 연금간의
Transfer를 위해 필요

투자운용

계약형
신탁형

DB형의 경우 계약형이 보편적
신탁형은 최종급여보장 규제가 어려움.

관리감독

DB: 관리감독, 규제
DC : 개별계좌형태
운용

DB형의 경우 운영(기업), 관리감독(정
부) 부담이 큼.
DC형의 경우 부담이 적음(개인 책임).

세제정책

적립, 운용, 급여
단계

EET 형태가 주도적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가.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
-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복수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 ⅴ -

ⅳ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서 도입한 후 정책유인을 통하
여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제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1차 연구
에서 제시한 전환모형 I을 채택하는 것을 권고한다.
- 전환모형 I에서는 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치하고, ②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제도의 점차
적인 페이스아웃(phase-out)을 유도한 후, ③ 임의제도의 정착
후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퇴직금 ⇒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교체형 전환모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법정기업연금제도
임의기업연금제도 적격기업연금제도

- 단,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선도입 후 퇴직금제도의 페이스아웃을
통한 법정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격기업연금제도
(Qualified Pension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미국, 일본의
경우 참조). 즉 임의기업연금제도에 대해 차별적 세제정책을 통
하여 적격제도의 경우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유사법정제도로의
발전을 유도한 후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제도로
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세제정책을 통해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근로기준
법상의 퇴직금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법정률 이상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운
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과정은 ① 기업연금법의
- ⅴ -

요 약 ⅴ

제정, ② ‘적격’(qualified)제도를 규정하기 위한 퇴직금 관련 근
로기준법의 개정, ③ 퇴직금 관련 세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제도 도입형태 및 적격요건
- 한국적 제도 상황에서 도입되는 기업연금의 형태는 DB형과 DC
형을 정책적으로 미리 정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DB형, 혹은 DC
형을 동시에 규정하는 기업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즉 DB형과 DC형은 금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DB, DC제도 간의 선택은 기업차
원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 단, 현행 퇴직금제도가 운용의 측면에서는 DC형에 가까우나 최
종급여의 결정은 DB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에 갈음하는 기업연금은 DB형 제도로 설정하고 DC형 제도의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 DB형 제도와 관련하여 적격요건은 첫째로 DB형 제도가 확정
급여를 기준으로 설계되므로 현행 법정퇴직금의 급여수준에 해
당하는 급여를 확정해 주는 제도이면 될 것이며, 퇴직시 확정급
여의 연금화(annuitization)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서 설정되
도록 하면 될 것이다.
- DC형 제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건에는, 첫째로 사용자가 부
담하는 갹출률(contribution rate), 둘째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운용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한다.
※ DC형 제도에서의 사용자 책임인 법정 최소갹출률은 현행 법정
퇴직금과 금융시장의 상황,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의 추이
- ⅴ -

ⅵ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
종 확정하고 매 5년마다 재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확정
갹출률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다. 중간정산 : 허용여부 및 조건
- 기업연금은 일정연령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을 불허하되 근
로자들의 근속기간과 근로생애, 통상적인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
여 인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55∼56세 사이로 규정한다. 단,
근로생애 기간중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특수상황(장기실직, 주택
구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출을 허용하되 인출한도(예:
30%)를 설정하도록 한다.

라. 연금의 이동 및 통산성의 확보 문제 : IRSA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이동성이 높고 고용․취업의 지속
성(평균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고려하여 기업간의
이동시 중간기간 동안 혹은 조기퇴직시 적정 정년연령까지 적립
된 기금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연계제도로서 개인퇴직저축계정
(IRSA : 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제도를 별
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퇴직일시금으로 정산될 수 있는 일정 근속기간은 현행 법정퇴직
금의 최소수급기간인 1년을 최소한으로 하고 3년을 최대한으로
하여 1∼3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설정되도록 한다.

마. 정년퇴직 시점에서의 배분 : 일시금의 허용 여부
- 적립기금은 연금화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되, 일시금배분을 허
용한다. 단, 연금과 일시금 배분은 세제상 차별대우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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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리감독체계의 구축방안
- 기업연금제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인
가(Qualification) 및 운영(Funding and Management)과 관
련된 감시 및 감독(Monitoring and Supervision) 업무가 원활
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OPRA와 같은 감독
조직이 필수적이나 제도도입 초기에는 감독조직이 별도로 필요
하지 않으므로 확산 및 정착기에 감독조직을 만들어도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사. 기업연금의 관리 및 기금운용방안
- 계약형 제도의 경우 기업연금의 관리 및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서 동시에 운용하므로 운용기관의 선정 문제가 중요하므로 운용
기관은 기업연금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
여야 할 것이다.
- 기금형 제도의 경우 회사와 독립되어 설치된 기업연금기금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책임져야 하므로 기업연금법에서
Trustee(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방법, 절차 등의 요건을 정
해야 할 것이다. 신탁형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신탁운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 기업연금의 갹출금 및 급여수준
-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 연금급여는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수
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는 전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며, 확정갹출형의 경우 기업주 전액부담 부분은 법정퇴직
금에 갈음하는 갹출률로 하고,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참조 I : 퇴직금에 갈음하는 기
업연금의 확정급여 및 확정갹출요율 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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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업연금 세법 정비
- 기업연금세법은 2001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에 EET과세체계
를 준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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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을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을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 노인인구가 7.1%(337만
명)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20년 후인 2020년경에는 노인인
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1).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1999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10명 수준(10 : 1)이었으나 2030년에는
30여명으로 늘어나 근로자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이
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접어든 시
점은 늦었지만(2000년 현재 노령인구 비율(7.2명)은 OECD의 평균치
(13.9명)의 절반에 불과하고 노인부양비율 역시 OECD 평균(20.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임),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즉 서구의 경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평균 70∼80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20년밖
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1-1 참조). 이에 OEC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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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1)
[그림 1-1] 시대별 인구구성 추이(1960∼202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60

1970

1980

1990

0~14세

2000

15~64세

2010

2020

65세이상

<표 1-1> 주요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시기 및 노령인구 증가속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한국

고령화사회

1970

1945

1930

1865

1930

1890

1999

고령사회

1996

2020

1975

1980

1975

1975

2022

소요 연수

26

75

45

115

45

85

22

2.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 필요성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가
막대한 가운데 노인층의 증대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비
용의 증가와 비용분담의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1)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부양비율이 세번째로 낮지만
고령화 진전속도는 가장 빨라 2050년에는 노인인구 부양비율이 여섯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OECD, 2001 한국경제보고서 ,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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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를 것이다.

가. 짧은 근로생애, 긴 노후생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의 학교재학연한이 길고 군복무 등으로 본격적
인 경제활동개시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어 현업 세대의 근로생
애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업 세대의 근로생애가 짧다
는 것은 그만큼 각종 사회보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근
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짧은 가운데,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간
극으로 인해 퇴직후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사회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
제가 될 것이다.2)

나. 다층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1970년대 이후 이미 15%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의 해결방안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강조되어 왔다(OECD,
1992; Turner and Beller, 1992). 따라서 현재는 노후의 소득보장에서 공
적연금과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기업연금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Turner and Watanabe, 1995). 이는 보편적
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이 노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하는 데
는 제도의 성격상 그리고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보장인 기업연금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온 결과
이다(표 1-2 참조).
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친 고령화에 힘입어 사회적 부양부
담을 조절할 수 있었던 데 비하여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에 도입
2)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이 55세 미만인 데 비해, 평균수명은 향후 계속 늘어
나 2022년에는 79세가 될 전망이어서 퇴직후의 노후생활기간이 24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3) Bodie, Zvi, O.S. Mitchell, and J.A. Turner(1996); OECD, Social Policy
Studies, 1992; World Bank(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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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가 지난 1999년에서야 이루어졌고 그나마 장
<표 1-2> 노후소득원의 구성비율 추이 : 영국
노후소득원

1980

1984

1988

사회보장

61%

61%

51%

기업연금

16%

18%

23%

근로소득

11%

8%

8%

개인저축

11%

13%

17%

전 체

100%

100%

100%

자료 : Turner and Watanabe(1995: 138).

기적인 재정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는 가운데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0세
에서 향후 65세까지 연장될 계획이어서 노후소득 불안정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제의 강화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고려항목으로 자리잡아야 할 시점이
다.
이러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가족체계와 부양문화의 변화
에도 근거하고 있다. 즉 개발경제시대에는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노
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분담해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
전, 개인주의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노부모 부
양관 및 노후관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4) 향후 전통적인 가족내 부양체
계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정책차원
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령화에 대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4) 김두섭,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
인복지 , 한양대, 2001; 김두섭․박경숙․이세용,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
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 제23권 제1호, 2000; 김경신, ｢부양 및
효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 6권, 1997; 은기수,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가구｣,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 한양대, 2001; 이가옥,
｢노인의 거주형태 및 가족관계｣,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 나남 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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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해 필요한 2층보장체계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퇴직금제도 장기발전방안에 관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연구결과(방하남 외, 2000)에 이은 제2차 연
구결과로서 제1차 연구에서 제시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장기 개선방안에
기초하여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전략 및 도입가능한 제도의 설계
(형태와 내용)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1차
연구가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과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론에
주안점을 둔 반면, 제2차 연구는 한국적 법․제도 상황에서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에 연구내용의 초점을 맞추었다.
공적연금 이전에 기업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거나,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1층보장인 공적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차원 혹은 노사단
체협상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
에 퇴직금제도가 법정제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연금(1988년)이 도입
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퇴직후 소득보장 역할을 해온 퇴직금제도의 장
차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계획이나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가 계
속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대로 21세기 전반부에 한국 사회는 경제적 환경
(세계화, 경쟁의 심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노
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욕구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경제
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율
적 재편 내지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설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
업연금제도의 설계와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넘어서 수십년간
기존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온 경제사회적 기능이 존재하고 거기
에 근로자들의 기득권이 맞물려 있어서 기업연금제도로의 도입을 논할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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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용한 재원의 측면에서는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지만 현 근로
계층의 기득권변경의 측면에서는 비용(cost)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의
개혁을 논할 때 기존의 법․제도적(기업환경, 노사관계 등)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고려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설
계와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의 존
재를 한국적 특수상황으로 고려하면서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이후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장에서는 기업연
금제도의 도입논의를 위한 기초논의로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제2차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1차
연구결과의 핵심인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모형을 요약적
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프로젝트의 핵심 연구내용으로 우리나
라에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형태와 내용)를 제시하고 있다. 제
4∼6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제정비방안(제4장), 연금기
금의 재정 및 운용방안(제5장),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방안(제6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입
법방안과 입법안의 대강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선
결과제와 도입효과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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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현행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퇴직금제도의 사회경제적 기능상의 문제점
1) 복합적 사회보장 기능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
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은 전적으
로 기업의 재정부담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전형적인 사적 복지제도이면
서도 법정제도로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
지고 있는 제도이다. 최초 도입 당시의 퇴직금제도는 퇴직자에 대해 공로
보상의 성격으로 사용주가 지불하는 ‘전별금’의 성격이 강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추후보상으로서의 ‘후불임금’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성격이 어떤 것이든 퇴직금은 현실적으
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우리나라에
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
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퇴직금제도의 실제 적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
히 낮은 편이다.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50%, 3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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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적용확대 추이
적용대상 규모
1966
1975
1980
1985
1990
1998

30인
16인
16인
10인
5인
5인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적용대상자수
(약)
453,000
1,448,000
2,840,000
3,786,000
5,366,000
5,786,000

취업자 대비
(%)
5.4
12.2
20.7
23.9
29.8
30.1

경제활동인구 대비
(%)
5.0
11.7
19.7
24.3
29.0
29.7

자료 :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 각년도; 민재성‧문형표‧안종범‧김용하
(1992).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퇴직금제도가 강제제도로 시행되
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전 경제활동인구가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노
후소득보장이 주로 공적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국과 독일에서도 전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29%, 42%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주요 OECD 국가들의 사적연금(Private Pensions)제도 적용 현황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제도의 강제성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강제

적용률
(경제활동인구 대비)

50%

29%

39%+

42%
(서독만)

100%

확정급부

확정급부

확정급부

60%

60%

67%

급부형식
총임금대체율
(사회보장 포함)

확정급부
확정급부
확정갹출
68%

68%

자료 : Turner and Watanabe(1995: 14∼15).

이러한 퇴직금제도가 사회적 제도로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
도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퇴직후의 노후소득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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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온 기존의 기능이 사회보장제
도에 의해 공적으로 수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기능, 즉 노후소득보장과 중간실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의 기능은 상당
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인 2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
안할 때 오히려 퇴직금제도 존재 자체는 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우리나라
도 다층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를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현행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로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는 데 가지고 있는 한계는 ① 중간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정산
됨으로써 정년퇴직시까지의 보전성이 약하다는 것 이외에 ② 퇴직금제도
의 적용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
이며(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③ 급여에 있어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나 경영사정에 따라서 근로자계층간의 불평등이 크고, ④ 운영상의
규제나 법적인 지급보장이 미흡하여 보장성과 공공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민재성 외, 1984; 민재성 외, 1992; 박경숙 ‧ 박능후,
1991; 박영범, 1992; 이근창, 1986; 정회한, 1994 참조).
아래 자료는 1998년 2월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인력은행에 구직등록
을 한 전직실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시 퇴직
금의 수급여부 및 수급액, 퇴직금 및 퇴직수당만으로 생계유지 가능한 기
간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조사결과 조사대상 구직자의 60.5%만이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수급하
였거나(43.9%) 조만간 받을 것으로(16.6%) 나타났고 나머지 39.5%는
5)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체계가 기초보장부분(균등부분)뿐만 아니라 소득비례부분
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퇴직금이 기업연금형태로 전환되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
을 강화할 경우에도 두 제도가 적절히 연계되지 않을 경우 기능의 중복 문제와
함께, 기업차원에서는 비용의 이중부담의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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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급하지 못하였거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
할 것은 전체 구직자의 18.8%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있으나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2-3 참조). 수급권이 있으나 퇴직금을 아직까
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대다수는 근무하던 회사의 도산-폐업 혹은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해 자금의 확보가 어려워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 회사의 지급의무 불이행도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 구직자 중 퇴
직금을 수급한 사람의 약 50%가 500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수급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약 20%는 200만원 미만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법정퇴직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 정도 분포
수급여부

비율(%)

받았음
조만간 받을 것임
받지 못하고 있음

43.9
16.6
18.8
20.7

해당 사항 없음

수급액 구분
200만원 미만
2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율(%)
19.7
30.5
20.1
29.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법정퇴직금의 수급액분포를 보면 수급을 하였거나 수급예정인 퇴직자
들의 평균퇴직금은 1,189만원이고 표준편차는 1,94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4 참조). 한편 최소 수급액은 13만원이고 최대 수급액은 2억
까지 편차가 크며, 전 수급자의 65%가 1,000만원 미만을 수급하고 있다.
위의 평균 퇴직급여는 전 피용근로자의 월평균급여를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7∼8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값이
488만원에 지나지 않아 수급자의 50% 이상이 500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받은 퇴직금을 주로 어떤 용도에 썼거나 쓸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기본 생활비’로 쓴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수를 넘은 53%에 이르고 있고 ‘미래를 위해 저축 혹은 투자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약 21%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실직자들에게 있어서 퇴직금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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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의 평균수급액 및 최소-최대액
(단위 : 만원)

액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

최대

1,189

488

1,941

13

20,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은 실직기간 동안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임시재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5 참조). 이는 실업기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
직금을 생계비로 혹은 퇴직 당시의 목돈수요에 써버리기 때문에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퇴직금은 그만큼 고갈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표 2-5> 퇴직금의 사용용도
용

도

비율(%)

기본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투자
본인의 사업자금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주택마련/이전/전세금 등
자녀의 학비 혹은 결혼비용

53.1
20.9
4.3
4.1
4.6
3.5
7.6
2.1

채무변재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방하남, 1997)에서
도 이직시 받은 퇴직금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저축 혹은 투자’에 쓴
비율은 약 33%에 지나지 않았고, ‘기타 다른 생활비’에 쓴 사람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자녀들의 결혼, 학비마련’ 등
에 쓴 비율이 11%, ‘주택마련 혹은 주택이전’에 쓴 비율이 6.6%, 사업자
금에 쓴 비율이 5.7%를 차지하였다.
퇴직금이 이렇게 소비되는 데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기업의 빠른 정년퇴직 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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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생애후반기에 퇴직금
이 주로 소비되는 주요 지출항목들인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자금 및 주택
마련자금 등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신용대부 혹은 국가로부터 보조 등
에 의해 재원충당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저축에 의해 해결이 되
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간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생애단계에 따른 비용지출항목들에 묶여 있어 노후소득을 위한 투자나
저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는 한국
기업의 고용구조상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조기
퇴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퇴직이 공적연금 수급연령(대부분 65
세)에 이루어지는 데 비해 한국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
금의 수급연령(현재 60세, 향후 상향조정됨)보다 훨씬 이른 나이(평균 55
세)에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고용구조적인 문제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퇴직연령과 연금의
수급개시연령간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간극이 존재하며
일찍 퇴직을 한 근로자들은 퇴직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금을 자기사
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위와 같은 평균근로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지출수요 및 조기퇴직의
노동시장구조가 제도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높은 이직률과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의 낮은 보전율
한국 근로자들의 중도퇴직률, 즉 이직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
에 속한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의 월평균 이직률은
5.15%로서 일본의 1.78%나 미국의 4.23%보다도 훨씬 높았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이 같은 상대적 고이직률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이후에
도 크게 감소됨이 없는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
원의 조사(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별 중도퇴직률은 17세
이하가 52.2%, 18∼19세가 60.2%, 20∼29세가 36.5%인 데 반해 40∼
49세는 17.6%, 50∼59세는 20.3%의 퇴직률을 보이고 있어 연령이 낮을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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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중간퇴직률로 인
해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6년(남자, 6년; 여자, 4년) 정도로 선진
국에 비해 짧은 편이며 이는 근로생애기간 동안 여러 번의 이직시마다 중
간정산되어 정년퇴직시까지 보전되는 액수가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한국은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실직자들에게 2∼8개월까지 최고
한도액(1 Million won/month) 내에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
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실직자들의 경우 실업급여로 실직기간 동안 부
분적인 소득보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액수
와 지급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소득 혹은 장기실업자들의
경우 재취업될 때까지 퇴직금이 생계유지비로 소진되어 버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 실태조사에서는 “다른 소득
이 없을 경우 퇴직금과 퇴직수당만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70% 이상이 6개월 미만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개월 정
도 가능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35%, 3∼5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약 36%, 6∼12개월은 약 16%를 차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87%가 1년 미만 동안만 생계유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가구주
의 경우만을 제한하여 보아도 비슷한 분포가 나옴. 표 2-6 참조). 이는
실직자들이 퇴직시 퇴직금＋퇴직수당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만
으로는 6개월 이상 기본생계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 이전의 중간퇴직시마다 중간
<표 2-6> 퇴직금＋퇴직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기간
기 간

비율(%)

1 ∼ 2개월 정도
3 ∼ 5개월 정도
6 ∼ 12개월 정도

34.7
35.9
16.0

기 간
1년 정도
2 ∼ 3년 정도
3년 이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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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 근속년수도 짧아지기 때문에 실업
보험적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년퇴직후 노후보장의 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직사유와 무관
하게 전직을 위한 이직자들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당시
에는 목돈을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이 작아져 퇴직
후의 소득보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 퇴직금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미적립 퇴직금 채무의 증가와 기업의 재정부담
퇴직금은 퇴직시에 대비하여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임금
의 8.3%(법정률)＋누진율만큼을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적
퇴직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채무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액은 근로자의 임금수
준, 누진율 등에 의해 정해지는데, 누진율은 근속년수가 길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이 길수록 누적퇴직금 또한 커지게 된다.
기업의 퇴직금부담은 무엇보다 임금의 인상률이 퇴직금에 그대로 반영
이 되고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연공서열적 보상체제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율의 증가폭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길어
짐에 따라 증가되는 퇴직금부담은 동일한 기업내에서도 입직세대간의 형
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의 형태
로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되어 선(先) 입직세대의 후한
급여혜택이 후(後)세대에 고용불안이라는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어 간접
적으로 세대간의 불평등한 급여이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 2-1]은 최근 한국 기업의 노동비용 추이를 직접노동비용(임금)
과 간접노동비용(법정복지비＋퇴직금＋법정외복지비＋기타)으로 구분하
여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전체 노동비용이 50% 정도 증가한 가
운데 전체 노동비용 중에서 간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35%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1999년을 기준으로 간접노동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퇴직금비용이
53%로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정복리비가 20%, 법정외복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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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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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가 21%, 기타 6%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통계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를 겪고 있던 1997∼98년 동안 기업의 퇴직금비용이 특히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각각 66%, 17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들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퇴직금을 사외적립하지 않고 사내유보 혹은 장부상의 채
무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종업원이 해고되거나 이직하
게 될 경우 일시적인 퇴직금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2] 간접노동비용의 구성비(1999)

6%
21%

5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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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기업들의 퇴직금부담의 원천은 바로 1980년 후반 이후 임금
의 급상승, 평균근속년수의 증가로 인한 누적퇴직금의 기하급수적인 증
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7>은 1996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누적퇴직충당금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표 2-7> 기업의 평균 누적퇴직충당금 규모(1996)
(단위 : 만원, %)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

누적퇴직충당금/
자본금

누적퇴직충당금/
총자산

누적퇴직충당금/
근로자수

548,529.36

0.34

0.032

1,313.13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 방하남, 한국 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 1998, 49쪽에서 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1996)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 현재 30인 이
상 기업당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평균 54억 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본금 대비 누적퇴직충당금은 34%, 총자산 대비 누적퇴직충당금
은 3.2%, 근로자 1인당 누적퇴직충당금은 1,313만원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영상의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들에서의 과다한 누진율 적용은 기업 경영상
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직된 연공임금체계와 근속기간의 장
기화에 따른 누적퇴직금부담의 증가는 조기퇴직, 명예퇴직제도 등의 형
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역으로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2-8 참조).
<표 2-8> 민간기업 및 투자기관의 근속기간별 퇴직금 누진율
(단위 : 개월)
근속기간

민간기업

투자기관

일본중소기업

10년

13.3

15.5

5.5

20년

30.3

33.0

15.5

30년

47,9

52.5

26.0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 방하남, 한국 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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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기준으로 기업에서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규모는
퇴직금수급자 1인당 1,362만원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은
자본금 대비 21.40%, 인건비 대비 14.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9 참조). 여기서 실제 퇴직금을 수급한 수급자 1인당 추정액 1,362
만원은, 앞에서 본 누적퇴직금/퇴직근로자수, 즉 근로자 1인당 누적되어
있는 퇴직금의 액수 1,313만원과 유사한 액수이다.
<표 2-9> 기업의 평균 퇴직금 지급액(1996)
(단위 : 만원, %)
퇴직금수급자당 지급금액

지급퇴직금/자본금

지급퇴직금/인건비

1,362.65

21.40

14.73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 방하남, 한국 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 1998.

근로자 1인당 누적퇴직금에 기업의 총근로자수를 곱하면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기업이 안게 되는 예상퇴직금 채무의 규모가 될 것이
다. 또한 이 예상퇴직금 채무의 규모가 1996회계년도 동안 기업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규모(1,362만원)와 거의 일치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 30인 이상 규모 기업체들이 잠정적으로 지고 있는
근로자 1인당 퇴직금 채무액의 규모가 약 1,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6) 퇴직금의 채무액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커지며, 조직형태별로는 주식회사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기
타 공기업이,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더 크며, 산업별로는 특
히 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따른 현행 퇴직금제도의
비현실성
현행 퇴직금제도는 한 직장에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이직전 최종
6) 참고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1997년 조사에서도 40대 이상의 이직자들의 평균 퇴직금 수령액이 약 1,40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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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 등
의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한 직장에 장기근속할수록 그리고 근속기간 동안
의 임금 프로파일과는 상관없이 최종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의 액
수는 커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장기근속 정규상용직 중심의 고용
형태와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제도적 정당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초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전체 근로계층
에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과거 평생고용의
모델 하에서 정규직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반 사회보장제도들
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의 재고를 요구받고 있으며 퇴직금제도가 그 대표
적인 사례에 속한다.
다른 한편 기업의 임금체계가 점차 성과급 연봉제로 전환됨으로써 퇴
직금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변화가 예측된다. 하나는 연봉제의 운영방
식에 따라서 퇴직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
봉시스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운영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해 그해 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종 혹은 중간 퇴직
후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는 그 존재의미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퇴직금 자체가 기업의 연봉설정시 보수의 일부로 흡수통
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제도로서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봉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이 될 경우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
직금이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과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
임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여 현재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력단련비, 식대,
차량유지비, 학자금보조비 등이 연봉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
짐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액수가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즉 연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함께 근로생애
동안의 임금수준이 과거 연공서열제도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지고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개별적 임금수준과 퇴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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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짐으로써 개인의 퇴직후의 소득보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현재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점차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잃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사회적 필요성 혹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고려에
의하여 제도의 도입 자체만을 법으로 강제화해 놓고 추후의 제도적 발전
이나 운영상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고려가 거의 없이 현상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퇴직금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논의되는 지불보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지불보장은 누적퇴직금을 위해 기업에서 어느
만큼의 별도 준비재정을 마련해 두는가에 달려 있다.
1) 기업의 퇴직금충당금 적립 현황
아래 <표 2-10>은 과거의 각종 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기업의 퇴직
급여충당금의 적립형태별 분포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에 의하
면 1982년에 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사내유보하는 기업은 점차 감
소하고 있으며 사외유보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유
보를 하거나 퇴직금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표 2-10>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현황(조사기업 및 근로자 기준)
(단위 : %)
1982(민재성)

*

**

1991(박영범)#

기업기준

근로자기준

(기업기준)

1988(정경배)

기업기준 근로자기준
전액 사내유보

48.4

9.4

17.3

11.9

19.0

사내=사외 혼합

21.5

34.5

11.3

46.1

73.0

전액 사외유보

8.9

6.6

16.1

10.0

8.0

퇴직금 미설정

21.2

9.5

55.2

32.0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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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1991년 한국노동연구원(박영범, 1992)의 조사
에서 퇴직금준비금이 미설정된 기업이 전혀 없고 사내 ＋사외유보 비율
이 월등히 높은 것은 조사대상이 300인 이상인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1997)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당 평균 퇴직급여충당금의 규모는 약 55억 정도이고 이 중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기업당 약 26억 5,000만원 정도로 사외적립률은
48%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상 기업의 누적퇴직금 적립 정도는 미비한 상태에
있고 이에 따른 지불보장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누적퇴직금이 자본
금을 초과하게 되는 기업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 도산시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지불할 재원이 없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사례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의 임금체불액은 약 4,000억으로 추정되고 그 중 약 70% 이상을 퇴직금
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지불보장문제
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1997년)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퇴직
금 포함) 최우선변재조항(제37조 제2항)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오던 퇴직금에 대한 법적 보
호장치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업 도산시
질권 혹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서 변제되는 퇴직금
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 헌법재
판소의 불합치 판정 이후 퇴직금의 법적 보장장치가 약해지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도산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금
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퇴직금 중간정
산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 퇴직적립금에 대한 세제
퇴직금제도의 지불보장성이 미약한 것은 퇴직금관련 세제정책의 부적
절성에도 그 이유가 있다.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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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때는 소정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는 총 퇴직금적립의무금
의 50%(현재 40%)까지 사내적립(book reserve)된 금액에 대해서도 손
비인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 제도에서는 기금의 안정성보장이 미
흡하다는 이유로 사내적립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사내에 적립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외적립을 통
한 지불보장 방향으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적립분에 대
해서는 연금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발달을
위해서도 사내적립과의 세제상의 차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금에 대한 지불보장이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은 1998년의 경제위기상황에
서 실체로 드러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법으로 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불불능사태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임
금 및 퇴직금의 부분적인 지불보장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의
0.2%)이 설립되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주가 지불불능상태에 처할 경우 이
기금으로부터 3개월분까지의 퇴직금을 지불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는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부분적인 보장이며 임시적인 처방이라는 평
가를 받고 있다(World Bank, 2000).

라.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1) 퇴직보험제도
가) 제도 개요

개정(1997년) 근로기준법(제34조 제4항)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 강
화를 위한 정책유인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
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
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
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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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퇴직보험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
되는 일시금액은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퇴직보험 이전에 금융상품으로서 도입된 보험회사의 종업원퇴
직보험이나 은행의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도 형식적으로는 퇴직금의 사
외적립의 기능을 하도록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급
권이 없고 기업에 환원대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외적립효과가
없었다. 이와 달리 현 퇴직보험제도는 보험료는 계약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나
근로자의 퇴직 혹은 중도해지시 그 수급권이 종업원에게 있고 적립급의
양도 혹은 대출 등에 담보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퇴직보험(new)

종퇴보험(old)
제도적 의의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급권

-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 근로자

대출여부

- 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 퇴직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또
는 양도 금지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은행

-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경영
은행, 투자신탁회사

가입기업

- 16인 이상 단체

- 5인 이상 단체

종목

- 확정금리형(7.5%)

- 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 일반계정

- 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 기업의 비용으로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근거법

- 법인세법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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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퇴직금 채무 규모 및 퇴직보험의 시장규모

한국 퇴직금제도의 규정하에서의 현재 시점 총 퇴직금 부채의 규모는
약 40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아래 표의 법정퇴직금 적용대상 근로자수
와 월평균임금, 평균근속년수 등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이 중 손비인
정을 받을 수 있는 50% 규모의 사내유보 가능 퇴직충당금과 이미 기존
의 종업원퇴직보험 등에 가입된 사외적립분을 제외할 경우 신규시장의
규모는 약 3조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최소
추정이며 사내적립금이 사외적립으로 유도될 될 경우 그 규모는 20조 이
상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12> 퇴직보험 시장규모 예측
1998년
4,918천명

① 대상근로자수
② 월평균임금

1,430천원
5.6년

③ 근속년수
④ 퇴직급여추계액규모 (①×②×③)
⑤ 사내적립가능금액 (④의 50%)

394,109억원
197,055억원
167,604억원

⑥ 종퇴보험 사외적립분
⑦ 신규시장규모 (④ - ⑤ - ⑥)

29,450억원

주 : 노동부, ｢199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재정.
경제부, 월간경제동향 1999 . 자료를 인용하여 추정.

다) 운영형태 및 운영 현황

퇴직보험은 적립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눠진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연 6.0%)로 준비금을 부리(附利)하고
자산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수익자에게 배당하고 일
부는 적립하였다가 자산수익률이 6%를 하회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
는 형태인 데 비해,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공시기준
이율(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의 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매
월 보험회사가 정하여 준비금을 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운용방식의 기
준으로 볼 때는 계약자(기업)별로 보험료를 운용하는 단독운용형과 계약
- ⅴ -

24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자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형의 두 종류가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퇴직보험 등의 범위)를 1988년 개정하여
취급기관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취급기관(은행,
농․수․축협)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신, 투신운용회
사)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생보사, 손보사)가 상품의 취급기관으
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취급기관 지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존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보험상품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나
은행 및 투자신탁은 퇴직신탁에 대한 기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
태에 있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외
에 위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본보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상
품의 속성 및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원본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2-13> 퇴직보험 및 종퇴보험의 취급 현황
(단위 : 개, 억원)

생보사
종퇴보험(신탁)

퇴직보험(신탁)

전

체

취급
기관수

금 액

25

113,736

은

행

7

2,502

소

비

고

책임준비금
잔

액

계

32

116,238

생보사

18

46,869

책임준비금

손보사

11

3,473

〃

은

행

17

2,003

잔액(5월말)

소

계

46

52,345

78

168,583

현행 퇴직보험의 보험료산정방식은 확정급부형이고, 급부의 지급형태
는 연금형(은행, 투신은 일시금)이며, 기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있다. 특히 은행 및 투신의 경우는 일시금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
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은행 및 투신의 퇴직신탁은 자체적으로는 기
- ⅴ -

제 2 장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5

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평균재직
연수가 5.3년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종신토록 고용되어 있지 않
은 이상 퇴직보험(퇴직신탁)이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연금지급기능을 제
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퇴직보험(퇴직
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 매우 제한적인 의
미에서의 노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기왕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34조 제3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도입은 명목상으로는 소유권자인 근로자의 편의
를 위한 제도로서 도입이 되었지만 근속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함
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이
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불보장의 미흡 문제를 선진국에서
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법 조항에 기업-근로자간의
선택사항인 중간정산제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퇴직금제도의
사회적 기능(노후소득보장)은 거의 무시되고 소위 ‘후불임금’으로서의 성
격만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모형
가. 과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본 제도와 관련하
여 노사간의 이해상관이 관행으로 얽혀 있고 따라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
는 노사관계나 경제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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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향으로 보든지 장
기적인 노동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현행의 퇴직금제도는 보다 효율적
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혁 혹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으
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개선
할 것인가이다.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은 하나의 최
선의 방법이 존재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안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복수의 전환방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실적용의 한계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전환모형
을 제시한다. 첫째는, 제도교체형 전환모형으로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존
치하는 상태에서 기업임의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후 법정 기업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세대교체형 전환모형을 통해 기
존의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유지하고, 새로운 진입세대에
대해서는 법정기업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Contracting-Out)
를 통한 노후소득 다층보장체계(multi-pilllar system)의 구축을 위한
전환모형이다. 위의 전환모형이 현실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의 부분적 개선(parametric reform)을 통한 퇴직금의
사외적립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을 위한 필
수적인 선결과제로 설정한다.
이상의 세 가지 전환모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제도
의 진행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안들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첫번째 모형은 다른 전환모형들의 실효성을 위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환과제이며, 세번째 모형은 다른 모형과 연계하여 동
시에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
러한 각개의 대안들을 우선 별개의 개선방향으로 가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단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의 최종목표로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논하
는 데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퇴직적립금의 연금화(annuitization)를
의무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상기시키고자 한다. 즉 여
기에서 말하는 기업연금은 기업에 기초를 두고 적립, 운영되는 퇴직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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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corporate pension)을 의미하며 연금(annuity)형태로 지급되는 퇴직
급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인 기업연
금의 경우 퇴직연령까지 기금의 장기적인 적립이 제도의 일차적인 정책
목표이며 적립된 기금의 연금화는 그 다음 단계의 이차적인 정책목표라
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장기적립
(long-term savings)과 연금화(annuitization)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독립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
할 것이다.

나. 현안문제와 선결요건
1) 퇴직충당금의 미적립(Unfunded Liability) 문제
현행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법정제도로서 법에서 정한 법정급여수준의
완전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
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지 않고 회계장부상의 부채로 기록된 상태로
있으면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21세기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 금융자본주의하에서의 경기
의 잦은 급등락,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측치 못하는 경영난과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러한 거시 경제사회적 변화는 과거 개발경제 혹은 고도성장경제 하에서
의 기업환경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그러한 변화는 미적립채무
(unfunded liability)로서의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현저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하에서 퇴직한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들 중
40% 정도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만 받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한국노동패널, 1998).
아울러 기업의 자금동원이 점점 금융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한 국가의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에로 점차 깊숙이 편입되어 가
는 상황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기업의 잠정채무는 경영의 투명성 및 회계
기준의 국제화에 심각한 부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수급보장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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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의 완전 사외적립을 통한 수급권의 보장성 확보는 다른 어떤 개혁과
제보다 우선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가)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한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
한 기업의 대량 도산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불불능사태를 겪고 난 후 ｢임
금채권보장법｣을 통하여 퇴직금의 부분적인 보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어
디까지나 극히 부분적인(최대 3개월분의 임금, 근속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보장이며 완전한 지급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일종의 의무부과금(Levy)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
도는 기업의 위험률(risk)과는 상관없이 균일률(0.2%)의 보험료로 운영
되고 있어서, 기업의 도산시 여전히 지급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더
하여, 고전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모델케이스가 될 위험이
있다. 즉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존재 자체가 퇴직금의 지급의무 혹은 지급
보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보험보다는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우선변제의 범위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구조조정
시 근로자들의 임시적인 임금 퇴직금에 대한 보전기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사외적립 유도를 위한 제도로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외적
립을 위한 별도의 정책유인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임금
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이다.
나) 대안으로서의 퇴직(연금)보험제도

현행 퇴직(연금)보험은 퇴직충당금의 사외위탁 및 지급보장을 주목적
으로 법에 규정되고 업계에서 개발된 보험상품으로서 퇴직금의 적립 및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연금제도와는 거리가 먼 한계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적립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목적에 한하여
퇴직(연금)보험제도는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더 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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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행 퇴직(연금)보험제도를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임금보다는 퇴직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의 퇴직금 채무와 연계하여 산재보험과 같은 일종의 위험(risk)보험 성격
으로 개편하고 사외적립시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험요율을 낮추어 주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강제화 혹은 강력한 세제유인정책을 통하
여 퇴직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최
소한 퇴직금의 지불보장은 일정한 테두리 내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상품으로서 기업주의 보험료
납입여부 및 정도에 따라서 수급권의 보장확보도 임의적이 될 수 있는 한
계를 안고 있다.
2) 사외적립제도로의 전환방안
가) 분할상각방법에 의한 사외적립

사외적립제도로의 전환방안으로는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과 위
험보험과 연계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but insured)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 기존의 퇴
직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기업들의 퇴직금 미적립 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차원의 전환비
용이 클 것이다. 따라서 미적립분의 일시적 적립보다는 분할상각
(amortization)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수요의 문제를 우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4년에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도입 이후
미적립기업연금의 적립기업연금으로의 전환시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분할상각기간
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 기업연금의 경우 보통
5∼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나) 세제유인정책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보험료의 차등적용

퇴직금의 지불보장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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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의 적립 정도에 따른 차별적 세제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내적립의 관행을 사외적립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내적립에 대해서는 세
제혜택을 중지하고 사외적립시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사외적립의 형
태간에도 차별적 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퇴
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우대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와 함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도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하 혹은 정
도에 따라서 기업간에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사외적립의 경제적 효율성
그러나 퇴직금의 완전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운영자금수
요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외적립이 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아닌 퇴직금의 지급보장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사외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보
장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이자율과의 연계관계 속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비용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연금의 경우 연금기금
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음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울러 건실한 성
장기업의 경우 퇴직충당금의 사내적립이 비용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도산
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퇴직금제도가 사외에 적립될 경우 발생하게 될 관련 집단간의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이루어질 경우의 장점으로
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이 강화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고려사항으로는 기업측에 전환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립제도하에서는 현행 기여율인 8.3% 미만의
적립률로도 법정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업차원의 전환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의 사외적립
이 이루어져 기금이 기업의 경영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는 장기저축 혹은 장기투
자의 증가로 금융시장의 기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장점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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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기업연금제도가 장기투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현행의 미적립제도하에서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하
는 기업의 도산시 퇴직금 지급불능의 통상적 위험률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도산 등으로 인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 실패율을 약 30%로
할 경우 거시적으로는 현행 미적립제도하에서의 퇴직금의 실질 지급률은
6%(=8.3%×0.7) 미만이 된다. 이러한 위험률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
에서도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아울러 퇴직금이 적립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장기계약
저축｣이며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게 되므로 퇴직금의 보전과제가
경제적․사회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문
제와 ② 퇴직계좌의 이동성(portability) 문제가 제도적 선결과제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전이 될 경우 적립기금의 운영을 보험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운영형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보험형은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
으로 낮고, 기금운영형은 위험부담이 있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 이슈와 관련하여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 권역별로 금융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다.

3. 전환모형
가. 전환모형 I : 임의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제도교체형 전환모
형(법정퇴직금제도 → 임의기업연금제도 → 법정기업연금제도)
1) 배경
본 개선모형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가치와 기득권적 경직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미발달 및 불안정이라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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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오랜 사회적 관행상 퇴직금을 노후소득원으로서보다는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목돈으로서의 ‘후불임금’으로 보면서 퇴직금에 대한 국
가정책 차원의 개입을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기업연금 형태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 양측의 정보와 경
험의 부족,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
한 근로자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선모형
이러한 고려에 바탕하여 개혁방안 중의 하나로 ① 현행 법정퇴직금제
도를 존치하고, ② 임의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
금제도의 점차적인 페이스아웃(phase-out)을 유도한 후, ③ 임의제도의
정착 후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임의
기업연금제도란 설립 및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
다. 퇴직금제도의 페이스아웃 기간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
정하되 최종 전환완료 시점을 정책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예: 10년
기한으로 제한).
[그림 2-3] 퇴직금 ⇒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교체형 전환모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임의기업연금제도

적격기업연금제도

퇴직금제도 ⇒

⇒ 법정기업연금제도

단,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선 도입 후 퇴직금제도의 페이스아웃을 통한
법정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격기업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미국, 일본의 경우 참조). 즉 임의
기업연금제도에 대해 차별적 세제정책을 통하여 적격제도의 경우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유사법정제도로의 발전을 유도한 후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ERISA법에 의한 세제적격연금의 시행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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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의 경우는 적용만 강제가 아닐 뿐 실질적인 기능면에서 상
당한 패널티와 연계되어 법정제도와 다를 바 없다. 일본의 경우도 법정퇴
직금을 임의화하면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의 적격연금을 모
델로 하여 제도를 설계하였다.
현재도 법정퇴직금 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통계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액의 약 50% 정도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
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세제적격의 (임의)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연금으로 투입되는 자원들이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많
다고 본다.
세제정책을 통해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의 퇴직금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법정률 이상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보
장될 수 있을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
재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단, DB제도가 아닌 DC제도의 형태로 기업연금
이 운영될 경우 적격요건을 통해 최소한의 확정이윤율 이상을 보장할 경
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적격제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래의 기대
이익에 대하여 근로자측에서도 일정 정도는 위험부담(risk taking)은 감
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의 형태는 확정급부(Defined Benefit Plan) 혹은 확정갹출형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하되 제도의 설계는 유연하게 하면서
법정 최소보장의 수준을 현행 퇴직금제도에 의한 지급수준과 유사하게
설정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인정하여 대안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예 : ESOP, Stock
Option 등).
3)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급여의 보장을 위한 기업연금의 기여율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퇴직금급여는 최종(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1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환원하면 8.3%(=1/12)가 된다. 근로기준
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의 액수만을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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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충당금의 적립의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퇴직급여는 현재의 임금에 퇴직시점까지의 임금인상분을 포
함하게 되므로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매월적립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의 법정퇴직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기여율은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율 및 투자수익률을 어느 수준에서 가정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다.
World Bank(2000)와 기존 연구에 의하면 DC형 제도로 운영할 경우
법정퇴직금에 갈음할 수 있는 기업연금의 적정 기여율은 5∼6%대로 추
정되고 있다. 즉 현재 임금의 약 6% 정도만 기업연금으로 전환이 되어도
법정액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물론 이
러한 가정은 연금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일정률 이상의 투자수익을 가정
할 경우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투자수익률(혹은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더 낮게 가정하더라도(예 : 5%) 법정퇴직금보다(8.3%) 훨씬
낮은 기여율로 연금기금을 적립하더라도 현재의 제도하에서의 퇴직금 수
준을 상회하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충당금의 미
적립으로 인해 경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 지급(수급)불능의 위험
도(약 30% 추정)를 감안할 경우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사 양측
간의 장기적인 이익(수급권의 보호, 운영의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등)은
전환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연금기금의 적
립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의 견고화 및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
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라는 거시경제적 플러스효과는 단순한 손익계
산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26세에 입직하여 55세 퇴직하는 표준근로자를 가정하여 현행
퇴직금제도와 DC형의 기업연금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추계
를 보여준다. 이자율은 5%에서 9%까지를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에 의하면 이자율이 6% 이상만 되면 5%의 연금제도에의 기여율을 통하
여 현행 제도하의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기금적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6% 정도의 기금기여율을 설정할 경우 기금운영의 변수
를 고려하더라도 퇴직금에 갈음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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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55세 퇴직 기준 각 제도별 표준근로자의 퇴직급여액 비교
(단위 : 천원)
이자율

5%

6%

7%

8%

9%

a. 법정퇴직금

94,569

94,569

94,569

94,569

94,569

b. 중간정산

132,039

147,256

164,845

185,184

208,708

c. 매년 정산

143,107

165,740

192,768

225,101

263,838

d. DC형 연금

85,867

99,448

115,666

135,066

158,310

주 : a.
b.
c.
d.

법정퇴직금 : 26∼55세 근속 법정퇴직금 일시금.
중간정산 : 10년마다 총 2번 중간정산 후 55세까지 적립.
매년정산 : 매년 중간정산(연봉제) 후 55세까지 적립.
DC형 연금 : 월급여액의 5%를 55세까지 매년 적립.

4) [전환모형 I]의 장단점
본 모형의 장점은 제도간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전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모형의 장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제도의 사회적 실험효과 : 제도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일정기간 동안 법정 강제제도가 아닌 임의제도로 도입․시행됨으로써 자
연적 시장상황하에서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의 가치 및 운영효율성
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제도의 징검다리 역할 : 아울러 임의기업연금제도는 추후 퇴직금제도
의 법정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③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학습효과 :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시행을 통해
노사간의 교육 및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시행기업뿐만 아니
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으며 성공적인 제도의 운
영은 제도도입을 위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법정제도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임의기업연금제도가 확대될 경우 실
질적인 장기저축의 증가로 인하여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의 단점은 임의기업연금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우수하거
나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시행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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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낮아 기업의 규모간 근로계층간의 불평등 및 이원화의 잠정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 역시 급여상의
혜택 면에서 기업의 규모간 불평등이 큰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5) 해외사례 : 이탈리아(퇴직금(TFR)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의 사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료의 부담이나 연금급여의 측면
에서 공적연금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
이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공사연금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화시켜 나간다는 장기계획
아래 법정퇴직금제도를 DC형태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한 사례이다.

나. 전환모형 II : 법정기업연금제도의 도입 :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1) 배경
본 개선방안은 새로운 제도를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경우 발생
하게 되는 기득권의 변환에 따른 제도전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적 개선방안이다.
2) 전환모형 II-A
우선 개선안 A의 내용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제도로
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되,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일정시점 이후 새로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세대부터 강제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의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기득권을 보전하되
새로운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정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적용하는
방안이다. 단, 기존의 근로세대도 원할 경우 구제도로부터의 중간정산 후
새로운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퇴직금 ⇒ 기업연금제도로의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법정퇴직금제도
(기존 근로세대)

(세대교체에 의한 제도의 소멸)
법정기업연금제도(새로운 근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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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모형 II-B
개선안 B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법정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
법으로 일정시점을 전후하여 단절적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세대교체형 대
신에 점진적 전환모형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퇴직금 법정기여율의 일부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작은 비중으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상
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제도의 전환을 이루는 모형이다.
퇴직충당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일정은 추후의 구체적인 논의를 바
탕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나 선진국(특히 호주)의 경우를 참조하여 첫 단
계에서는 개별 연금제도의 한계운영비용을 고려하되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정하고(예 : 2.0∼3.0%), 추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전환하는 방안
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예 : 1단계 : 2.0% ⇒ 2단계 : 4.0% ⇒ 3단
계 : 6.0% ⇒ 4단계 : 8.3%).
[그림 2-5] 퇴직금 ⇒ 기업연금으로의 점진적 전환모형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기업연금전환

기업연금전환

기업연금전환

2.0%(2003년까지)

4.0%(2005년까지)

6.0%(2007년까지)

기업연금

8.3%(2009년까지)

특히 제도도입의 인센티브를 위해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분에 대해서는
100%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정책적으로 설정한 전환일정보다 앞서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도 전환분에 대하여 100% 세금감면혜택을 줌으로
써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실정에 적절한 기업연금제도 : DB형 제도 v.s. DC형 제도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어떤 형태의 제도가 한국의
실정에 적절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미성숙 현실과 근로자들의 경험의
부재 및 정보제한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확정급부방식(Defined
Benefit Plan)으로 하고 제도의 정착 이후 확정갹출방식(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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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기업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도
초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확정급부(DB)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
다가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달 및 근로자들의 충분한 제도학습이 이
루어진 이후 확정갹출(DC)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EBRI,
1995).
선진국의 경우도 기업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대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대기업들은 기업의 안정성이 높고 금융시장은 상대적
으로 덜 발달되어 있어서 주로 DB형으로 기업연금제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기업연금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에 두루 확대되
고, 주식시장 특히 투자신탁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DC형 연금제도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결과적으로 오
늘날 대기업의 경우 DB형 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중소기업이나 신생 성
장기업의 경우 DC형 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정급여방식의 경
우 급여수준에 대한 보장성은 있으나 제도의 이동성 및 통산성이 극히 제
한적이어서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간 이동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하에서는 적용성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DC형보다
DB형의 경우가 기업으로서는 운영비용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DB형의 경우 연금갹출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최종급여만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위한 부담금이 (임금의) 일정률로 정
해져 있는 DC형보다 운영비용에 대한 예측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아울러 DC형에서는 기금의 출연금부담만이 기업의 책임이고 이후 운
영(투자)과 관련된 리스크(risk)는 근로자가 져야 하는 데 반해 DB형의
경우 기금의 출연에서부터 확정급여의 보장까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에 지워지는 운영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① 기업의 도산위험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상태에서, ② 금융시장의 인프라는 아직 미발달되어 있고, ③
근로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 제도의
선택과 관련하여 각각의 여건들이 서로 상치적이어서 DB형과 DC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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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의 일률적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형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정과 근로자
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기업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
을 허락하고 사전적으로 특정제도로 확정하여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
로 본다.
5) [전환모형 II]의 장단점
[전환모형 II-A]는 기존 근로계층의 현행 제도에 대한 기득권을 건드
리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제도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혁이 세대교체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전환기간
(transition period)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전환모형 II-B]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제도인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서 역시 제도의 전환비용이 상대
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이해당사자나 기득권의 반대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현행 퇴직금제도가 대부분 미적립상태인 상황에
서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분은 제도적으로 수급권의 완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요인일 것이며, 기업측에서도
새로운 갹출부담 없이 현재와 미래의 퇴직금 채무를 점진적으로 갚아 나
가는 결과가 되어 노사 양측간에 상호 호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전환모형 II-B]는 [전환모형 II-A]에 비해 제도의 전환기간이
훨씬 짧고 새로운 제도의 점진적 도입으로 제도의 경험 및 교육홍보, 운
영 및 관리인프라구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한편 단점으로는 제도의 전환기간 동안 법정퇴직금제도와 법정기업
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됨으로써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직접 담당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금제
도의 설계나 운영은 수탁자(보험, 투신, 은행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
아서 하게 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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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진국의 사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민영화한 많은 나라들이 세대교체형 전환모형을 채택하였다(예 : 호주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제도의 도입; 남미 여러 국가들의 연금개
혁; 이탈리아의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다. 전환모형 III : 공적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Out) 및 연계를 통
한 전환모형
1) 배경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서 약속된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아, 이를 충족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17% 이상의 보험료부담이 예상되며, 그럴 경
우 퇴직금과 합하여 공사연금에의 기여율이 25%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보험료수준 및 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의 규
모가 GDP의 몇 백%가 됨으로써 공적기관의 관리능력과 효율성을 벗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체적인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연금 합하여 전체 갹출률을 20% 이
상을 초과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나 비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은 일정 한도(9% 정도)에서
억제하고 추후 그 이상으로 요구되는 기여율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으로
적용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여 가면서 기
업연금을 키워 나가는 방안으로 연금개혁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안한 ｢한국현금개혁백서｣에서 제안한 구
조적 개혁방안과 선을 같이하고 있다. 본 모형 역시 제도교체형보다는 세
대교체형으로 하는 것이 전환비용이 덜 들 것이나 제도교체형도 장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전환모형
본 개선모형은 공적(국민연금)-사적(기업)연금 간의 연계를 통한 장기
개선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일부를 적용제외(contracting out)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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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현행 퇴직금기여분(8.3%)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합하여 기업연금으
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대신에 기여율도 축소하는 대신 노후소득의 공백을 기업연금으로 보충하
는 방안이다.
이 개선안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전환모형 III-A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하여 보험료를 노사 각각 2.25%
씩 총 4.5%로 축소하고 급여도 2분의 1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때 근로
자의 경우 나머지 2.25%는 기업연금으로 전환한다. 사용주는 기업연금
에 약 8.0%의 기여의무를 부과하되 완전적립식으로 한다.
※ 목표소득대체율을 최종소득의 60%로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에의 기여율 : 사용주＝2.25%, 근로자＝2.25%
▪기업연금에의 기여율 : 사용주＝8%, 근로자＝2.25%
나) 전환모형 III-B

국민연금에의 기여율을 노사 각각 현재의 4.5%선에서 제한하고 이후
계획되어 있는 추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인상일정에 따라서 점
차적으로 기업연금기금으로 전환하여 기존 사용자측의 기여분에 합하여
기업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 목표소득대체율을 최종소득의 60%로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에의 기여율 : 사용주＝4.5%, 근로자＝4.5%
▪기업연금에의 기여율 : 사용주＝8%＋α(=추가 보험료인상분)
단, A안과 B안의 경우 모두 기업연금 중 일부를 퇴직일시금 혹은 목돈
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다. B안의 경우 A안보다 사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단
점이 있으나 추가적인 부담분은 국민연금의 급여에서 소득재분배부분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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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공사연금의 연계 전환모형
개인연금

개인연금

일부 중간정산 허용
법정퇴직금

국민
연금

소득비례부분

⇒
⇒

기초보장부분

기업연금(퇴직금전환)
기업연금(적용제외)
기초연금

다) [전환모형 III]의 장단점

장점은 공적연금의 건전성(sustainability) 확보와 새로운 제도인 기
업연금의 도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공적연금의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세대교체
형으로 할 경우 전환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단점이다.
라) 외국의 사례 : 영국과 일본의 공사연금간의 연계․적용제외제도 참조7)
마) 소결

위의 어떤 전환모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의 법적 지급보장은 기본적으
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중간퇴직시 중간정산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
지 않을 것이냐는 정책적으로 도전이 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기업연금제
도하에서는 적립기금이 퇴직시점까지 보전되는 것이 원칙이나 앞에서도
언급된 대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생애기간 동안 목돈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퇴직금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주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법정
기업연금제도하에서도 중간정산을 허락하되 부분적으로만 허락하고 퇴
직기금의 대부분은 퇴직시점까지 보전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적립금의 보전을 정책의 1차 목표로 설정해야
7) 공사연금제도의 연계모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차년도 연구결과(방하남 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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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 세제를 통해 퇴직적립금의 보전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립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① 중간정
산시 세제상의 부정적 유인(disincentive)을 강하게 하는 방법, ②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즉, 주택마련자금, 실직 혹은 예외적 의료
비용 등)의 발생시에는 부분정산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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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1. 기업연금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들
한국적 법․제도환경에 적절한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사항들로는 ①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공적
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기업연금) 간의 역할분담모형의 설정, ② 현
행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환경하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전략, ③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④ 도입을 할 경우 제도적용의 강제성
여부 및 적용범위, ⑤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이행방법(퇴직금
적용세대에 대한 이행방법 포함), ⑥ 기업연금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와 급여의 설정, ⑦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과 통산성의 확보 문제,
⑧ 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방안, ⑨ 기
금의 운용 및 규제의 방법, ⑩ 기업연금 관련 세제의 정비과제 등이 기본
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충적 관계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의 역할과 기능은 공적연금과의 연계 속에서 고려
되어야 하며,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볼 때 기업연금의 형태나 가입
의 강제여부 등은 공적연금의 특성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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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르게 설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기업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
으며, 영국과 일본은 공적연금이 두 가지 기능, 즉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적인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연금개혁을 통하여 소득비례부분
을 기업연금으로 적용제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헝
가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일부 대행 혹은 대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업연금제도가 법적으
로 강제화되어 있으며,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공적연금의 역할이 클 경우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1> 공사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가별 유형
노후소득보장 체계유형

대표적인 국가들

공적연금＋임의 기업연금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적용제외 기업연금

영국, 일본 등

공적연금＋강제 기업연금

프랑스, 스위스, 헝가리, 노르웨이, 오스트리
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공적연금＋퇴직금

한국

기업연금(공적연금 대체)

호주, 홍콩, 칠레 등

이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인 기업연
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이 임의제
도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역할이나 제도
참여율에 있어서 법정제도와 다름이 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
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3-2>는 각국의 공사연금제도간의 역할
분담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공사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대체율을 60∼70%
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보충하거나 부
분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처럼 완전대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8) 그러나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과정에서는 기업연금의 역할이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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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부담 가중과 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World Bank, 1994; OECD, 2001).
2) 공적연금에 의한 이론적인 소득대체율과 실질적인 소득대체율간의
간극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적연금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다. 공적연금에 의
한 소득대체율은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공식에 의한 이론적 소득
대체율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연금급여수준은 수급자격요건의 충족, 보
험료 기여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의 근로생애(Working Life)
의 양상(근속기간, 취업 및 퇴직연령 등)과 노동이동의 정도에 의해서 큰
차이를 낳게 된다. 따라서 공사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분
담을 논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이론상의 소득대체율과 실질적인 소득대체
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한 이론상의 소득대
체율과 현실적인 소득대체율 간의 예상되는 간극의 원인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① 늦은 노동시장진입(특히 남성들의 경우 의무군복무 등으로 인하
여 본격적인 노동시장진입이 늦어짐), ②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및
제한된 취업기회(Dual Income을 표준가계소득모형으로 하고 있는 선진
국들과 달리 가구의 실질적인 연금소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
③ 높은 이직률과 짧은 근속기간(특히 청년층 및 한계계층 근로자들의 경
우 국민연금에의 실질적인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
한적․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등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의 도입형태 및 설계는 국민연금의 이러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고려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2> 각국의 공사연금제도 비교9)
8) 본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칠레와 홍콩의 경우도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을
완전대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9) Andre Laboul,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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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 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공적연금 관련
연금개
RR
RR
(A)
(B) 시연령*
53%
65
n.a.
65
n.a.
n.a.
60%
65
n.a.
70%
65
n.a.
60
n.a.
n.a.
60%
65
n.a.
60%
65
n.a.
67%
50%
60
66%
50%
65
67%
65
n.a.
60
n.a.
n.a.
59%
65
n.a.
60%
60
n.a.

일 본

60%

47%

65

한 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85%
67%
n.a.
61%
68%
74%
65%
72%

60%
n.a.
n.a.
n.a.
n.a.
n.a.
n.a.
n.a.

60
65
65
65
65
65
65
65

영 국

68%

40%

65

미 국

68%

41%

65

기업연금 관련
강제화 CP
CP의 역할
여부 가입률
국민연금 완전대체 Man
n.a.
국민연금 보충
Vol
n.a.
국민연금 보충
Vol
31
국민연금 보충
Vol
41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n.a.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80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n.a.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100
국민연금 보충
Vol
92
국민연금 보충
Vol
5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n.a.
국민연금 보충
Vol
40
국민연금 보충
Vol
5
국민연금 보충,
Vol
37
적용제외
법정퇴직금 운영
Man
30
국민연금 보충
Vol
30
국민연금 보충
Vol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90
국민연금 보충
Vol
15
국민연금 보충
Vol
15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90
국민연금 일부대체 Man
100
국민연금 보충,
Vol
50
적용제외
국민연금 보충
Vol
46

주요형태
DC
n.a.
DB
DB
DC
DC
DB
DB
DB
n.a.
DC
DC
DB
DB/DC
DB
DC
DB
DB
Hybrid
DB
DC
DB
DC/DB

주 : 1) 연금개시연령은 정상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으로 남자 기준.
2) RR(A)는 공적연금+기업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RR(B)는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의미함.
3) CP는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Man=Mandatory(강제제도),
Vol=Voluntary(임의제도)를 의미.
4) DB=Defined Benefit Plan(확정급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Plan(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의미.

Working Paper, no 2.2., OECD, Paris, 1998 및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1994 등에서 발췌하였으며, 조사 연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소득대체율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나 가입기간 등의 기초자
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일부 자료는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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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연금에 의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적연금 +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생애 평균소득의 60∼70% 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공
사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0∼70%이며,
스페인(74%), 스위스(72%), 캐나다(70%) 등이 다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근로자의 경
우 40년 가입시 60%, 30년 가입시 45%, 20년 가입시 30%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수준은 향후 세대의 지속적인 연금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
입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고(25∼30세), 직장의 정년이 짧아(평균 55세)
근로생애기간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짧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가입기간은 25∼30년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실질
적인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들의 경우 30∼45%, 상위소득자들의 경우
20∼30% 선에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위해
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20∼30%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세계은행에서 권고하는 소득계층별로
법정제도에서 추구해야 하는 소득대체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3> 노후소득 목표대체율10)
(단위 : %)
기준소득
순
총
순
총
총

생애평균임금
생애평균임금
퇴직직전 임금
퇴직직전 임금
산업평균임금

가구기준

법정제도의 소득계층별 목표
하위소득
중간소득
상위소득

100
78
70
54

81
63
55
44
33

n.a.

78
60
53
42
42

78
60
53
42
42

참고로 World Bank(2000)에 의하면 현행 8.3% 정도를 사용주가 부
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퇴직금을 확정갹출(DC)형 기업연금제도로
10)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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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일정 이율(5∼6%) 이상으로 운영한 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
우 생애평균소득의 25%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5년 근속,
2000년 퇴직 가정). 그러나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과 근로생애
(25∼30년)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대체율은 20∼25% 정도로 추정된다.

나. 퇴직금제도하에서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제 및 방법론
1) 제도전환을 위한 기회(opportunity)인 동시에 비용(cost)으로서의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가용재원(financial resources)
으로서 동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의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을 유발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퇴직금의 법정지급률이 1년 근속에 1개월의 월봉으
로 되어 있어 퇴직금의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측의 추가적인 재정부
담 없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에 의해 후불임금으로서의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로생애
동안의 보장기능(실직기간 동안의 생활비, 사업비)으로 인해 기업연금제
도가 이러한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없을 경우 제도전환의 사
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론
여기에서 정책이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
혹은 장기발전의 연장선상에서 고안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금제도와는
독립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고안하고 도입 후 현행 퇴직금제도와
의 추후적인 연계(적용제외 등)를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
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도적 틀이나 환경이 적절한 연금제
도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사전적인 제도전환모형 혹은 제
도전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사전적인 제도전환).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퇴직금 관련 세제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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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제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형태를 빌
어와 제도내용을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혹은 전환할 것인가를 추후적으로 생
각하게 될 것이다(사후적인 제도전환). 이 경우 기업연금제도가 임의제도
로 도입되어 먼저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거친 후 퇴직금을 적용제
외하거나 퇴직금에 ‘갈음하는’ 적격제도로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
성이 높다.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와 정도, 급여수준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적 성격, 즉 법정제도로
서 사용주가 100%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기득권을 가지
고 있는 급여는 그 수준이 법정요율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제도적 성격을 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설계
할 수 있는 제도의 형태와 내용은 극히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사항이 없이 자발적인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연금제도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적 제
도로 성숙하게 된 선진국의 경우와는 제도도입을 위한 제도환경이 상당
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용주의 갹출부담 측면에서는 기금의 적립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하므로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의 성격도 있으나,
기금의 적립운용 결과와는 상관없이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측면에서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측면(부담․갹출 측면 혹은 급여 측면)을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제도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기업)와 수혜 당사자(근로자)간 이해
상관이 엇갈리게 될 것이며 DC-DB형 제도간의 선택의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측면 중 사용주측과 근로자측의 제도선호 및 정책판단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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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장(이자율) 및 노동시장(임금상승)의 현재와 향후 상황에 따라서 결
정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주의
부담을 고정변수로 하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반대로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
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기업연금이 장기
적인 금융계약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두 변수(임금인상률,
이자율)의 단기추이보다는 장기추이에 대한 예측에 근거되어야 할 것이다.

다.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 확정급여형, 확정갹출형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급여형 제도(DB Plan) :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제도 안에 명시되
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주의 갹출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운용자에 의해 운영된다. 최종 급여가 사전에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속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갹출
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또
한 제도의 후원자(Sponsor)인 사용자에게 있다.
⇒ 확정갹출형 제도(DC Plan) :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신 갹출의무만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보통의 경우 피용자로부터의 갹
출도 허용되며, 미국의 401(K) Plan과 같은 제도에서는 사용주-피용자
간 공동분담(Matching Contribution)의 형식으로 갹출을 하게 된다. 대
부분의 경우 세법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갹출금의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제도가 고소득자
들의 세금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연금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갹출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아래 다.의 2) 참조)이 있어서 어떤 형태의 기
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어진 제도환경에서 합리적인 것인가는 복
합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형태의 제도가 병존하는 것이 상례
이며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들의 선호, 금융시장의 사정이 어떻게 변
하는가에 따라서 노사간에 이해상관과 득실이 엇갈리기 때문에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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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정책적으로 어느 한 제도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것
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책위험도가 크게 되어 합리적이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기업연금제도가 강제제도가 아닌 임의제도로 도입될 경우 어느
한 제도의 배타적인 도입은 정책차원의 과도규제(over-regulation)가
되며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단, 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제도로 도입할
경우에는 형식은 사적연금이지만 내용과 규제의 측면에서 공적연금과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없게 되므로 특정 형태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실
제로 기업연금이 2층보장으로서 공적연금의 보충역할을 하도록 강제적용
되고 있는 경우 국가에서 그 형태를 정하고 있다(예 : 스위스 = DC형 법정
기업연금; 호주 = DC형의 Superannuation Guarantee; 홍콩 = DC형
Provident Pension; 프랑스 = DB형 기업연금 등).
2)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확정갹출형(DC) 제도의 장단점
기업연금제도는 제도 스폰서(Sponsor)의 갹출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기금은 금융시장에서 운용되어 최종적으로 제도수혜자(Beneficiary)
에게 연금급여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스폰서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
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제도에 의해 최소의 부담으로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각 제도의 장단점은 기금적립부담과 급여혜택 중 어
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게 된다. 단, 위에서
지적한 대로 기업연금제도는 사용주와 근로자간 장기금융계약과 같은 것
이므로 제도의 장기적인 운영과정에서의 기금적립과 운용의 건전성, 경
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계속성의 유지가 기업연금과 관련된 계약이행의
성실성과 확실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은 단순히 부담과 급여 간의 일차원적 득실평가에 의해서만 판단
될 수 없으며 제도의 장기적인 이행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단점은 서로 다르며, 아래에서
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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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 제도의 장점 : 확정된 연금급여
DB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미리 제도
에 의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결과와는 상
관없이 근로자의 연금급여수준은 보장을 받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용의
리스크를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제도적으로 확정된 연금급여는 일종
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채무(long-term liability)에 해당하여 사용주에
게 부담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사정이
불안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장기채무는 근로자의 연금급여의 지급보
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DB형 제도의 단점 :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과 이동성의 문제
첫째, 실질가치 보전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DB형 제도는 최종 급
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
(inflation)에 대한 보장장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가치의 보전이 용이
치 않은 단점이 있다. 둘째, 건전성규제 및 감독의 비용의 문제가 있다.
제도를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DC형 제도와는 달리, 기금의 건
전성 및 지급보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가 커서 운영 리스크와 비용이 큰
것이 단점이다. 셋째, 이동성 및 통산성의 미흡을 들 수 있다. DB형의
또 다른 주요한 운영상의 단점은 제도간의 이동성(Portability)이 떨어진
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을 경우는 DB
형의 장점이 크나, 중간에 퇴직하거나 직장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기업간에 DB와 DC형이 혼재할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연금제도간의 이전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확정갹출형(DC) 제도의 장단점

(1) DC형 제도의 장점 : 적립의 보장성과 이동성
첫째, 지급보장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DC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제도에 의한 일정률의 갹출금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
므로 가시성(visible)과 접근성(accessible)이 높고 연금급여에 대한 보
장성 및 건전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둘째, 이동성과 통산성으로 제도간의 이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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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성에 문제가 없어서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연금을 쌓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수익률 가능성이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발전이 장기간 이루어져 금융시
장의 사정이 좋거나 투자운영이 잘 이루어질 경우 DB형에서 약속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연금급여를 확실한 보장성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2) DC형 제도의 단점 : 선택과 운영의 리스크
사용자에게는 정기적인 기금적립 외의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기금운
용의 리스크 부담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금급여의 최종 수준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금의 투자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자(Fund Manager)에 대
한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가 항시적인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근
로자 측면에서의 단점은 사용주측에서는 장점이 된다. 즉 최종 연금급여
의 보장에 관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독자가 되는 정부의 입장에
서 볼 때 DC형 제도의 경우 기금의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의
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다) DB-DC 혼합형(Hybrid) 제도

선진국가의 기업들에서는 DB, DC형 제도의 장단점을 넘어서 두 제도
의 장점을 딴 혼합형의 제도들도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는
Cash Balance 제도이다.
(1) Cash Balance 제도
Cash Balance 제도는 기본적으로 DB형 제도이나 각 근로자는 DC형
제도에서처럼 ‘현재까지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interest)를 적립받을 수
있는 개별 계좌를 소유하게 되며, 그 개인이 회사를 이직하게 될 경우 그
때까지의 적립금을 이자와 함께 정산받게 되는 제도이다(DC의 특성).
단, 정년퇴직시까지 그 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기 예정된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DB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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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oor Plan
Cash Balance의 변형된 형태인 ‘Floor Plan’도 있다. 이 제도는 기본
적으로 DC형태의 제도이나 여기에 최소한의 확정연금급여(DB)를 보장
해 주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DC형의 단점인 최종 연금급여수준의 불확
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국 기업들에서는 ‘Targeted Defined
Contribution Plan’(TDC)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최종 급여를 일
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갹출률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Daykin, 1995).
<표 3-4> DB형과 DC형 기업연금의 성격 비교
확정갹출제도

확정급부제도
갹출금

변동 가능

확정(근로자부담은 변동 가능)

급여

확정(급여의 일정비율)

실적에 따름

위험부담

물가, 투자수익률 변동 회사 물가,
부담
담

기업부담

기업수익률에 따라 변동

단체협약에 따라 고정

통산제도
도입

복잡

용이

연금수리

복잡

없음

선호

연공서열급여체계에서
장기근속자에 유리

단기근속자(젊은층)

투자수익률 변동 종업원부

라. 기업연금 도입의 강제성 여부 : 임의제도로 도입할 것인가 아니
면 강제제도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1) 강제-임의제도 도입의 장단점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경우 제도도입의 사회적 비용이 최
소화되는 반면 제도의 정착이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즉, 퇴직금제
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예, 이탈리아, 일
본의 경우). 반면 강제제도로 도입될 경우 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감독 등
에 관한 정교한 체계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하며 제도도입의 사회적 비용
이 커지는 단점이 있으나 제도의 전환 및 정착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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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는 장점은 있다(예 : 홍콩, 호주의 경우 모두 법정제도로 기업
연금을 도입).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부는 ‘적격기업연금제도’를
입안하여 기존의 기업 퇴직금제도를 적격연금제도로 유도하는 방안이 있
으며, 이때 연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정책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다(참조 : 미국, 일본의 경우). 반면 강제제도로 도입할 경우, 퇴직금
재원을 이용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때 사용주의 부담
률(Contribution rate)과 급여수준(Benefit level)이 노사간의 주요 쟁
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
2) 적용대상 및 전환방식
제도를 법정강제제도로 도입할 경우 적용의 대상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 근로계층까지 모두 포함할 것인지, 새로 진입하는 근로
계층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 강제도입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임의제도로 하되 적
격요건을 정하고 인센티브제도를 통하여 단계적인 전환유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어떤 전환모형을 택할 것인가는 제1차 정책연구보고서
(방하남, 2000)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단,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기존
의 퇴직금제도를 일시에 대체하는 전격적인 개혁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
닐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다양한 생계보장적 기능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비, 근로생애 동안의 주택마련, 교육비, 조기퇴직
후 사업자금 등)을 포기하고 일시에 퇴직후 노후소득의 기능으로 집중 전
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반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가입이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셋째, 퇴직금제도를 일시에 대체하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식은 사회적
정책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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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
진적인 확대전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마. 퇴직금 재원의 부분이행 혹은 전부이행의 문제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의 재원 전부를 전
환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전환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으로
남겨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사용자 책임의 공로보상금 혹은 전별금의 성격을 가
지면서 정년퇴직자의 경우 노후소득재원, 중간이직자의 경우 이직 혹은
미취업기간 동안의 생계유지비의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
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근로생애 동안의 목돈
수요를 희생하는 대신 근로생애 이후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기능 자체를 조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취지 자체는 노령화사
회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존 제도에 대한 근로
자들의 현실적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의 정책적 대안은 퇴직금의 재원을 노후소득을 위한 장기저축
과 실직시의 생계비 재원으로 나누어 퇴직금 재원의 일부만을 기업연금
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실직시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사업자
금 등 생계비성의 몫돈 수요는 세법에 의해서 기업연금급여를 일시금으
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업연금 적립금 중 일부를 저리로 대출받
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미적립시스템에서 적립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론의 문제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대부분이 기금의 미적립 상태에서 기업이 근로자
에 대해 지고 있는 퇴직금 부채가 장부상의 채무로만 기입되고 있으며 근
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운영자금에서 지불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할 경우 그간 미적립된 채무부분의 적립과제가 기업측에는
일차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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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같은 미적립제도에서 적립제도로 전환할 경우 과거근무채무
(Past Service Liability)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채무는 일정기간 분
할상각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 ERISA법의 도입과 함께 미적립상태의 기업연금제도를
적립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이러한 분할상각방법을 채용하였으며 기간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할상각제도를 통해 기업은 과거부채부분을 일시에 상환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거쳐 상각하게 되므로 일시적인 재원마련의 부담이 덜
하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의 점진적인 상각을 할 수 있어서 기업연금의
재원을 적립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득도 있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정한 상각기간(예: 10년)
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미적립기간중에는 지
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분
을 확정갹출 기업연금의 초기적립금으로 하되, 미전환분에 대해서는 노
사가 합의하는 일정한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추후 적립하도록 한다.
<표 3-5> 미적립부채에 대한 상각기간(미국)11)
․1974년 이후 신설 제도 중 최초의 미적립부채

30년

․제도 변경

30년

․보험수리적 이익 및 손실
단일기업주제도
다수기업주제도

5년
15년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단일기업주제도
다수기업주제도

10년
30년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DB형 기업연금에 대해 장부상의 적립도 하지 않
은 상태에서 매년 비용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11) McGill, Brown, Haley, Shieber,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7th
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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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적립을 하지 않고 장부기입방식(Book Reserve)으로 운영되어 회
계상의 연금부채로 기록되게 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업연금을 미적립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지급보장장치를 운영하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퇴직금이 법정제도이기 때문에 일
정 형태의 지급보장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인 Gurantee
Fund의 형식(예: 미국의 PBGC)이나 사적인 보증보험(Private Insurance)
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적정수준 확보 및 보장의 문제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과 관련된 기득
권의 변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정 퇴직일시
금의 수준에 대응하는 기업연금급여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급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퇴직금제도가 퇴직시점의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년수만큼의 월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DB형 제도의 경우 퇴
직시 확정되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DC형 제도
의 경우 사용자의 갹출률을 임금의 몇 %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이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확정급여나 확정갹출의 수준은 퇴직금을 대체
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업
의 자율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단, 기업연금에의 갹출 및 기금의 적립과
정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급여 및 갹출률은 법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퇴직금에 갈음하는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 및 갹출률의 수준은 제도도
입과 관련하여 노사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므로 연금수리적 기
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결정은 노사정간
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법정퇴직금을 단순히 100%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급여
의 수준은 법정퇴직금의 수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 직장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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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예상 할인율 및 예상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연금수
리적 기법으로 법정퇴직금과 상응하는 기업연금급여(actuarially equivalent
corporate pension)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 장의 정책제안에서
그 추정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아. 수급권 부여(Vesting)와 통산성(Portability) 확보 문제
DC형 기업연금의 경우 기금적립이 개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
금보험료의 기여 즉시 100%의 수급권이 부여되는 데 비해, DB형의 경
우 근속기간, 즉 제도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서 몇 %의 수급권
을 부여할 것인가가 제도설계의 중요한 측면이며, 미국의 ERISA법에서
는 수급권 부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선택안을 제공하며 규제를 하고 있
다 (사용자의 경우 되도록 장기근속의 경우에만 수급권을 부여하려는 동
기가 있게 마련임).
기업연금 관련법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가입 이후 최장 5년, 영국의 경
우 최장 2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통 가입 10년 내에 100%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DB형 기업연금제
도에서 수급권 부여 개시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근로자들의 직장이동이
빈번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복수의 여러 기업에서 발생하게 되어 기업측
에서의 운영상의 복잡함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되며, 근로자 개인 측면
에서도 계정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관리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다. 한편 수급권 부여 개시기간을 너무 길게 할 경우 단기근속자들을 연
금혜택으로부터 과다하게 배제하게 되고 장기근속자 위주로 제도가 운영
되게 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정퇴직금은 근속 1년 이후에는 강제적용되는 제도적 제한이 있어서
이의 고려가 필요하나, 기업연금제도하에서는 3년 정도로 유연하게 연장
할 수도 있을 것이며, 3년 미만의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DB형 기업연금을 도입할 경우 직장이동과 중간퇴직이 잦은 한국의 노
동시장 환경에서 기업간, 연금제도간의 통산성(portability) 문제의 해결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대안으로 개인퇴직적립구좌(IR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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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가별 수급권의 주요 내용(vested rights)12)
수급권의 부여

발생급부의 지수화
(accrued benefits
indexation)

벨기에

근로자갹출금: 즉시
기업주갹출금 : 1년

없으나, 조정 가능

캐나다

2년

약함

덴마크

즉시

프랑스

즉시

독 일

10년

헝가리

즉시

일 본

5년 내지 30년

멕시코

없음

네덜란드 1년

이전 형태
수급준비금(vested
reserves)의 이전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의 기업연금간 이전

있음
임의 조기퇴직시 이전금액이
적음
없음

없음

관행상 있음

동일한 조건시 이전 가능

노르웨이 3년
스페인

즉시

다른 국민연금제도로의 이전

스웨덴
(ATP)

즉시

국민연금의 완전 이전

스위스

최저갹출금: 즉시

영 국

2년

있음

다른 연금기금으로 이전

미 국

5년

없음

이전시 일시금 가능

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제도를 도입하여 중간 혹은
조기퇴직시 제도의 공백기간 동안 동 구좌에 적립했다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든지, 계속 적립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는
세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 기업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보장
의 과제
연금급여의 보장을 위한 지급불능보험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서 기
12) Andre Laboul, 앞의 책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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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연금제도를 불충분하게 적립한 상태에서 도산을 했을 경우에 가
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주로 DB형 기업연금에 대해서
적용된다. 기업연금에 대한 보장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 캐나
다, 미국, 일본,13) 영국, 핀란드 및 스웨덴 등 7개 국가이며, 별도의 공적
보장기구(PBGC)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불불능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범위나 보상방식 등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며 다음 표는 독일, 영국 및 미국의 지급불능보험제도를 개략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지불불능보험의 대상은 DB형 기업연금이며, DC형의 경우 개인구좌에
기금이 적립되므로 보장의 필요성이 없다. DC형 제도의 경우는 개별적
<표 3-7> 지급불능보험의 운용방식 비교14)
구
분
(설립년도)

독 일
(1974)

기업주의 지급불 장부가액방식의
능 및 과소적립
우 보상

영 국

미 국
(1974)

경 사기의 경우에만 보
보상
상
보상하지 않음
(과거에는 보상)

자발적인 청산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시장보험료 혹은
가격(지급불능
리스크)

없음

도산 후 수수료 수 회사별 위험도를 반
납
영하여 책정

한도

사회보장한도의 3배

-

현재 최고 월 US$
3,392

예외조항

미귀속 급부
직전년도 귀속급부
중 일부

-

미귀속 급부
최근 귀속급부 중
일부

Prudential rules
최소적립기준
자산평가방식

없음(장부가방식)
시장/역사적 가치

형태

상호보험

있음
수리적/시장가치
-

있음
시장가치
공적 보증기구

립시스템이므로 기금 미적립의 문제가 거의 없으나, DB형 제도는 기금이 미
13)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의 대행기능을 하는 ｢후생연금기금｣에 대해서만 보장제도
운영.
14) Andre Laboul, 앞의 책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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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unfunded), 부분적립(underfunded), 완전적립(fully funded), 초
과적립(overfunded)의 모든 가능성이 상존하며, 적립상태에 따라 지급
가능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초과적립의 경우도 분식회계의 소지가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감독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단 보험회사와의 계
약에 의해서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감독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
다.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법적 요구수준도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의 경우
공적 소득비례연금(SERP)에서 약속하는 최소 연금수준까지만 국가가
보장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
의 경우는 PBGC를 통해 연금기금의 미적립분에 대해 책임보험료 부과
및 규제를 통해 수혜자들에 대한 수급권보장을 확보해 주고 있다.
사용자에 의한 연금기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제혜
택(즉 pre-tax interest rate)을 제공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기금을
적립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 대부분의 연금이 미적립시
스템이며, 이는 자회사에 100%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를 참고로 할 경우,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미적립 최종급여 기
준 일시금 지급제도가 아닌 매월 적립시스템으로 전환만 하여도 기업연
금제도의 일단의 형식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업연금의 적립형태는 실질적이 아닌 명목적인 형태이
며, 이러한 시스템은 개혁 이전의 이탈리아의 퇴직금제도에도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퇴직금제도도 전형적인 사내유보제도(Book
reserve)이었지만, 우리와의 차이는 수익률 공식을 갖춘 명목(Nominal)
적립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즉 수익률 r = 1.5 +
0.75P; P=인플레이션율). 일본의 경우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기업
연금을 도입할 때 사내유보제도를 허용하였다(Bodie and Mitchel, p.
19).15)

15) 평가 및 감독체계의 구체적인 구축방안은 이탈리아의 기업연금감독청(Covip)의
사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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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업연금기금의 운용 및 감독규제의 과제
기업연금기금의 운용 및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슈로는 ① 연금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 유지와 ② 수익률 보장 및 급여수준의 보
장을 위한 감독규제의 과제가 포함된다(스위스의 법정 기업연금 기금운
용에 대한 규제 참조).
1) 연금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 유지
기업연금은 사적 기업복지제도이면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므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적
격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연
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연금기금의 운영자(신탁자)는 가입자들에게 최대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성실한 투자․운용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측에서는 운용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를 둠으로
써 많은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는 연금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담보할 수 있
도록 보호막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연금기금 운용의 리스크가 수
혜자인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의 경우 연금기금의 운용 결과는 해당 국
가의 금융시장상황 및 인프라수준, 운영자의 자질 및 실적, 그리고 정부
의 적절한 감독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 결과는 곧바로 연금급여의 수
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감독과제이다.
2) 수익률 보장 및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한 감독규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금급여의 보장(indexation method)을 위해 특
히 DB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
을 수 있다. 즉 약속된 연금급부의 수준을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근로자의
퇴직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기업연금(특히 미국
의 경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는 그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동일한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을 때까지만 보장해 주
고 있다(Bodie and Mitchel, 1996: 12∼13). DB형의 연금제도라도 경
기의 등락이 심할 때나 임금인상률이 아주 저조할 경우 등에는 장기적으
로 ‘확정된’ 연금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보전이 어렵게 된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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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제도에서는 이처럼 연금급여 확보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여수
준 보장장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특히 중간에 퇴직할 경우 그
근로자는 실제로 정년퇴직시점에서는 제도에서 약속하고 있는 확정급여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이동성
(Portability)의 결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업I에 입사한 A와 B라는 근로자를 상정해 본다.
A 근로자는 기업I에 입사한 후 정년퇴직시까지의 근로생애 동안 두 번의
중간퇴직을 하였고, 근로자 B는 기업I에 입사하여 정년퇴직시까지 근무
하였을 경우 A에게는 세 번의 부분적인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였고, B에
게는 한 번의 완전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A의 경우 두 번
의 중간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대해 근로생애 동안의 인플
레이션에 대한 보장장치가 없을 경우 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완전연
금수급권을 정년퇴직시 확보한 B 근로자보다 다른 조건(임금프로파일)
이 동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단, 이 경우 A
근로자는 중간퇴직시마다 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정산받아 스스로 투자
운용할 수 있으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받을 경우 세제상 불리하며, 독
자적인 투자운용으로 인한 리스크도 있어서 어느 경우든 연금급여와 관
련된 불이익은 존재하게 된다.

A
B

기업I (연금수급권 발생)
(확정연금(t-2)-인플레이션)

기업II (연금수급권 발생)
(확정연금(t-1)-인플레이션)

기업III
(연금수급권 발생(t))

기업I (연금수급권 발생(t))

영국의 경우 DB형 제도에서도 기부여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퇴직
연령까지의 한도 내에서 생계비비례연동(Cost of Living indexation)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중간퇴직한 근로자라도 연금급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이동성의 문제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DB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확정급여’라는 장점에도 불구
하고 기업연금제도간 이동성과 통산성이 쉽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단
점으로 연금수급권 확보 이후 정년퇴직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경제의 불
안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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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경영실적
이나 퇴직 당시의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것 이상의 연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아서, 혹자는 이러한 실질가치보장장치를 “묵
시적 생계비연동”(implicit cost of living indexation)이라고 보고 있다
(Ippolito, 1986).
근로자가 기금투자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DC형 제도에서의 적립
기금의 운용 및 감독규제의 문제는 DB형 제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
정이 다르다. 즉 계약형을 전제로 할 경우, 가입자는 투자의뢰자
(Providers)의 과거 실적, 본인의 투자수익과 위험과의 Trade-off에 의
한 선택을 하게 되므로 기금운용의 규제는 금융감독규정으로 족하게 된
다. 다만 자기회사 투자 등 오염효과(Contagion effects)를 방지하기 위
한 선언적 규정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신탁형을 전제로 할
경우, 양적 규제를 할 것인지 선관주의 의무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Prudent Men Rule)을 적용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아직 신탁(Trust)의 개념과 인프라가 발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최
소한의 양적 규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금기금에 관한 투자를 규제하는 대부분의 감독규정에서 발견되는 원
칙 중 하나는 기업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미국
은 확정급부형에 대해 기금의 10% 이상 자사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단,
401(K)제도는 예외), 영국은 5%, 벨기에 15%, 스위스 10%로 한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자사투자를 완전금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퇴직기금의
사내유보 혹은 장부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100% 자체투자
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 연금급여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와 지급보장성 확보를 위한 투자규제의 원칙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대비하여 양적 규제(Quantitative Regulation)
방식이 있으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Prudent Men Rule)은 효율적인 내부통제기능
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예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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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영국, 아일랜드)에서 주로 채용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대륙국
가 및 일본은 투자에 대한 양적 규제를 하고 있다.
3) 일정 수익률의 보장 및 일정수준 급여의 보장 문제
DB형 제도의 경우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내재적으로
수익률 보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DC형 제도의 경우
가입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근로자들의 과다한 투자리스
크를 줄이기 위해 DC형 연금상품에 대해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DC형에서의 수익률에 대한 규제 사례

스위스와 칠레 등 확정갹출형 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이 일정한 수준을 하회할 경우에 최저수익률을 보증
하는 제도가 있으나16)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익률 보장은 흔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선택에 따른 이익도 볼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DC형 기업연금제도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수익률 보장에 관한 국가별 사
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최저 수익률 보증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만, 생보사가 원리
금보장형 상품(GIC;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을 운용17)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브라질은 과거 금리가 매우 높았을 때 자발적인 기업연금에 대해서도
6%의 실질이율을 보장하도록 해주었으나, 현재는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이율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강제되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 가입한다. 생명보험회사가 기업연
금을 전담 취급하는데 수익률을 보증해 주며, 보증이율을 초과하는 수익
16) 이하의 최저 보증이율제도에 대해서는 John A. Turner, “Rate of Return
Guarantees for Voluntary DC Plans”, Nov. 2000에서 발췌한 것이다.
17) 미국의 경우 1992년 조사에 의하면 401(k)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연금기금의 반
이상이 GIC에 가입하였으나, 지속적인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이의 비중이 최근
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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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보험회사의 준비금18)에 적립했다가 보증이율이 실제 수익률을 하회
할 경우에 보충하게 된다. 준비금이 일정 이상 적립되면 근로자에게 배당
금으로 배분된다. 동 보증이율은 과거 3.5%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의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과거 National Provident Fund에서 4%의 명목이율을
보증했었으나 현재 신규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카. 기업연금 관련 세제정책
세제정책은 연금제도의 도입, 정착 및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별히 연금기금에의 출연, 기금의 운용, 연금급여의 수
급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과세혜택을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기
업연금제도의 확산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중간 혹은 정년퇴직시 어
느 정도 일시금 정산을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연금화(annunitization)
를 강제할 것인가, 연금의 중간인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세제상의 불이익
을 줄 것인가 등이 세제정책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세제는 EET체제이며, 종신연금은 공적연금에서
는 강제화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① 도입되는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일부대체형을 취할 경우(적용제외
등)에는 종신연금의 강제화가 필요하나, ② 기업연금이 현재의 개인연금
처럼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설정될 경우에는 세제에 의해서 일
시금 대신 연금화(annuitization)를 장려하면 될 것이다.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그간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로생애 동안의 목돈에 대한 수요의 해소 문제가 정책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혹은 대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중도인출의 경
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유보함으로써 기업연금 본래의 목적인 정년퇴직
18)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퇴직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전해 주는데, 일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수익률의 일부를 특별유보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원본 미달이 발생할 경
우에 보충하는데 이러한 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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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까지의 기금의 보전을 최대한 유인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중도인출은 개인별로 구좌가 있으며, 투자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DC형 기업연금에 국한된 문제로서 거래하는 금융
기관의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연금에서 일시금 선택을 허용하는 나라들의 일시금 허용 정도와
과세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8> 국가별 연금지급형태에 관한 규제
선택 형태 및 과세제도

오스트레일리아

완전선택 : 거의 모든 연금에서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며, 대부
분의 가입자가 일시금 선택
<일시금에 대한 세금부과내역>
- 5% : 1983년 7월 1일 이전 지급분
- 16% : 그 이후
- $836,000 : 연금으로 일부 지급시
- 완전 일시금 지급시 세율이 다소 낮음.

벨기에

완전선택 : 거의 모든 연금에서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며, 많은
수의 가입자가 일시금 선택
일시금에 대한 세금부과 : 16.5%

캐나다

확정갹출형제도는 완전선택 허용
일시금을 연금제도로 전환시 세금부과 없음.

덴마크

부분선택 : 일부분만 일시금 지급 가능
일시금에 대한 세금 : 40%, 연금은 일반소득으로 간주

아일랜드

영국과 유사

이탈리아

완전선택 : 대부분의 중요한 보완제도하에서 일시금 지급은
기업주에게 강제됨.
세제 : 일시금은 일반소득과 별도로 분리되며 유리한 세율부
과, 특히 장기근속(최고 금액은 최종 연간소득의 3배까지)의
경우 유리
부분선택 : 최근 도입되었으며, 일시금의 50%까지 가능하
고, 세율은 다소 높음.

일본

완전선택
세제 : 1500만엔까지 비과세(30년 이상 근무자는
1/2까지 비과세) 나머지 1/2은 정상적으로 과세

룩셈부르크

완전선택
세제 : 일시금에 대해서는 최고 3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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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완전선택 : 통상 월급여 형태로 지급하나 일시금 선택 가능.
일정수준의 과세

포르투갈

완전선택 :연금의 1/3까지 일시금 가능, 이 일시금은 비과세

스페인

완전선택 : 일시금/연금의 혼합의 경우에도 일시금 선택이 발생

스위스

완전선택
세제 : 일시금에 대해 분리과세
- 주별로 특별한 율 적용 또는
- 일부분만 일시금 수취시 연금으로 수취시 적용되었을 율
과 동일한 율
부분선택 : 일시금 기준 1/4까지이며, 동시에 연봉의 1.5배까지

영국

세제 : 일시금에 대해 비과세, 연금은 통상의 소득으로 간주.
부분선택을 장려하는 형태임.
부분선택 : 401(k)제도하에서는 일시금 지급 가능

미국

세제 :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며 연금에 대해 소득세 부과하

므로 일시금 지급시 고율 과세

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의 요약
아래 표는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들을 관련 내용에 따라 요약한 표이다.
<표 3-9> 기업연금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요약표
기업연금제도

논

도입 관련 이슈

점

적용의 강제성
강제
여부 및 적용
임의
범위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 및 전략
유지 여부

기업연금의
형태

DB
DC
Hybrid

고 려 사 항
임의제도가 대부분; 강제제도의 경우는
1차보장을 대체하거나 Contract-Out
을 Option으로 하고 있음.
퇴직금제도와 연금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무나; 일본의 경우는 공존,
홍콩의 경우는 Off-Setting 허용
초기에는 DB형이 주도적이며, DC형
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러나
여전히 DB형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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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부담 설정 퇴직금으로부터의 전환

사용자 부담이 주됨. 근로자의 갹출은
Optional

연금급여 설계 퇴직금과의 수위조정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급여수준이
DC형태의 연금도입을 어렵게 함.

허용 여부, 정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
물며, Transfer 혹은 Portability

Vesting Rights
Benefit Guarantee

DB형의 경우 직장이동시,
Transfer를 위해 필요

투자운용

계약형
신탁형

DB형의 경우 계약형이 보편적
신탁형은 최종급여보장 규제가
움.

관리감독

DB : 관리감독, 규제
DC : 개별계좌형태 운용

DB형의 경우 운영(기업), 관리감독
(정부) 부담이 큼.
DC형의 경우 부담이 적음(개인 책
임).

세제정책

적립, 운용, 급여단계

EET 형태가 주도적

보전성;
중간정산
수급권 보호
및 보장

연금간의

어려

2. 한국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전략 및 설계
가. 기본방향
1)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다양화․유연화
현행 퇴직금제도는 중간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년퇴직자들의 경우 전형적인 DB형 기업연금과 유사한 급여구조를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 제도
정비차원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내용과 운영형태를 다양화․유연화함
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효과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가) 법정제도의 내용 다양화

현행 퇴직보험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에 갈음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급여를 도입(예 : DB형 기업연금, 하이브리드형 연금제도,
우리사주제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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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제도의 운영 유연화

퇴직보험제도 이외에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급여를 보장해 줄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퇴직)연금제도가 금융시장에서 설계되어 운영되도
록 한다.
2) 명시적 제도전환 :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일본의 경험으로 볼 때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가 공존하는 상태에
서 적극적 정책개입이 없을 경우 제도전환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정시점 이후에는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
완전 전환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간의 명시적 전환방법
으로는 새로 진입하는 근로세대부터 기업연금제도 가입을 강제화하는 세
대교체형 전환방안과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퇴직
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제도교체형 전환방안
이 있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1차 연구보고서 참조(방하남 외,
2000)).
3) 중간수준의 전환방안
현재 노동조합측에서 원하는 것은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큰 전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사
외적립을 극대화시키되, 첫째, 동일직장에서 정년퇴직자는 단순히 종신연
금으로 전환하고, 둘째,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는 전직시에 현행의 퇴직금
을 개인별 퇴직적립구좌에 이체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종 직장의 정
년퇴직금과 개인별 적립구좌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연금전환시키는 것이
다. 다만, 연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우대혜
택을 폐지하고 외국과 같은 수준의 연금세제 도입이 필요하다.

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제도의 설계
1) 최소 퇴직(연금)급여의 보장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연금급부는 기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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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여러 가지 경로(회사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를 거쳐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나 법정퇴직금제도에서 전환할 경우 최소급여의
보장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단, 기업별 적정수준은 취업규칙에 명시하
거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을 것임).
법정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가입기간 25년, 예정이율
5.0%를 적용할 경우 최종소득 기준 18∼20%의 대체율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25년을 상정하면, 연금급여공식에
의해 표준소득자 기준 약 38∼40%의 소득대체율이 예정되어 있다.
기업연금제도 시행시 급여수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노동단체
간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나,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현행 퇴직금제도
에서의 급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주의 기여분(contribution)도 최소급여의 보장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참여자격
DB형 기업연금의 경우 수급권(Vesting Right)은 입사 이후 일정기간
(3∼5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획득하게 되나, 현재 퇴직금은 근속 1년
이후로 정하고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 1년으로 정하거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정도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단, 비수급권
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퇴직일시금 정산제도 적용).
미국의 DB형 연금제도에서는 직장이동이 잦은 불안정 취업계층에 대
해서는 불리한 제도로서 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DB+DC형
의 Cash Balance Plan이 있다.
3) 갹출 및 비차별의 요건
갹출은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사용자의 100% 갹출에 의해 운영되며, 종
업원간의 비차별 요건은 이미 퇴직금제도의 법제에도 규정되어 있다.
4) 세제
현재 새롭게 개정된 세제인 EET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단, 연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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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급을 정책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시금과 연금간의 차별세제를 설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세형평상 근로자 갹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갹출분에 대해서는 손비처리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비과
세를 적용한다. 단, 수급시에는 현재와 같이 과세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
퇴직일시금에 대한 축소세제와는 달리,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서 과세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지만,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세율상 유리하게 된다.
5) 적립금의 운용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은 최종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운영상의 리스크
가 사용자에게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과 연금급여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운영과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공적 감독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예 : 미국의 ERISA법에 의한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의 규제). 그러
나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양적 규제를 최소화
하고 되도록 Prudent Men Rule에 의한 전문적인 투자운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6) 기금의 이전 및 통산(Portability)
DC형과는 달리 DB형 제도는 이전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중간에 이직
을 할 경우 DB형 기업연금을 정산하여 새로운 DB나, DC형의 기업연금
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년 이전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DB형 제도에서는 그동안 축적
된 연금수급권(Credit)을 현가화하여 정산하게 되며 정산된 금액이 새로
운 기금으로 이전되게 한다. 정년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는 정산된 DB
연금을 자영업자나, 사용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저축계좌(IRSA)로 이전하여 정년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인연금을 구입함으로써 계속해서 퇴직
연금을 불입한 후 정년 이후에 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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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조기)인출
일정 연령(정년퇴직연령) 이전 혹은 일정 적립기간 이전의 인출에 대
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한다(단, 사망, 장애 등의 경우는
예외). 단, 주택구입 등 근로생애기간 동안 예외적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경
우 적립기금의 일부를 중간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8) 관리․감독
계약형, 신탁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신탁형에 대해서
는 기금회계, 기금의 지배구조 등 준비할 사항이 많으므로 우선 계약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기업에서 신탁형을 원할 경우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9) 분배
적격 수급연령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적립금을 분배하되 일시
금의 경우 연금으로의 Rollover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제도의 설계
미국의 전형적인 DC형 기업연금인 401(k)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갹출(Matching contribution) 형태가 보편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갹출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추가갹출을 적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설정
해야 할 것이다.
1) 법정 최저갹출률의 설정
DC형의 경우 최저급여보다는 최저갹출률의 설정이 주요한 이슈로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예상되는 연금급여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저갹출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예 : 5.3∼8.3%). 근로자들의 경우 현
재 일부 기업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개인연금을 DC형 기업연금으로
Plus 전환할 경우, 큰 부담 없이 제도의 Fun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갹출은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의 사용주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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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금운용에 의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설
정하면 될 것이다.
2) 참여자격 및 비차별 요건
DB형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3) 세제
DB형 제도에서와 같이 사용주의 갹출분은 전액 손비인정하고, 기금의
이윤 발생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제도에서와 같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적립된 기금의 분배시에는 일시금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도
록 한다.
4) 투자 및 운용
DC형 연금제도의 경우 투자의 리스크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국가에 따라서 투자가능 대상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운용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투자는 대부분의 경
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결과에 따라서 최종 연금급여가 정해진다는 불확실성이 DC형의 가장 큰
단점인 반면, 미국의 생보회사에서 제공하는 GIC(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 혹은 은행권의 BIC(Bank Investment Contract) 등의 DC
제도 상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것들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DC형이 갖는 단점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이전 및 통산
DC형 제도는 제도간의 이전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와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직장이동
이 많은 젊은층 근로자들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사항이다.
6) 중간인출 및 차입
조기인출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간접규제 방안과 강제적으
로 조기인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단 근로생애 동안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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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적 필요에 의한 조기인출의 선택안을 제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을 담보로 하여 차입은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니나, 기존의 퇴
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기능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
우 차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예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차입을 허용).
7) 급여의 배분
일시금과 연금형태의 수급을 선택사항으로 설정하되, 일시금 선택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연금수급으로 유도한다.
8) 규제 및 감독, 공시 및 교육
기업연금제도를 법정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갹출금의 결정, 취급 금융
기관의 선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노사가 공
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기업연금운영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연금제도를 계약형으로 운영할 경우와 기금형으로 운영할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계약형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여지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형에 관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우선 구축하되,
기금형의 수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근로자의 개별 DC형 연금계좌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시, 정기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사용주와 관리자
의 수탁의무(fiduciary duty 강조), 1년에 2회 이상의 공시의무 명기, 기
타 정부측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미국의 e-401(k)), 특히 기업단위의 정보서비스가 부족할 중소기업
이나,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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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연금제도 관련 세제정비 방안

1. 기업연금세제
가.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정부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확대방안｣의 일환
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2000년 12월에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전면 개편하였다. 이는 노령화사
회로의 진전에 따라 연금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연금소득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소득세의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소
득종류간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과세체계 개편의 핵심은 각
종 연금제도의 연금적립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 수령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세이연(Tax-Deferred)제도로의 전환이
다. 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각각에 대하여 일관성 없
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세제체계가 적용되던 과
거의 연금세제에 비하여 현행 연금세제체계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과세형평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연금제도 발전과정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과세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주요국의 연금제도
발전과정에서 연금세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자발적 연
금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유
인정책수단인 연금세제를 기업연금의 도입과정에서 검토해 봄은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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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연금과세체계의 개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과세
체계, 개정연금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 퇴직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 주요 선진국의 연금세제 비교 및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나. 연금과세체계의 개요
1) 연금과세의 단계적 구분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된다. 즉
노후생활 자금을 위해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적립하는 ‘납입단계’, 갹출된
기금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투자운용하는 단계인 ‘수익발생단계’ 및 동기
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수취단계’로 분류한다. 각 단계별로 적
용되는 과세내용에 따라 연금세제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우선 ‘납
입단계’에서는 미래 연금소득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이
적립하는 보험료나 부담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손금인정 여부 및 한
도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납입단계 세제를 “입구세제”라 칭하기도 한
다. 둘째, ‘수익발생단계’에서는 유입된 현금으로 형성된 연금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여부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
으로 ‘소득수취단계’에서는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수령
형태(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른 과세 차별화 문제가 발생되며, 이 단계의
과세체계에 대해 ‘출구세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2) 각 단계별 과세여부에 따른 다양한 유형
[그림 4-1]은 연금과세체계 및 과세유형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단계별
과세여부에 따라 EET형과 ETT형 외에 TTE형, TTT형 등 다양한 유
형도 존재가 가능하다. 여기서 E(Exempt)는 소득공제 또는 손금인정을
의미하고, T(Taxed)는 과세소득으로 과세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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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금과세체계 및 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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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Ex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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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각국의 실정에 맞는 연금세제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연금
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 주요국의 기업연금 과세체계19)
과세형태

국 가

과세형태

국 가

TTE

New Zealand

EET

Korea, U.S., U.K., France,
Canada, Denmark,

ETT

Sweden, Japan

TTT

Australia

Switzerland, Germany

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20)과 직역연금21)이,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22)과
19) 전춘옥 외 2인,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 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8.
20)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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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적연금이다.
21)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
원연금을 통칭한다.
2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를 둔 퇴직보험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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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금 관련2001년
세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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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23)이 포함된다. 상기된 우리나라 3층보장 연금제도에 대한 납입
시부터 소득수취시까지의 과세체계 흐름은 개략적으로 [그림 4-2]와
같다.
1) 공적연금제도의 과세체계
2000년까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보험료 등의 납
입단계에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과세한 후 연금수령시는 비과세하는
TEE체계였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2001년부터는 보험료 등의 납
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 등 소득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체계로 전환되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에 의한 연금저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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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 납입단계

보험료 납입단계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적연금보험료
를 납부한 경우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100%를 공제한
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2001년 동안 불입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만
큼 공제한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분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이하 직역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다.
<표 4-2> 공적연금 입구세제 개정내용 비교
가입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공무원,
직역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부 담
2)
(부담비율 )

2001년 이전

2001년 이후

사용주(4.5%)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좌동

근로자(4.5%)

소득공제 불가

한도 없이 100%1)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9%)

보험료의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한도 없이 100%1)
소득공제

정부 등
(7.5%)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좌동

공무원 등
(7.5%)

소득공제 불가

한도 없이 100%1)
소득공제

주 : 1) 2001년 불입액 : 50% 소득공제.
2)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 월급여액(직역연금)에 대한 비율임.

나) 소득수령단계

소득수령단계에서는 수령하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소득으로 분
류과세된다. 국민연금법 및 직역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 장해, 상
이, 요양 성격의 연금 또는 일시금은 비과세되며,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
금 등의 일시금형식으로 수령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
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등 연금형식으로 수령
되는 금액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액과 합하여 연금소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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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종합소득과세된다. 다만, 과세되는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보험료 및 사용자부담금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연금 및 일시금에 한정한다.
다) 경과규정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2001년 이전에 불입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는바, 총 수령액에서 2001년 이
후부터 불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
세법은 2002년 이후로 하고 있는바, 이는 2001년 동안의 불입액에 대하
여 50%만 소득공제하는 경과규정을 감안한 조치로 추정된다.
분류계산된 소득금액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서 계산된 소득금액과
합산되어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연금소득세와 퇴직
소득세에 대한 과세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표 4-3> 공적연금 과세대상금액 계산
소득구분
퇴직소득
국민
연금 연금소득

직역
연금

과세대상금액 계산
불입원금＋이자＋가산이자
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 수령액×―――――――――――――――――――――――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퇴직소득

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 수령액×――――――――――――――――
총 기여금 불입월수

연금소득

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 수령액×――――――――――――――――
총 기여금 불입월수

주 : 환산소득 :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
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산이자: 자격상실자가 반환일시금 청구요건을 충족시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
는 경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 청구사유 발생일
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근거로 당해 계산기간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국민연금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2) 퇴직금제도의 과세체계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속년수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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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동 재원을 사내유보 또는 사외적립방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입구세제 문제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시 퇴직자로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
해 소득의 수령형태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출
구세제 문제가 발생된다.
가) 입구세제문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매년 적립하는 사업주에 대해 손금인정 문제
가 발생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퇴직금추계액의 40%와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보험 가입 등 사외위탁시에 한하여 손금을 추가 인정해 주고
있다.
나) 출구세제문제

퇴직자의 퇴직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공적연금과 유사하게 수령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자가 퇴
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종
업원퇴직보험 및 신탁,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의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퇴직보험
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경과조치
로서 2004. 12. 31.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보험 수령액은 퇴직소
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퇴직금에 대한 연금소득과세가 실질적으로 2005
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개인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노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한 후 보다 풍
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불입하는 저축이 개
인연금상품이다. 1994년 6월 2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연금저축
(이하 “개인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오다가 2000년 12월 3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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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를 대신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
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근거한 연금저축상품(이하 “연금저
축”)이 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개시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가) 입구세제문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문제가 발생된다. 과거 개인연금
저축상품은 저축 불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
었다. 그러나 개정된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 불입액의 100%를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나) 출구세제문제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수령형태에 따라 상이
한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형태
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여 타 연금소득과 합산한 후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총연금액에 포함될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된다.
<표 4-4> 개인연금 과세대상금액 계산
소득구분

과세대상금액 계산

기타소득 해지일시금×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연금소득

{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수령액× 1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주 : 위 산식의 의미는 과거 소득공제받은 부분(d)과 비과세되었던 자산운용수익(e)
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연금소득 : g, 기타소득 : a+b), 과거에 소득공제 받지 못하
여 과세되었던 부분(f)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연금소득 : h , 기타소득 : c)는
취지임.

한편 연금저축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a)에 5%를 곱한 금액에 대해 해지가
산세를 부과하여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이 노후생활자금에서 이탈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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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그림 4-3] 개인연금 과세대상 부분 도시
a : 불입원금(240만원 이내) 누적액
b : 자산운용수익
누적액
c : 불입원금(240만원 초과) 누적액

c
비과세
(h)

과세(f)

b
자산운용수익
비과세(e)

a

연금소득
과세(g)

소득공제(d)

계약체결

불입기간

지급개시

지급기간

계약만료

4)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등에 대한 과세체계
지금까지는 각 연금제도별로 불입액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 및 손금인
정 문제와 소득수취단계에서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수령형태에 따른 과
세분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개략적으로 각 제도별 연금형식의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형식 수령액은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
여 과세한다. 아래에서는 출구세제상 소득의 수령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목별 세액계산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소득과 유사하다.
시간추이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과세신고 및 납부 순으로 과세
과정이 진행된다.
우선 국내에서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수령시점에서 원천징수의무
자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난 잔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하며, 사
적연금의 경우는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이후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연금소득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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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1월분의 연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
일)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는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서 “근로소득의 1월 연말정산” 방법과 동일하다. 연말정산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24)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 원천징수
(-) 환급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연금소득자에 대하여는 연금소득공제와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만을 적용함)를 차감한 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을 계산한 후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가산세는 제외한다. 원칙적으
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
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살펴본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
산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정산된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이 있는 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확
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
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상기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제도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등에는 퇴직소득세가 과
세된다. 퇴직소득은 근속년수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
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 부당
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결집효과’ 또는
24) 임상엽, 세법개론, 2001 , 상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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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퇴직급여액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퇴직소득결정세액

급여비례공제① + 근속년수공제②

율

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년수＊기본세율＊근속년수
Min(240000＊근속년수, 퇴직소득산출세액＊50%③)

① 급여비례공제 : 퇴직급여액의 50%(명예퇴직수당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
고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75%의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폐지됨)
② 근속년수공제
공제액

근속년수(t년)
0＜t≤ 5

300,000

×

t

5<t≤10

1,500,000

+

500,000

×

(t-5)

10<t≤20

4,000,000

+

800,000

×

(t-10)

20<t≤∞

12,000,000

+

1,200,000

×

(t-20)

③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부칙 제17조】
기

간

퇴직소득 세액공제액

2001.1.1.∼ 2002.12.31.

Min(240,000＊근속년수, 퇴직소득산출세액＊50%)

2003.1.1.∼ 2004.12.31.

Min(120,000＊근속년수, 퇴직소득산출세액＊25%)

2005.1.1.∼

폐 지

‘묶음효과’(Bunching Effect)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
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이 퇴직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세액을 경감시켜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총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세율이 곱해
지는 과세표준은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하고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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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대해 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추가적으로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표 4-5>는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과정이다.
위 산식에 의해 계산된 결정세액은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갑종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징수되어 납부된다.
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과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기타소득 수령시 기타
소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되고 그 잔액을 수령하게
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다
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개정 연금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상기 개정 연금세법이 연금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효과는 세법 개정 이전
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연금세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인 세제구조를
도입한 점에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논
의되는 현 시점에서 연금가입자에 대한 상대적 세부담 증가는 연금제도
활성화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개정 연금과
세제도의 세부담 증감 여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미래변수들(세율, 이자율, 불입시와 수령시의 소득수준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추정작업 때문에 결론이 일률적으로 내려지기 어려웠다. 아래에서
는 개정 연금과세제도의 경제효과에 대한 국내 발표 논문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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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운오․박찬웅의 연구25)
Scholes & Wolfson(1992)은 과세방법에 따라 미국의 저축수단을 여
섯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개정 전후의 연금과세제도를 유형
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4-6> 연금과세제도의 유형 및 과세혜택의 성격
수령시점
불입시점

연금수령액의 과세

연금수령액의 비과세

유형①
불입액 공제
불입액 상당 개인소득: 과세이연
허용
투자수익 : 과세이연

유형②
불입액 상당 개인소득 : 비과세
투자수익 : 비과세

불입액 공제 유형③
불인정
투자수익 : 과세이연

유형④
투자수익 : 비과세

위의 네 가지 연금과세유형을 우리나라 개정 전후의 연금과세제도와
대응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개정 전후의 연금과세제도의 유형
공적연금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제외)
개인연금
가입자기여금 사용자부담금

개정전

개정후

180만원 이하
불입분

유형②

180만원 초과
불입분

유형④

240만원 이하
불입분

유형①

240만원 초과
불입분

유형③

개인연금과
동일

유형④

유형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유형③

유형①

25) 정운오(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찬웅(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개
정세법상의 연금과세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회계저널 (제10권 제2
호),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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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연금과세방법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수령액에 적용
되는 소득세율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1원의 연금소득에
대해 2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연금수령자의 종합소득세율이 40%라면
실제적용세율은 40%*(1-20%)=32%가 되어 8%만큼 적용세율이 감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즉 실제적용세율은 종합소득세율(t)에다 전체연금수
령액 중 과세되는 비율(g)을 곱한 gt가 되는 셈이다. 여기서 연금수령액
중 과세되는 비율인 g는 (1-공제율)이며, 이는 연금수령액 대비 연금소
득금액의 비율과도 같다.
<표 4-8> 개정 과세제도의 연금소득공제 및 연금수령액 1원에 대해 과세되는 비율(g)
연간 연금수령액(A)
250만원 이하

연 금
연금소득공제액(B)
소득공제율
100%
불입액 전액

g(1-A/B)
0

250∼500만원 이하

40%

250만원+250만원 초과액＊40%

0∼30%

500∼900만원 이하

2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20%

30∼52%

900∼2600만원 이하

10%

430만원+900만원 초과액＊10%

52∼77%

600만원(공제허용한도)

77%∼

2,600만원 초과

0

1) 연금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
개정전 과세제도하에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에 불입한 1원에 세전으
로 매기 R%의 투자수익률(Before-tax annualized rate of Return)이
적용된다면 n기간이 경과한 후 수령하게 될 연금의 세후 누적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 : 2(1+R)n

( 1 + R) n
1-0.4t
- 연간 180만원 초과 불입분 : (1+R)n

․개인연금 : - 연간 180만원 이하 불입분 :

개정 과세제도하에서 R%의 세전 수익률을 갖는 연금에 1원을 불입하
면 n기 후 세후 누적액은 다음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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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

( 1 + R)

(2- t)(1- gt)
1-t

n

․ 개인연금 : - 연간 240만원 이하 불입분 : ( 1 + R)
- 연간 240만원 초과 불입분 :

n

1-gt
1-t

n

( 1 + R) (1-gt)+gt
개정전 및 개정후 과세제도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미치
는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9>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하의 세후 누적액 차이
차

이

(개정후 세후누적액개정전 세후누적액)
공적연금
연간 180만원 이하

( 1 + R)
( 1 + R)

n

n

연간 180∼240만원
연간 240만원 초과

일률적 우열관계
없음

일률적 우열관계
0.6-(1-0.4t)g
t
없음
( 1 - t)( 1 - 0 .4t)

개인
연금

1- (2-t)g
t
1-t

비 고

( 1 + R)

n

1-g
t ＞ 0
1-t

- [ ( 1 + R) n -1]gt ＜ 0

개정제도 유리
개정제도 불리

위의 표는 한계불입액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불입액 전
체에 대한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결론
개정전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연금수령액을 비과세하나 개정제도하의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허
용해 주는 반면 연금수령액을 과세한다. 또 사용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부
담금으로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은 개정전 비과세하던 것을 개
정후는 과세한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불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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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금수령액이 매우 많지 않은 한 개정제도가 여전히 가입자에게 유
리하나 세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정 제도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개정전 개인연금과세제도는 불입액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
고 연금수령시점에서는 비과세하나, 개정제도는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폭을 넓혀 주고 대신 연금수령시점에서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
한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불변하고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
로 적은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개정 제도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개정 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불입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하락하면
개정 제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율이 상승하면 연금수령액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다.
<표 4-10>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연금가입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공적연금

비

고

가입자 기여금에 대해서는 개
애매함. 연금수령액이 상대적
정 과세제도가 유리하나 사용
으로 적다면 개정 과세제도가
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개정
유리
제도가 불리함.

개정전 과세제도는 40%소득
애매함. 연금수령액이 상대적
공제/비과세이나 개정후 과세
180만원 이하 으로 적다면 개정 과세제도가
제도는 100% 소득공제/과세
유리
임.

개
애매함. 240만원 한도 내에서
인
180만원을 초과한 한계불입
1 8 0 ∼ 2 4 0 만 불입액이 많을수록 개정 과세제
연
분에 대해서는 개정 과세제도
도가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할
원
금
가 유리함.
가능성이 높음.
애매함. 불입액이 많을수록 개 240만원을 초과한 한계불입
240만원 초과 정 과세제도가 연금가입자에 분에 대해서는 개정 과세제도
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음.
가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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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소득이 낮아 저세율이 적용
되는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소득이 높아져서 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과세제도가 불리할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고소득을 올리는 장기경력의 근로자보다는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연령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므로 개정 연금세법은 고연령
연금가입자보다는 저연령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 정요섭의 연구26)
1) 가정
신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
하고 계량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① 불입금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의 불입금 감소 이용
② 그해의 절세액을 그해의 불입금 감소에 이용
③ 불입금이 신구 연금간에 동일하고 불입금납입 전기간에 동일
④ 소득세율 체계 불변
⑤ 개인연금급부에 대한 소득공제 불고려
적립이율이 신구 개인연금간에 동일하고 불입금납입 전기간과 연금수급
전기간에 동일

2) 모델 설정
모델의 기본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신․구 연금
각각에 대한 연금수급 개시전 실제불입금(연말불입금에서 소득공제절세
액을 차감한 금액) 총액에 대한 세후 적립총액의 비율을 구한 후 이 두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신개인연금의 세제지원효과
TECR = 구개인연금의 세제지원효과

26) 정요섭(한양대 디지털경영학부 교수), ｢신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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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N t (1+ i p ) t (1- 1.1ATR )
∑
t= 1
n

=

(PN- TRN)
∑
t= 1

t

n

PO t (1+ i p )
∑
t= 1

t

n

(PO- TRO)
∑
t= 1

t

TECR : 세제지원효과 비교치
t : 계약체결후 불입금 납입 경과기간
n : 불입금 납입 만기년
PN : 신연금에 대한 매년 불입금
PO : 구연금에 대한 매년 불입금
ip : 불입금에 대한 적립이율
1.1 :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됨을 고려한 것
ATR : 신연금의 경우 연금급부시 적용되는 누진세율
TRN : 신연금의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절세액
TRO : 구연금의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절세액

3) 결과분석
불입기간 10년, 매년말 불입금 180만원, 불입기간중 적립이율 7%, 10
년 만기후 즉시개시연금을 가정하면 불입금 만기시점에서의 실제불입금
에 대한 적립총액 비율은 <표 4-11>과 같다.
구연금에 대한 신연금의 세제지원효과 비교치인 TECR을 구하면 <표
4-12>와 같다.
불입시의 누진세율과 연금수급시의 누진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값
이 모두 1 미만으로 구연금이 유리하고 누진세율이 높아질수록 구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시의 세율이 불입시
의 세율보다 한 단계 낮은 경우에는 불입시의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시의 세율이 불
입시 세율보다 두 단계 이상 낮은 경우에는 모두 신연금이 유리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신연금이 세제지원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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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1> 불입금 만기 시점에서의 실제 불입금에 대한 적립총액 비율
누진
세율
10%
20%
30%
40%

소득공제절세액

구분

매 년
불입금

매년

신연금

1,800,000

198,000 1,980,000

구연금

1,800,000

신연금

1,800,000

구연금

1,800,000

신연금
구연금

10년 합계

실제불입금

불 입 금 적립총액/
누적이자 실제불입금

16,020,000

8,610,479

1.6611

792,000

17,208,000

8,610,479

1.5464

396,000 3,960,000

14,040,000

8,610,479

1.8953

158,400 1,584,000

16,416,000

8,610,479

1.6210

1,800,000

594,000 5,940,000

12,060,000

8,610,479

2.2065

1,800,000

237,600 2,376,000

15,624,000

8,610,479

1.7032

신연금

1,800,000

792,000 7,920,000

10,080,000

8,610,479

2.6399

구연금

1,800,000

316,800 3,168,000

14,832,000

8,610,479

1.7941

79,200

<표 4-12> 세율변동에 따른 TECR수치 결과
불입시
누진세율

10%

20%

30%

40%

구분

연금수급시 누진세율
0%

10%

신연금

1.6611

1.4784

20%

30%

40%

구연금

1.5464

1.5464

TECR

1.0742

0.9560

신연금

1.8953

1.6868

1.4784

구연금

1.6210

1.6210

1.6210

TECR

1.1692

1.0406

0.9120

신연금

2.2065

1.9638

1.7211

1.4784

구연금

1.7032

1.7032

1.7032

1.7032

TECR

1.2955

1.1530

1.0105

0.8680

신연금

2.6399

2.3495

2.0591

1.7688

1.4784

구연금

1.7941

1.7941

1.7941

1.7941

1.7941

TECR

1.4714

1.3096

1.1477

0.9859

0.8240

다. 개정 연금세제의 경제효과 추가분석
정운오․박찬웅 연구상 제시된 모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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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모델을 근거로 추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 수정모델
우선 공적연금의 경우 개정 연금과세에서는 사용자부담금을 유형③으
로 분류하였는바, 이는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논리상 문제가 없으나 현재 소득세법상 사용자부담
국민연금보험료는 비과세로 규정되고 있다.27)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의 사
용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금액으로 포함되었다가 소득공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므로 유형①로 분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동일한 논리로 개정전 연금세제에서 사용자부담금을 유형④로 분류하였
으나 유형②로 분류하여야 한다.
기존 모델에서는 불입시점의 소득공제액이 투자원금을 증가시키고 증
가분도 기존 연금과 동일하게 부리됨을 가정하였다. 즉 개정전 과세제도
에서 연간 불입액이 180만원 이하인 개인연금의 경우 불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허용되어 불입액 1원에 대해 (0.4×t)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
고, 이는 사실상의 투자원금이 (1-0.4t)원임을 의미하므로 이를 1원의 불
입액으로 환산하여 n기 후 세후누적액은 식대로 (1+R)n÷(1-0.4t)원이
된다. 소득공제한도 및 비과세 적용여부를 세분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관
계로 이와는 다르게 소득공제절세액만큼을 타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세후 이자율(R'=R×(1-이자소득세율 ti))로 부리됨을 가정한다.
2) 결과분석
상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 개정전 과세제도하에서 공적연금 및 개
인연금에 불입한 1원에 세전으로 매기 R%의 투자수익률(Before-tax
annualized rate of Return)이 적용되고 소득공제절세액에 세후로 매기
R'%의 투자수익률이 적용된다면, n기간이 경과한 후 수령하게 될 연금
의 세후 누적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 : - 사용자부담분 : (1+R) n + t
- 근로자부담분 : (1+R)
27)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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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 연간 180만원 이하 불입분 :
(1+R)

n

+ 0.4 t

0

(1+R')

n
n

- 연간 180만원 초과 불입분 : (1+R)

개정 과세제도하에서 R%의 세전 수익률을 갖는 연금에 1원을 불입하
면 n기 후 세후 누적액은 다음과 같아진다.
․공적연금 : - 사용자부담분 :
(1+R)

n

(1-g t n ) + t

(1+ R')

n

0

(1+ R')

n

0

- 근로자부담분 :
(1+R)

n

(1-g t n ) + t

․개인연금 : - 연간 240만원 이하 불입분 :
(1+R)

n

(1-g t n ) + t

(1+R')

0

n

- 연간 240만원 초과 불입분 :
(1+R)

n

(1-g t n )+g t

n

개정전 및 개정후 과세제도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미치
는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3>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하의 세후 누적액 차이
차
이
(개정후 세후 누적액-개정전 세후 누적액)
공적연금
연간 180만원
이하
개인 연간 180∼
연금 240만원
연간 240만원
초과

t

0

0.6 t
t

0

(1+R') n -2 ( 1 + R) n ․g․ t
0

g․ t n ․〔1- ( 1 + R) n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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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우열관계 없음

n

(1+R') n - ( 1 + R) n ․g․ t

(1+R') n - ( 1 + R) n ․g․ t

비고

n

n

일률적
우열관계 없음
일률적
우열관계 없음
개정제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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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은 한계불입액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
섯 가지 변수(t0, tn, ti, g, R, n)가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n(=10),
R(=7%), ti(=0.15)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세 변수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표 4-14∼17>과 같다.
<표 4-14> 공적연금에 대한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하에서의 세후 누적액 차이
t0

10%

20%

30%

40%

g
tn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

+

+

+

+

－

－

－

－

－

－

20%

+

30%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주 : +(－) : 개정과세제도 유리(불리).

3) 결과
위의 결과는 기존 정운오․박찬웅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
적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불변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매우 많
지 않은 한 개정제도가 여전히 가입자에게 유리하나 세율이 상승하는 경
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정제도
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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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180만원 이하 개인연금에 대한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하에서의 세후 누적액
차이
t0

10%

20%

30%

40%

g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tn
10%
+
+
+
+
+
+
－
－
－
－
20%
+
+
+
－
－
－
－
－
－
－
30%
+
+
－
－
－
－
－
－
－
－
40%
+
+
－
－
－
－
－
－
－
－
10%
+
+
+
+
+
+
+
+
+
+
20%
+
+
+
+
+
+
－
－
－
－
30%
+
+
+
+
－
－
－
－
－
－
40%
+
+
+
－
－
－
－
－
－
－
10%
+
+
+
+
+
+
+
+
+
+
20%
+
+
+
+
+
+
+
+
+
－
30%
+
+
+
+
+
+
－
－
－
－
40%
+
+
+
+
+
－
－
－
－
－
10%
+
+
+
+
+
+
+
+
+
+
20%
+
+
+
+
+
+
+
+
+
+
30%
+
+
+
+
+
+
+
+
－
－
40%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주 : +(－) : 개정과세제도 유리(불리).
<표 4-16> 180∼240만원의 개인연금에 대한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하에서의 세후 누
적액 차이
(사례 : 240만원 불입)
t0
10%

20%

30%

40%

g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n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10% +
+
+
+
+
+
+
+
+
+
+
20% +
+
+
+
+
+
+
+
+
+
+
30% +
+
+
+
+
+
+
+
+
－
－
40% +
+
+
+
+
+
+
－
－
－
－

주 : +(－) : 개정과세제도 유리(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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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240만원 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개정 전후 연금과세제도하에서의 세후 누적액
차이
(사례 : 300만원 불입)
t0

10%

20%

30%

40%

g
t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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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개정과세제도 유리(불리).

한편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불변하고 연금불입액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개정제도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연금불입액이 상대적
으로 많은 경우에는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불입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하락
하면 개정제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율이 상승하면 연금수령액
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
하다. 결론적으로 연금수령액이 적을수록, 한계세율 하락폭이 클수록 개
정연금세제의 과세이연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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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퇴직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 관련 세제의 내용은 사업주의 사내유보 및
사외적립에 대한 손비인정과 퇴직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형태에 따른 연
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과세 문제로 결론지어 진다. 기업연금제도의 도
입시 제도 활성화를 최적화시키는 세제구조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의 윤곽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기업연금
에 대응하는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세법상 세제적격기준에 대한 규정의 부재
장기투자인 연금제도의 특성상 미래의 불확실성(인플레이션위험, 이자
율변동위험, 투자위험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은 연금제도
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되
는 적격요건은 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부실화 또는 이상운영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ERISA뿐만 아
니라 IRC에서도 기업연금의 적격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명확한 적격기준이 정립되고 그 구분에 의하여 세제혜택의 내용
도 분명히 차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제는 기업연금에 대한 적
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 등을
법정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으로 간주하기 위한 퇴직보험 등의 적격요건
이 있을 뿐이다.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주
요 적격요건28)은 아래와 같다.
① 퇴직근로자는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③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일 것.
④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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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⑤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
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나. 입구세제상 문제점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
하고 근로자의 추가불입은 용인되지 않으므로 입구세제 적용은 사업주에
게만 한정된다. 즉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충당
금에 대해서 사내적립을 할 경우에는 추계액의 40%까지 손비인정을 해
주고 있다.29) 우리나라 기업의 사외적립률은 48% 정도로 추정되며,30)
이는 1998년말까지 적용되었던 세법상 손금인정한도인 50%에 근접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설문조사31)에 따르면 평균 추계액 대비 사외적립비율
이 60.5%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기업들이 세법상 사외적립에 대한 손금
인정한도(60%=100%－40%) 이상으로 사외적립할 유인이 적고, 세법상
손금인정한도가 사외적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한편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인정한도의 비율은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
의 수급권 보장이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손금인정비율을 상향조
정하면 기업의 자금부담은 완화되나, 사내적립액의 증가로 인해 종업원
에 대한 수급권 보장은 약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내적립에 대
해서 일정비율까지 손금한도를 인정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부담
을 완화시켜 주기는 하나,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사업주의 퇴직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출구세제상의 문제점
1) 연금선택의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개정된 세법은 퇴직소득의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29) 법인세법 제33①, 동법 시행령 제60조.
30) 한국노동연구원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영실태조사 , 1997.
31) 2001년 금융감독원 실시 퇴직소득지원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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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퇴직일시금은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많
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온바, 퇴직금의 연금수령으로의 유도
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에 대한 연
금소득세보다 조세부담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연금선택의 유인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일시금
에 대한 세제 중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세액공제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전액 퇴직보험
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이 정년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와 연금으로 받을 경우의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부담세액 비교
퇴직금 수령 대안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1억원을 현행 소득세 기
준으로 받는 경우(d), 2005년부터 적용될 소득세 기준으로 받는 경우(e),
연금으로 받되 10년간 분할해서 받는 경우(c), 20년간 분할해서 받는 경
우(b), 30년간 분할해서 받는 경우(a)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연금 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종합소득공제는 일괄적으로 160만원으로 하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
득세는 각 부담결정세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할인율은 10년
의 경우 6.78%, 20년의 경우 7.05 %, 30년의 경우 7.3%를 적용하였다.
동 할인율의 적용기준은 2001. 6. 30. 현재 10년 만기 국채이자율을 근거
로 20년과 30년 만기를 추정한 후 무위험이자율로 사용한 것이다.
<표 4-18> 대안별 결정세액의 현재가치 비교
대

안

결정세액

a

b

c

d

e

2,988,710

3,593,996

5,263,210

1,600,000

3,200,000

위 표에서와 같이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d)
이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세액부담이 적다. 한편 2005년 시행될 세
법 기준에 의하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e)이 10년, 20년 연금으로 받을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물론 부담세액은 근속년수, 퇴직금액, 연금
- ⅴ -

106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수령기간, 할인율 등에 영향을 받는바, 할인율이 낮다면 연금수령시의 부
담세액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더욱이 동 사례분석은 퇴직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의 여
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수령시의 부담세액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
이다. 부담세액에 대해 할인율 및 일시금 기준의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민
감도를 분석해 보면 현행의 퇴직소득세 과세형식보다 연금소득세 과세시
세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직소득세 개정시에도 연금수령기간
이 길고 수령액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연금소득세의 세부담이 커진다.
<표 4-19> 금액 및 할인율별 부담세액의 현재가치 비교
(단위 : 천원)
할인율

5.78% 기준

6.78% 기준

7.78% 기준

일시금

1억

1.5억

2억

1억

1.5억

2억

1억

1.5억

2억

a

2,456

6,703

11,160

2,988

7,354

11,813

3,450

7,911

13,800

b

3,204

7,600

12,651

3,594

8,029

14,376

3,978

8,413

15,914

c

5,110

11,612 20,498

5,263

12,241 21,279

5,407

12,832 22,013

d

1,600

5,850

4,100

1,600

5,850

4,100

1,600

5,850

4,100

e

3,200

5,700

8,200

3,200

5,700

8,200

3,200

5,700

8,200

[그림 4-4] 금액 및 할인율별 부담세액의 현재가치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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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금을 퇴직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면서도 퇴직소득세
- ⅴ -

제 4 장 기업연금제도 관련 세제정비 방안 107

의 경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중간정산제가 연봉제의 실시 등과 함께 확산
되고 있는바, 중간정산자금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유도될 수 있는 세제지
원 금융상품의 도입에 대비한 세제정비 또한 필요하다.

라. 세제 미정비
현행 세법에는 퇴직금의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
금신탁과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에 대한 세제만이 명시되어 있
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업이 갹출하는 보험료 등에 추가하여 자신이 보험
료를 부담(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하는 경우나, 기업주가
퇴직금제도에 추가적으로 미국식 종업원지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32) 등을 포함한 확적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기업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에 관련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인 기업연금제도 도입 및 확산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소
지가 크다.

4. 주요 선진국의 기업연금세제 비교
가. 주요 선진국의 입구 및 출구세제
입구세제와 출구세제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의 기업연금세제를 개략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담주체의 입구세제
기업연금의 갹출금은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구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갹출금인
비용을 어떻게 과세할 것이며, 종업원 입장에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동
금액을 종업원에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와 종업원이 사업주의
32) 종업원과 기업주가 공동으로 혹은 기업주 단독으로 기금을 갹출하여 주로 우리
사주를 구입하여 적립하였다가 종업원 퇴직시에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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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금과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영국 및
독일의 과세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20> 주요국의 입구세제 비교
사업주 갹출분
사업주
미국

한도내* 근로자소득으로
손금산입 함.
적격연금:

일본

전액

근로자 갹출분

근로자
간주하지

소득으로

지급시까지 과세이연

아니

소득공제 없음.***

간주하되 적격연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후생연금: 사회보험료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

:

￥50,000

한도

간주 후생연금 : 사회보험료 소득
공제

근로자소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급여의 15% 한도 내에서 소
한도내**
영국
(단, 근로자 연수입이 ￡82,200
득공제
손금산입
초과분은 과세).

독일

전액

준비금과 공제기금 : 소득으로 준비금과 공제기금 : 소득공
간주하지 아니함.
제 없음.

손금산입 연금보험과 직접보험 : 소득으 연금보험과 직접보험 : 한도
로 간주하여 과세
내 소득공제

주 : * ① 사업주 갹출한도 : DC형의 경우 Min(급여총액×25%, $30,000)을 상
한으로 갹출.
② 근로자 갹출한도 : DC형의 경우 $10,000을 상한으로 갹출.
③ 소득공제 한도: 연급여의 15%.
** 근로자 연수입 ￡82,200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인정.
*** 401(k)의 경우 비과세한도액($10,000)까지 소득공제 인정.

2) 수급주체의 출구세제
기업연금의 수급단계의 과세는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느냐 혹은 연금으
로 받느냐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종업원이 퇴직 전에 사망한 경
우 종업원에 대한 귀속분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혹은 연금으로 받느냐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및 독일의 과세체계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4-21> 주요국의 출구세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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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퇴직일시금

미 국

일
본

적격
연금
후생
연금
영국
준비금
&
공제기금

과세
(본인 갹출분
제외)

퇴직연금
과세
(본인 갹출분 제외)
DC형:연간급부
액 한계 있음.*

근로자 갹출분
공적연금 등 공제
공제 후
후 잡소득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간주하여 과세
퇴직소득으로 공적연금 등 공제
간주하여 소득세
후 잡소득으로
과세
간주하여 과세
전액 비과세
전액 과세

사 망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소득세 과세
($5,000공제)
소득세 및
$600,000
상속세 과세
초과시 상속세
과세
상속세 과세
상속세 과세
(￥5,000,000×법 (￥5,000,000×
정상속인 상당액 법정상속인
상당액 공제)
공제)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소득세 과세

－

소득세 과세

Min(연금액 40%,
소득세 과세
6,000DM)비과세

독
사업주 갹출분
일 연금기금
소득세 과세
원금상당액 공제 :소득세 과세
&
(12년 이상 유지
후 과세
근로자 갹출분
직접보험 계약은 비과세)
:상속세 과세

사업주 갹출분
:소득세 과세
근로자 갹출분
:상속세 과세

주 : * Min($130,000, 과거 가장 높았던 3년간 급여 평균)
→ 한도 초과 수급액에 대해 15%의 규제세 과세.

나. 미국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미국은 적격기업연금에 대하여 EET형의 세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기업연금제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제도이면서도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및 내국세법(IRC)에 의
해서 종업원간의 형평성, 수급권 등의 적격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시키
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Form 5500 등 세
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국세
청 및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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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적격요건
적격요건은 IRC와 ERISA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한 적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와
의 독립성, 공시의무, 형평성, 수급권 등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① 기금은 회사(고용주)와 독립적인 수탁자에 의해 신탁의 형태(trust)로
운영되어야 함.
② 그 연금계획은 서면의 확정계획에 의해 작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직원들
에게 공포되어져야 함.
③ 그 계획이 임원, 주주, 간부들(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근로자 및 연
봉 80,000달러가 넘는 근로자 포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함.
④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보
장을 해주어야 함.
⑤ 고용주는 반드시 현금이나 다른 현물재산의 형태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한편, 미국의 노동관련법인 ERISA(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에서는 가
입대상, 연금수급권, 과거근무분에 대한 채무상각 조건, 확정급부형의 경우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
와의 재보험체결 의무화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① 25세 이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인 자는 전원 가입대상일 것.
② 연금수급권에 있어서는 통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100% 지급할 것.
③ 과거근무 채무분의 상각은 30년 이내 완료하는 것일 것.
④ 기업연금 폐지의 경우 적립금 부족분에 의한 급부 불이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PBGC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것.
⑤ 감독관청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과 가입자에 대한 제도내용 및 현황
을 공개할 것.
⑥ 전직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된 일시불 급부를 개인퇴직계정에 이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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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대한 과세체계
세제상 혜택33)은 첫째, 기업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기업연금의 종업원 출연금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401(k)형의 경우 종업원의
불입금에 대하여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회사 또
는 종업원의 출연금을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매년의 퇴직신탁 운용수익에 대
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넷째, 이렇게 소득공제, 손금산입 그리고 운영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원리금은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시 실제로
인출시에 과세되게 되나 이 경우에도 일시금의 경우는 5년 또는 10년 평균
법을 선택할 수 있어 장기보유로 인한 누적효과를 낮출 수 있다. 끝으로, 사
용자 출연금 또는 퇴직시 인출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세(FICA Tax)나 연
방실업세(FUTA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3) 부분별 세제
가) 적격퇴직연금의 입구세제

적격퇴직연금의 입구세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확정갹출형에서 401(k)는 CODA(Cash or Deferred Arrangement)
규정이라고도 불리며 참여종업원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받거나
연금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신탁으로 과세 전에 갹출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서 Profit－Sharing Plan, Stock Bonus
Plan, Pre－ERISA Money Purchase Plan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적립 및 운영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 배당수익뿐 아니라 자본이
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한다.
확정급부형의 경우 완전적립금34)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10%의 벌칙세(Excise Tax)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과도한
기금적립으로 손비인정을 받음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으로 기업연금이 악
33) 이상율 사무관(재경부 소득세제과), ｢미국의 연금과세제도｣, 월간조세 , 2001. 5.
34) ERISA법이 규정하는 연금산정방식상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장차 지급해야 할 연금급부액의 현가 총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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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추정된다.
<표 4-22> 연금제도 및 부담주체별 갹출금 과세방식
부담주체
DB

DC

Pension
Plan

입구세제

기 업

갹출한도 : 세법상 제한 없음.
손금산입한도 : 연금수리상 적정액

근로자

현실적으로 갹출 불가

기 업

갹출한도 : Min($30,000, 연소득의 25%)
손금산입한도 : 연급여의 15%

근로자

갹출한도 : Min($30,000, 연소득의 25%)
소득공제한도 : $10,000

401(k)

나) 출구세제

기업연금으로부터의 급부 수령시의 과세인 출구세제는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와 통산(portability)을 위한 임시
해지시의 과세체계가 각각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annuity)형식의 수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입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된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불입시 과세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세법상의 과세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예상 연금수령기간을 산출 (종신연금의 경우 IRS에서 매년 공시)
② 예상 연금수령기간에 매년 연금수령액을 곱하여 예상 수령가능총액을 계
산
③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을 산출
④ ｢특정 연도의 연금수령액×(1－과세제외비율)｣만큼 과세

예상 연금수령기간은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는 동 확정된 기간을 사용
하고,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서 정하는 예상수령기간35) 동안 과세제외비율만큼 과세에서 제외하나 그
예상수령기간 초과시에는 연금 전액이 과세된다.36) 아울러 과세되는 소
득세는 연금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되고, 종업원이 퇴직한 날과 70.5세에
35) 연금수리적으로 정하는 평균사망연령까지의 기간이다.
36) IRC 72(b)(2)에 규정되어 있으며,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종신연금이 개시되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예상수령기간 초과시에도 과세제외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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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익년 4월 1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기업연금이 개시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즉 최저지급요건금액
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의 50%를 벌칙성 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다. 유
족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일시금형식의 수령은 5년 이상 가입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59.5세에
달했을 때에는 연금급부 대신에 일시금(lump sum)으로 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해 수령 당해 연도에 전
액 과세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집적
효과(bunching effect)를 피하기 위하여 5년 평균법을 이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5년 평균법은 일시금에서 최소공제액37)을 차감한 세전소득을
5로 나누고 여기에다 개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
액에 다시 5를 곱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말한다.
근로자가 59.5세가 되기 전에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한 해에 15만불을 초과하는 인출에 대
해서는 그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과다인출 벌과금이 부과된다. 종업
원이 사망하여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일시금에 대해서는 5,000달러의 사
망급부 공제를 한 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일시금이 60만달러를 초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시에는 상속
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 통산을 위한 임시해지

근로자가 퇴직한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의 적격기업연금에 가
입하든지 개인별 퇴직구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세와 10%의 가산세가 면제되고 계속 비과세혜택이
지속된다. 즉 통산(portability)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roll-over)는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기금에서 타 기금
으로 직접적으로 이관하거나 수급자가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타 기금으

37) 최소공제액은 일시금(x)의 금액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① x<$20,000 : 일시금의 50%
② $20,000≤x<$70,000 : $10,000 － {(x－$20,000)×20%}
③ x≥$70,000 :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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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

다. 일본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일본의 기업연금세제는 ETT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평가되며, 보험
성격의 적격요건을 갖춘 적격퇴직연금 및 국민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후생연금기금에 대해서는 적격연금으로 취급하며, 특정 퇴직금
공제단체의 비적격연금, 사업주가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자사연
금은 비적격연금으로 취급한다. 아래 표는 과세체계를 나타낸다.
<표 4-23> 일본의 적격연금 및 비적격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

적격연금
비적격연금

사업주 갹출액

운용수익

근로자 수급액

소득공제

과세

연금 등 수취시 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

수급권 확정시 과세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요건
적격퇴직연금의 요건은 연금제도의 설정 목적, 대상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퇴직연금계약의 적격요건)에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할 것.
② 종업원을 급여의 수취인으로 할 것.
③ 급여 수취인은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을 것.
④ 보험료와 급여액은 적정한 연금수리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⑤ 보험료는 정액방식 또는 급여비례방식 등으로 할 것.
⑥ 과거근무 채무에 대한 보험료 불입은 사전에 정할 것.
⑦ 5년마다 재정 재계산시 초과하는 유보액은 기업에 반환할 것.
⑧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금은 후생연금기금의 보험료의 전환
이외는 기업주에게 반환되지 않을 것.
⑨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 ⑧항의 요건에 정한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는 급여 수취인에게 귀속될 것.
⑩ 급여의 지급조건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두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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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받는 등의 이익을 받
지 않을 것.
⑫ 계약은 상당기간 계속된다고 인정할 것.

2)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과세혜택
입구세제를 우선 살펴보면,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의 손
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까지 과세이연을 허
용하고 있다. 근로자 부담분은 타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50,000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적격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서 1%를 특별법
인세로 부과하고, 주민세는 특별법인세의 17.3%를 부과하여 합산하여
적립금의 1.173%를 과세하고 있다.38) 이렇게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
는 취지는 기업연금의 사용자 갹출을 급여의 변형으로 간주한 간주소득
의 과세이연에 따른 기간이익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알려진다.
3) 출구세제
출구세제는 급부의 지급사유에 따라서 다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24> 지급사유별 출구세제의 과세방식
지급사유
정년퇴직
해약․환급
사망

형태
연금

과세소득 계산

적용세제

잡소득 연금수령액×(1－본인 부담 보험료/연금지급 총액)

일시금 퇴직소득 일시금－본인 부담 보험료－퇴직소득 특별공제1)
일시금 일시소득 일시금－본인 부담 보험료－일시소득 특별공제2)
연금
일시금

상속세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

주 : 1) 근속년수 20년 이하 : ￥400,000×근속년수
근속년수 20년 이상 : ￥8,000,000+￥700,000×(근속년수－20년).
2) ￥500,000.

38) 법인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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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연금세제 정비방향 및 과제
가. 기업연금세제 정비방향
1) 세제혜택
연금제도에서 세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과거 주요국 기업연금
제도의 발전에는 조세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 401(k)제도에 의한 연금제도 발전이 그러하다. 기업연금제도는 그 제
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그 장기간 동안의 리스크가 보상되지 아니하고
는 위험회피자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금리하락으로 인
한 투자수익 감소 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상실 위험과 가입
금융회사 파산 위험 등 미래 장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보상해
주면서 자발적으로 연금제도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세
제혜택이다.
2) 차별화
이러한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적정한 노후생활보장이
다. 이 목적에 부합되게 적립되거나 사용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차별화된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경우39)에
대하여는 부과하였던 세제혜택을 환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조세회피 목
적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40). 또한 모
든 기업연금제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연금제도 내 차별화 금지, 연기금의 건전 보장 등 근로자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적정하게 설계된 경우에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
39)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Moral Hazard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40) 미국의 경우에도 기업연금세제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종업원에
대한 과다혜택 부여금지 조항(Top Heavy Plan Rules), 근로자간의 비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매년 국세청 및 노동
부에 기업연금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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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적격요건은 단순히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분류근거가
아니라 기업연금제도가 사용주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조세형평성,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을 근거로 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형평성보다는 효율적인 기업연금제도
의 도입을 위해 보다 차별적 세제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기업연금세제 정비과제
1) 소득재분배 역할
전술하였듯이 2001년부터 시행된 세법은 연금세제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는 과세전환이었다. 또한 이는 노후저축에 대하여 연금 수
취시까지 과세이연(Tax－Deferred)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현재 및 퇴직
시점 소득수준, 예상 근속년수, 소득세율의 변동, 이자율의 변동 등을 고
려하여 미래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경우 현재 소득을 Life－Cycle에 따
라 미래소득으로 재분배시키는 기능을 도모한다. 또한 현행 연금세제는
저소득 연금수령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소득 연금수령자에 대
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기업연금 도입시 세제개정작업 병행
2001년 연금세제 개정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연금에 대응하는 법정퇴직금과 퇴직보험
등에 대하여는 세제 개정작업이 소폭 이루어 졌고 이 또한 200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 앞으로 기업연금 도입시 세제 개정작업이 병행될 것
으로 보이며 그 틀은 기본적으로는 2001년 연금세제 개정 취지와 부합하
는 현행 EET형 체계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의 갹
출액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손금산입과 소득공제가 주어지고,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과세이연한 후, 연금수령시 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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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과세하든지,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되리라 추정
된다. 도입되는 기업연금의 형태가 확정갹출형이든 확정급부형이든 현행
EET세제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 질 것이다.
3) 보완점
우선 세제적격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참여자격(Eligibility), 적용범
위, 비차별조건, 수급권 부여조건(Vesting Plan), 재원갹출요건, 연금배
분조건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연금적립액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조건
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비적격기업연금제도의 운영도 인정하되 적격기업
연금제도에는 차별화된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 및 손금인정에 적정수준의 한도를 두어 과도한 적립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조세회피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금수령과 비교하여 연금수령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
어야 할 것이다. 현행 퇴직일시금은 노후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연금의 최저노후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우수한 반
면 상대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의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국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사회적인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노후저축을 장려할 수 있
는 세제체계의 정비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심도 있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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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의 재정 및 운용방안

1. 기업연금의 재정 및 운용방안의 의미
본 장은 기업연금기금에 조달된 자금의 투자방법을 검토하고, 투자성
과의 안정화방안, 투자과정의 규제방안, 투자대상의 정의 및 제한여부, 공
시방안 등을 설계함으로써 도입되는 기업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실행을 도
모하는 것을 검토목적으로 한다.
기업연금의 재정은 사전 적립되어야 한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경
우 완전적립이 이루어지지만 확정급부형의 경우 연금부태에 대한 지급보
증을 위해 적립상태의 건전성 평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연금의 운
영방안으로는 첫째, 적립된 자산은 투명하며 엄격한 평가를 통해 건전성
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대한 연금
수리 및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같은 자산과 연금부태의 적립상태에 대한
평가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연금 적립자산의 투자는 적절하
게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분산투자,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관리, 환율
관리, 자기기업에 대한 투자, 종목당 투자한도 등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운용을 유도해야 한다. 가능하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합적
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자산별 양적 투자제한과 신중한 관리자 규제 등
은 기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
업연금의 지불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과 부당한 기업주의 관리책임을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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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끝으로, 연금제도의 비용, 급부의 특성에 대해
적절한 공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기업연금
가입 종업원에 대한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확정갹출형과 같
이 개인들이 투자대상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2. 기업연금의 설립형태
가. 설립형태의 구분
1) 신탁형태(Trust form)
신탁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가 관리하는 자산의 집단형태를 의
미한다.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은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면서 자산운
용은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 위양투자된다. 주로 영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5-1] 미국과 영국의 신탁형태 기업연금 구조

수탁자
* 제도운영
갹출

F und 또 는
Trust

사업주
협약

투자기관
*투 자

갹출
급부

근로자

2) 기금형태(Foundation form)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제도의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독립적
으로 설립된 법적 조직(independent legal entity)으로서 스위스, 네덜
란드 등에서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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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형태(Corporate form)
연금자산을 보유하는 법인형태로서 연금가입자들이 주주 또는 이 기금
의 소유자로서 기금을 운용하는 회사형 조직(corporate entity)이며, 헝
가리와 스위스의 전문가집단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4) 계약형태(Contractual form)
연금제공 주체 및 관리기업과 법적으로 독립된 자산집단으로서 법적
기구는 아니며, 금융기관에 기업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일괄 위탁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계약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며, 미국의 경
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형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는 계약형을 사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기업연금의 설치 및
관련되는 적격요건 등을 기업을 대신해서 보고하고 있다.
[그림 5-2] 한국과 일본의 계약형태 기업연금 구조

갹출

사업주
사업주

갹출

금융기관
금융기관
* 운영,
투자를
운영,
투자를
겸업겸업

협약
협약
급부
급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나. OECD 국가들의 기업연금 관리형태
최근 OECD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형보다는 신탁형이나 회
사형 기업연금 관리방법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신탁
형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연금수리인(actuary), 감
41) OECD Staff, “Pension Fund Governance”, Apri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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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auditor), 자산보관인(custodian) 등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자산운용역이나 급부지급인을 선택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계약형은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형에
도 신탁형과 마찬가지로 기금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능별 전문기능을 선
택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형의 경우 연금수리나 감사 등의 기능을 선택하
지 않아도 되므로 상당히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 기업연금의 설립형태 중 계약형의 장단점
1) 계약형의 장점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형의 경우 규제의 편의성이라는 장
점이 있다. 즉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기업연금의 투자대상으로 개발하고, 여기에 기업과 종업원이 가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감독기관
의 감독이 용이하며, 각 금융기관별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쉽게 이루어진다.
2) 계약형의 단점
각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오히려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
으며, 기업연금에 관한 통제가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서 규제의
차이(arbitrage of regulation)로 인한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연금의 가입이 특정 금융기관의 선택과 직결되므로 금융기관들의 불안정
성으로 인한 제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금
부채의 특성, 만기 등을 감안하면 기능별 접근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이다. 그러나 기능별 접근방법은 계약형 기업연금 외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기업연금에 관한 총체적인 규제를 다시 규정화해야 한다는 어려
운 과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라. 기업연금 설립형태의 선택
기업연금의 효과적인 관리와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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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은 약점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인 신탁형이나
회사형 등은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연금법이 제정되면
미국의 ERISA처럼 금융영역과 무관한 기업연금제도의 법적 실체에 대
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 금융권별로 법률과 감독이 이
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계약형이 선택되기 쉽다.

3. 기업연금의 운용
가. 기업연금의 운용규제
OECD 국가들은 기업연금의 자산운용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관리자
의무(prudent person rule), 자산별 양적 제한의 규제방법을 취하고 있
다.42)
1) 신중한 관리자 규제 방식
이 규제방식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홍
콩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연금기금이 “마치 자신의 재산을 다루듯이 전
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되는 것을 요구하며, 연금의 기금운용
기관은 “인격이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기금운용에 대하여 숙련, 신중
그리고 근면”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감독 당국은 기금운용기관들이
정하는 투자결정을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대신, 감독기관에 의해 적
립 규모 그리고 다른 지표들이 감시된다. 이 방식은 주로 투자위험을 고
용주가 책임을 지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적용되며 자산부채관리와 같
은 정교한 관리모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 방식은 연금운용에 관련자
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포괄적인 규제방식으로, 단순한
양적인 규제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규제방식이다.
2) 자산별 양적 규제 방식
이 규제는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며,
42) E. P. Davis, Portfolio regulatio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OEC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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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상품의 열거, 최대 및 최소 투자한도 제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이 방식은 주로 투자위험을 가입자가 책임을 지는 확정갹출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system)에 적용된다.
3) 두 가지 규제방식의 선택 추세
기업연금의 오랜 역사가 있거나 자본시장이 잘 발달한 국가의 경우는 대
개 신중한 관리자 의무와 같이 완화된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기업연
금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기업연금에
대해 특히 도입 초기 일반적으로 강한 양적 규제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 개도국의 사례

개도국의 경우 완화된 규제방식에 의한 규제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개
도국의 금융시장의 여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기금의 안정성, 제도의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다소의 강한 규제방식이 불가
피하나 이때 기금운용의 투명성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점으
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경우, 신중한 관리자와 같은 규제방식을 취하
기 어렵다. 이는 제도 안에서 가입자 각자가 과도한 투자위험을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확
정갹출형 가입자들의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조심스러운 자산운용을
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투자방법을 조언하는 기업 역시 법적 소송을 피하
기 위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수한다. 그 결과 종업원들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
다. 또한 확정급부형의 경우 양적 규제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합하지 않다. 투자의 양적 규제로 인해 포트폴리오
구성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급부액의 조성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나) OECD 국가들의 사례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연금의 투자제한은
다음 표와 같다. 신중한 관리자 규칙은 주로 분산투자와 의사결정의 분권
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적 규제는 부동산, 자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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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업당 투자 등을 유연하게 제약하고 있다. OECD 국가(27개국) 중
약 반 정도가 주요 자산집단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1) 주식투자 한도

16개 국가에서 주식투자 한도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65%로
가장 많으며, 멕시코는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프랑스, 핀
란드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11개 국가에서는 주식투자의 한도가 없다.
(2) 부동산투자 한도

주식투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부동산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헝가리, 멕시코는 부
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3) 국공채에 대한 투자제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는 대출운용도 제한되고 있다. 국공
채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멕시코에서는
국공채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금의 최소 50%를 EC
국가가 발행하는 정부채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최저 60%
를 자국내 공사채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독일 등은 연금준비금의 80% 이상을 동일화폐로 표시되는 자산
을 소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외투자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5-1> OECD 국가들의 기업연금 투자제한 내용
신중한
관리자
규칙
캐나다

핀란드

국내자산에 대한
양적 제한

자기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외국자산에 대한
양적 제한

자사 10% 이내
한 기업당 30% 이 기금의 20% 이내
내
주식 30% 이내, 비
동일화폐를 80% 이상
상장주식 5% 이내,
보유, 외화투자 5%
존재
자사 30% 이내
모기지 50% 이내,
이내,
EC
타국가
부동산 40% 이내
20% 이내
존재 부동산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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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이탈리아

존재

일 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 국

존재
존재
존재

20∼25% 주식, 1
5∼20% 부동산
유동성 자산 20%,
폐쇄형 펀드 20%
주식 60% 이내
-

미 국

존재

-

자사 10% 이내

동일화폐를 80% 이상
보유, 6% 이내

1사당 20%

50% 이내

허용
5% 이내
10% 이내
5% 이내
DB의 경우 10%
이내

5∼10% 이내
외국주식 25% 이내
-

다) 연금 운용에 대한 EU 지침

EU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지침을 작성하고 있으며 초안에 게재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의 신중한 관리자 규칙>
-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기금운용자에게만 기금운용 인가
시장에서 평판이 좋고 적정한 전문경험을 갖춘 기금운용자 선택
연금제공자(기업주 혹은 단체)로부터 법적으로 완전 분리
적정한 재원조달 및 준비금 적립
검사, 감독, 보고의무
근로자에 대한 정보공시의무
적정한 자산운용 규정

나. 기업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법
1)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사업자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서 사업주의 갹출의무만이 존재하며
퇴직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갹출형 기
업연금의 제공자에게 전가되는 투자에 있어서의 의무나 부담은 매우 작
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과 상품,
펀드매니저의 선정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성과가 낮게 발생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만약 이렇게 종업원에
대한 투자추천 및 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투자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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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책임은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종업원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정갹출형에 대한 투자규제는 자사주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제
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행위 등에 대한 금지 등의 일반적인 규제사항
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2) 확정급부형
확정갹출형과 달리 확정급부형은 사업주의 책임하에 투자되는 기금으
로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해진 급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므로 정해진 급부를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도
록 자산을 마련하고 수익률을 실현해야 한다. 확정급부형은 투자자산의
수익률 외에도 물가상승률, 수급권 부여, 정부의 규제 등에 의해 변화하
는 부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급부를 보
장하므로 확정급부형은 곧 기업의 부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투자전략이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확정급부형의 운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자산의 확보를 최
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정해진다.

다. 각국의 기업연금 자산구성 현황
1) OECD 국가들 사례
기업연금의 자산구성은 각국의 거시경제변수의 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식, 채권, 해외자산, 부동산 등의 주요 자산에 대한 구성
비율은 기업연금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결국 기업연금제도의
내용과 다른 차원에서 연금의 성패를 결정한다.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이
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보다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식
시장의 등락이 큰 국가들은 10까지 낮은 구성비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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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각국 연금의 자산구성 현황
현 금

대 출

국내채권

국내주식

부동산

해외자산

영 국

4

0

14

52

3

18

미 국

4

1

21

53

0

11

독 일

0

33

43

10

7

7

일 본

5

14

34

23

0

18

캐나다

5

3

38

27

3

15

프랑스

0

18

65

10

2

5

이탈리아

0

1

35

16

48

0

네덜란드

2

10

21

20

7

42

스웨덴

0

0

64

20

8

8

핀란드

13

0

69

9

7

2

평 균

3

8

40

24

9

13

자료 : E. P. Davis, Portfolio regulation of life insurance and composites and
pension funds, OECD, 2000.

2) 미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통계43)에 의하면 1996년부터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운용자산규모보다 확정갹출형의 자산규모가 더 커졌으며,
[그림 5-3] 기업연금 유형별 증가규모
십억$
3000

2500

2000

1500

1000
확정급부형
500
확정갹출형

19
75
19
76
19
77
19
78
19
79
19
80
19
81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0

43) FRB, Flow of Funds Accounts of United States,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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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말 현재는 확정갹출형의 총자산규모가 2조 5,257억달러로 확정급
부형의 2조 626억달러에 비해 22%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확정급부형의 자산구성 내용

확정급부형의 자산구성 내용을 보면, 2000년말 현재 확정급부형의 경
우 총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8.9%이며 이는 1988년에 비해
약 11.9%포인트 증가된 것이다. 또한 채권의 경우 전체 자산의 28.9%를
차지하여 1988년의 34%에서 5.1%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주식과 뮤추
얼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확정급부형 운용상황
(단위 : %)
1988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금

0.3

0.1

0.1

0.1

0.1

0.1

0.1

0.2

정기예금

5.8

5.7

4.9

5.2

5.5

5.1

4.7

5.1

MMF

0.0

0.0

0.0

0.0

0.0

0.0

0.0

0.0

R P

2.0

1.7

0.8

0.9

0.9

0.8

0.7

0.8

채권

34.0

38.9

31.7

28.7

28.2

28.2

26.9

28.9

주식

37.0

37.9

47.9

49.8

50.1

50.6

52.0

48.9

0.8

0.8

3.8

4.0

4.7

5.2

5.9

5.9

20.1

14.9

10.8

11.2

10.5

10.0

9.6

10.2

전체

뮤추얼펀드
기타

나) 확정갹출형의 자산구성 내용

확정갹출형의 경우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이며 뮤
추얼펀드 중 상당부분이 주식펀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식투자 비중은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반대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8.8%에 불과
해 확정급부형과는 매우 대조되는 공격적인 투자자산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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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확정갹출형 운용상황
(단위 : %)
1988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금

0.3

0.3

0.2

0.2

0.2

0.2

0.2

0.2

정기예금

6.7

8.0

2.4

1.8

1.2

1.0

0.6

0.6

MMF

2.5

2.4

2.6

2.9

3.1

2.8

3.0

3.2

R P

1.0

1.2

0.7

0.7

0.6

0.6

0.5

0.5

채권

16.1

16.6

11.5

10.4

9.1

8.4

7.9

8.8

주식

36.1

36.0

40.3

40.6

41.0

40.9

41.2

39.3

2.8

4.6

18.6

20.8

24.4

26.5

27.8

28.3

34.4

30.9

23.7

22.7

20.4

19.6

18.8

19.1

전체

뮤추얼펀드
기타

라. 미국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운용사례
1) 401(k)제도의 개요
제도 관련 내용이 IRC 401조(k)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401(k)
제도라 칭한다. 401(k)제도는 확정갹출제도의 일종으로 엄밀히 말하면
현금 또는 이연선택제도(cash or deferred arrangements)이며 내용상
으로는 이익분배제도나 종업원저축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401(k)제
도는 종업원이 세전 소득을 저축하여 이를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저
축제도로 채택되었다. 일반적으로 동 제도는 종업원에게 선택할 몇 가지
투자옵션을 제공한다. 기업주는 흔히 종업원 출연에 대응하여 출연을 행
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종업원 출연의 50% 선에서 대응
출연을 하고 있다. 401(k)제도는 자사주를 종업원 투자옵션의 하나로 하
고, 종업원 출연금을 자사주로 투자함으로써 종업원지주제로 이용될 수
있다. 401(k)제도는 다른 적격퇴직제도와 거의 동일한 규칙에 의해 규제
되며, 제도 참가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수탁자에 의
해 관리된다. 퇴직자산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 종업원계정이 회사와
는 별도로 관리되는 세금이연신탁(tax-deferred trust)에 보유되며 종업
원은 퇴직후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시 수령하는 자금은 개인퇴직계
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IRA) 등 다른 연금제도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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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회사 출연은 소득공제대상이고 종업원 출
연은 세금부과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과세는 인출시까지 이연된다. 그
러나 출연에는 한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및 종업원 출연을 합하여
참가자 총 임금의 15% 수준이다.
2) 401(k)제도의 장단점
401(k)제도의 장점은 종업원은 세전 저축을 통해 이를 퇴직에 대비한
유리한 재산형성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업주는 퇴직제도에 출연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 종업원 출연만으로 401(k)제도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제도를 유지하면 회사의 비용은 제도
의 설립 및 관리비용에 한정된다. 또한 기업주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호전
되면 대응출연 또는 선택출연을 행하여 이익분배의 특성을 가미할 수 있
다. 그러나 401(k)제도의 단점으로는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종업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제도 내용과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회사가 제도 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점이다.
3) 401(k)제도의 구조
401(k)제도는 기본적으로 ESOP를 포함한 다른 퇴직급부제도와 마찬
가지로 영미법상의 신탁구조를 그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401(k)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회사는 먼저 문서를 작성하고 ERISA에 의거 신탁을
설립한 후 IRS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01(k)제도는 출연방법,
종업원 적용범위 및 비차별요건, 자산운용방법, 급부 및 인출방법, 운영업
무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가) 출연방법

출연방법에는 선택출연, 자발적 출연, 대응출연, 비선택출연이 있다. 이
중 선택출연만이 401(k)제도 구성의 필요조건이며 다른 출연은 흔히 제
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추가되는 선택 사
항이다. 첫째, 선택출연(Elective Contributions)방식은 급여 감축(또는
이연)이라고도 하며, 종업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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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령하기보다는 401(k)제도에 대한 출연의 형태로 수령할 것을 선택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발적 세후 출연(Voluntary After-Tax
Contributions)은 일부 제도의 경우 종업원은 추가적인 임금공제를 통
하여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출연을 행할 수 있으며, 동 출연
은 종업원의 총소득에는 포함되나 제도의 수익금은 배분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셋째, 대응출연(Matching Contributions)은 일부 기업주는 종
업원의 출연 매 1달러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기도 한다.
기업주는 종업원의 출연 매 1달러에 대해 일반적으로 50센트를 출연하
며, 기업주는 선택출연에 대해서만 대응출연을 하거나 선택 및 자발적 세
후 출연 합계분에 대해서도 대응출연을 할 수 있다. 기업주의 대응출연은
흔히 저소득 종업원의 제도 참가를 촉진하고 비차별요건을 충족시킬 목
적으로 이루어진다. 끝으로 비선택출연(Non-elective Contributions)은
기업주는 종업원 선택 또는 출연에 관계없이 401(k)제도에 출연할 수 있
으며, 출연규모는 이익에 의해 결정되고 보통 상대적 보수(relative
salaries)에 따라 배정된다.
나) 자산 운용

기업주는 종업원이 401(k) 계정상의 투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허용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의
범위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01(k)제도는 종업원이 출연한 부분
에 대해서는 상품운용방법을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자기 책임하에 결정변
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 관리자가 수탁기관 및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기업주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에게 투
자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와 자동적으로 전액을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한다.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401(k)는 총자산의
53%가 주식펀드, 19%가 자사주, 10%가 보험사의 GICs, 7%가 밸런스
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

44) EBRI/ICI, “401(k) plan asset allocation, accounts balances, and loan
activity 1999”, 2001. 1.
- ⅴ -

제 5 장 기업연금의 재정 및 운용방안 133

다) 급부 및 인출

401(k)제도는 다른 적격 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이 중도퇴직 또
는 정년퇴직하는 경우 수급권이 부여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의 선택출연 또는 자발적 세후 출연은 종업원의 보
수로 출연된 것이기 때문에 출연과 동시에 100% 수급권이 부여되는 데
반해 기업 출연분에 대해서는 최저수급권 부여 스케줄에 의해 수급권이 부
여된다. 급부금은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연금, 분할지급 또는
급부금의 유보 등도 제도적으로 인정되지만 사무처리 절차상의 부담 때문
에 대부분의 기업이 가능한 일시불로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급부금 중 이
미 납세 완료된 자발적 세후 출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상소득으로
취급되어 인출시 과세된다. 자발적 세후 출연금에 대해서는 재직중 언제라
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의 대응출연분과 비선택출연분에 대해서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한하여 재직중 인출이 허용되며 이러한 경
우에도 경상소득세 외에 조기 인출에 따른 벌칙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세전 종업원의 선택출연분에 대해서는 다른 출연금에 비하여 재직중 인출
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며 제도 가입 후 근속년수를 인출의 조건으로 하
는 것이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허용된다. 출연금에 대한 중도인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의 401(k)제도, 특히 인출이 자유로운 자발적 세후 출연금의 납입을 허용
하고 있는 401(k)제도에 있어서는 종업원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형식상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금액만큼 종업
원의 개인별 계정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원금과 이자수
익은 원래의 계정에 입금된다. 대출금액과 기간 등에는 제한을 두도록 하
고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부 지급으로 간주하여 과
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5년과 10∼25년의 두 가지 대출이
인정되고 있으며 5년 대출은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으나 10∼25년 대출은
주택구입용으로만 제한된다. 대출금액은 5만달러와 계정잔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출 원리금이 자신의 계정으로 다시 입금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출 금액만큼 투자수익을
상실하게 되어 기회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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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401(k)의 운영업무
내

용

제도관리
사무업무

- 401(k)제도의 성격상 신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제도 참가자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관리업무가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함.
<주요 관리업무>
․개인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 · 출연, 급부의 기록 유지
․자산운용의 거래 명세
· 자산의 시가평가
․대출금 관리
· 정기보고서 작성
․기타 ERISA, IRC상 요구되는 각종 자료의 작성, 보고
- 주로 회계사무소, 연금컨설턴트, 은행의 신탁부문 등이 맡고 있
었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회사 등도 투자상품의 제공과 연계
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신탁업무

- 신탁업무는 출연금의 수취, 제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 등
과 관련한 유가증권거래의 결제, 보호예수, 급부금의 지불 업
무 등을 말한다. 전통적인 은행의 신탁부문뿐만 아니라 대형
자산운용회사도 신탁 자회사를 설립하여 신탁서비스를 제공

- 출연금의 투자종목은 종업원이 사전에 정해진 투자옵션 중에서
자기 책임하에 선택한다. 다만, 제도로부터 자산운용을 위임받
은 경우에는 투자관리회사가 운용하기도 함.
자산운용업무
- 투자대상으로는 투자신탁(mutual fund)이 가장 많은 편이지
만 자사주, 다른 주식, 채권 등도 포함됨.

라) 401(k)제도의 업무

401(k)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제도관리사무, 자산의 보호예수 및 처분 관련 신탁업무, 출연금 운
영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제도의 관리사무업무에 대한 연간 수수료는 (기본요금 + 1인당 수수료×
종업원수)로 계산된다. 그 외에 국세청, 노동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
뢰하는 경우나 제도에 대출제도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징수
된다. 신탁업무에 대한 연간 수수료는 보호예수하의 연금 자산액요율 또
는 1인당 수수료×종업원수로 계산되며,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뮤추얼펀
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펀드의 운용수익에서 직접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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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1(k)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결과
가) Hewitt Associates의 조사

1995년 Hewitt Associates는 401(k)제도를 가진 기업주를 조사하여
401(k)제도의 설계, 커뮤니케이션, 투자, 교육, 관리에 대한 생생한 정보
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주로 중대형 회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사 기업의 약 절반 가량이 1,000∼4,999명까지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응답회사의 중앙 규모는 3,500명이었고 평균 규모는 1만 3,687
명이었다. 약 3,000개 회사에 설문서가 발송되었으며, 434개 회사가 이에
응답하였다.
(1) 기본 설계 및 참가범위

조사대상 401(k)제도의 84%가 비노조 시간급 종업원 등 봉급직이 아
닌 종업원 그룹에 대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제도의 약 3분의 2가 시간
제 종업원에게 이용 가능하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적격 종업원의 74%가
회사의 401(k)제도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1993년(75%), 1991
년(72%)의 조사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종업원/기업주 출연

조사대상 기업 중 종업원의 선택출연에 대하여 기업주가 대응출연하는
제도의 비율은 약 90%였으며, 기업주의 대응출연 방법으로는 일반적으
로 임금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1달러당 50센트를 출연하는 회사가 전체
의 36%에 달하였고, 12%의 기업은 출연금의 수준별로 차등화된 대응출
연방식을 채택한 반면, 나머지 10%의 기업은 1달러당 25센트를 출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투자옵션

종업원 출연분에 이용될 수 있는 투자옵션의 수는 평균 6.3개로, 1993
년의 4.5개, 1991년의 3.7개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52%가 종업원 출연분에 대해 6개 이상의 투자옵션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주 출연분의 경우 평균 투자옵션 수는 5.2개이고, 제도의
21%가 기업주 출연분에 대해 단 1개의 옵션을 제공한 반면, 71% 이상
의 기업이 3개가 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다. 종업원 출연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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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투자옵션으로는 밸런스형 펀드(balanced fund)가 가장 흔한 투
자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종업원 출연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66%
가, 또한 기업주 출연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54%가 이를 투자대상으로 지
정하고 있다. 매일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연금의 비율은 1993년의 29%에
서 1995년에는 52%로 급증하여 평가가 엄밀해지고 있다.
(4) 자사주 투자

기업주 출연분에 대해 45%의 기업들이 투자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
며, 종업원 출연분에 대해서는 36%의 기업들이 투자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ESOP 자산 중 종업원 출연액의 12%, 기업주 출연분의
31%가 자사주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투자옵션으로 제공되
는 제도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종업원 및 기업주 출연분의 자사주 투자
비율은 각각 26%와 75%로 나타났다.
(5) 투자 교육

기업주의 약 76%는 최근 401(k)의 투자수단 및 투자전략에 관하여 종
업원을 교육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기업 전부는 종업원에게 투
자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업주의
77%가 종업원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 중 약 64%가 기업주 자
신이 주관하였다. 응답기업의 73%가 종업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전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미나 개최를 꼽고 있으며, 응답자의 53%는
참가자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6) 대출

조상대상 기업의 81%가 대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도
참가자의 평균 20%가 대출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투자 선택/기존 잔고의 대체

ESOP의 41%가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펀드간 이체를 허용하고 있
으며, 38%가 신규 출연분에 대해 투자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체
및 변경 주기를 일단위로 하고 있다. 일별 대체를 허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으며, 과거에는 분기별 대체가 가장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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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41%가 일간 기준으로 대체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32%만이 분기
별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
(8) 제도 비용

일반적으로 제도 관리 수수료는 기업주가 지급하고 있으나, 401(k) 참
여자로 하여금 투자 관리 수수료, 기록 유지 수수료 및 신탁 수수료를 지
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표 5-6> 제도 비용 지급
참가자/제도
지급 비율

기업주 지급
비율

공동 비용

18%

80%

2%

내부 관리직원 보수

4%

95%

1%

종업원 커뮤니케이션

10%

81%

9%

투자 관리 수수료

56%

34%

10%

법률/설계 수수료

10%

87%

3%

기록 유지 수수료

29%

67%

4%

수탁자 수수료

33%

64%

3%

기타 수수료

18%

70%

12%

감사 수수료

(9) 제도 관리

제도의 77%가 기록 유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이
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문회사(24%) 및 뮤
추얼펀드회사(22%)였다. 제도의 55%는 참가자들에게 401(k)제도의 유
지에 관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었으며, 제도의 61%
는 제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동 음성 응답 시스
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6%는 회사 내 음성 응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나) U.S. Today지가 조사한 결과

1997년말 미국의 100대 기업에 대해 U.S. Today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00대 기업들은 대부분 다른 연금계획과 동시에 401(k)
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매업, 서비스업은 401(k)만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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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종업원수가 20만
명 이상인 12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7> 미국 대기업의 401(k) 실시 현황
기업의
기업의
투자대상 타연금제도
종업
대응출연
갹출
대응출
으로 선택
와
업종 원수
비율
한도
2)
3)
연한도
펀드수
병행여부
(1,000명)
(/1$)1)
Ford Motor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IBM
J.C.Penney
Kmart
Marriott
International
McDDonald's
Sears Roebuck
Wal－Mart Stores
Columbia/
HCA Healthcare
UPS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소매
소매
소매
소매
소매
소매
서비스

372
239
647
241
205
275
225
237
300
687
285

60
50
60
50
74
50
77
50
70
0
25

10
7
6
6
6
6
6
10
5
3

15
15
15
12
16
16
15
17
17
10
15

61
6
55
11
5
9
12
5
5
9
5

○
○
○
○
○
△
×
×
○
×
○

운송

338

0

-

17

9

○

주 : 1) 종업원 갹출료 1$에 대한 기업의 대응출연(matching)분으로 단위는 ￠임.
2) 기업의 대응출연 한도는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한 제한 비율임(세법상 한도와
일치).
3) ○표 : 타 연금과 병행, × : 타 연금 없음, △ : 과거 실시하던 연금을 동결한 상
태.
자료 : USA Today, Nov. 1997.

4. 연금재정의 적립방식 및 재정건전성 방안
가. OECD 국가들의 연금적립방식
기업연금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에서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확정급
부형의 경우 부과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국 정부는 기금의 지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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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적립된 기금은 거
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사 외부에 마련된 장치를 통해 보관․운용됨으
로써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기금손상을 충분히 방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그동안 보편적이었던 확정급부형에서 탈피하여 확정갹출형으
로 전환되고 있다. 확정갹출형은 개인별 기금재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
리하면서 이체성(portability)을 강화해 놓은 제도이므로 과거의 확정급
부형보다 연금갹출이나 기금재정의 건전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 5-8> OECD 국가들의 기업연금 적립형태
해당 국가
적립방식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
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부과방식

프랑스(강제부분)

혼합방식

프랑스(선택적 기업연금), 아일랜드

기업연금의 기금은 일본, 독일, 한국과 같이 기업 내부에 적립되는 경
우와 사외에 적립되는 경우가 있다. 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사외에 보관되도록 하는 분리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법정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
업의 파산으로 인한 기업연금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 기업주와 분리되어 사외에 완전 적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
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기업연금을 독립된 자산보관기관(independent
custodian services)에게 맡기고 있다.

나.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 방법
기업연금의 건전성은 갹출금액 대비 예상가능한 급부액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기업연금은 가입자인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일정수
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를 제공하는 것이 건전성의 평가 기
준이 된다. 통산 퇴직전 소득의 70%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풍요로운 노
후생활 설계의 기본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에 의해 확보된 노후소득
- ⅴ -

140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외의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다. 확정급부형의 경
우, 상당수준의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확정급부형은 잠재적인 부채에 해
당되는 급부액의 현재 가치와 자산의 시장가치 간의 관계로 건전성을 평
가할 수 있다. 확정갹출형의 경우는 종업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하고
있다.

5. 연금지급방안
가. 연금지급의 검토 필요성
연금(annuity)이란 적립된 자금을 계약자에게 월단위 또는 연간단위
로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거나 사망시까지 지급하
는 계약을 의미한다. 특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연금을 유기연금(term
annuity)라고 하며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
라고 한다. 연금은 퇴직소득을 정기적인 다수의 소득흐름으로 전환하는
지급방법이다. 효율적인 사적 연금(private annuity) 지급수단을 확보하
는 것은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가 종업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수단으
로 활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연금과 일시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신탁은 일시금 지급만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연금지급이 가능한 퇴직보험의 경우에도 사실상 근로자
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퇴직금 전체 또는 일부를 유기연금이나 종신연
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정갹출형 기업
연금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직시 확정갹출형으
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교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확정갹출형의 퇴직시 자금인출방법은 일시금, 연금, 혼합형(일시금
+연금)이 있다. 이 중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연금지
급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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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ECD 국가들의 연금지급방법
일부 OECD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액에 대
해 연금 구입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 형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적립금액 전체를 강제로 연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둘째, 적립금의
일부분에 대해 연금구입을 강제화하는 경우, 셋째, 연금구입과 일시금 선
택에 대해 완전 자유화하는 경우 등이 있다.
<표 5-9> OECD 국가들의 확정갹출형 자금인출방법에 대한 규제
규 제 내 용
오스트레일리아

개인이 일시금, 유기연금과 종신연금 중 선택 가능

오스트리아

규제 없음. 그러나 종신연금에 대해 좀더 많은 세제혜택 부여

캐나다

퇴직시 RRIF나 연금으로 전환시킴. RRIF는 매년 5∼20%
범위 내에서 분할 인출 가능

덴마크

연금화하거나 10년 이상에 걸친 분할 인출 허용

핀란드

일시금 인출은 세제상 벌칙을 받으므로 거의 연금으로 전환

헝가리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의 2배까지 연금구입을 강제화하며,
정해진 금액 초과분은 일시금 인출 가능. 일정기간 이내의
단기적립자에 대해서는 연금구입을 선택 가능

이탈리아

적립금액의 50%까지 연금구입을 강제화

네덜란드

적립금 전체를 연금구입 강제화

노르웨이

적립금 전체를 연금구입 강제화(유기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포르투칼

적립금의 2/3를 연금구입 강제화, 나머지는 일시금 인출 가능

스웨덴

적립금 전체를 연금구입 강제화

영국

과세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화 강제(전체 적립금의
25% 정도가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 연금은 은퇴전 50∼75
세 사이에 구입됨.

자료 : OECD, Private annuities in OECD countries, 1999.

다. 연금지급방법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
연금지급방법의 종류는 첫째, 계약된 연금지급기간중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연금,45) 둘째, 명목가치로 지급하는 nominal annu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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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조정 후 실질가치로 지급하는 indexed annuity, 셋째, 투자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변화하는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등으로 구
분된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많은 벌칙성 세금을 부과하
면 연금수령의 경우가 증가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연금수령에 대
한 세금우대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1990년대까지는 절대적으로 일시금수
령이 많았으며 연금수령자는 3%에 불과하였다. 이는 세금정책상 일시금
수령이 연금수령보다 세금절감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연금지급은 매우
긴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이므로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연금지급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
는 지적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합리적인 비용규제가 요구된다. 연금은 지
급해야 할 부채(liability)를 충분하게 충족할 만한 자산(asset)을 보유하
도록 한다. OECD 국가들은 연금지급기관들이 효과적인 자산부채관리시
스템(asset－liability model : ALM)을 갖추어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엄
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연금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특히 연금구입을 강제화할 때 발생하는 개인과
연금지급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퇴직 전에 기업연금액 중 일부를 사용
하여 연금을 구입하도록 하는 이연연금(deferred annuity)은 종업원이
젊을 때 구입하므로 자신의 사망에 대해 특별하게 숨기는 정보가 적게 된
다. 그 외 연금 구입자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위험(longevity risk)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책, 자산부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기정부채권의 발행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6. 기업연금의 투자프로세스 수립방안
가. 기업연금의 자산운용과정
1) 기본원칙
기업연금은 종업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간중에 자금을 적립

45) 보험사가 투자위험과 장기 생존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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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는 계획이므로 장기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은퇴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이므로 장기 투
자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연금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장기적
인 투자방법을 취해야 충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투자위험과 기대수익률은 정비례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위험을 부담할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져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에 노출되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증권가격의 등락에 대한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투자방법이 필요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 등의 각종 시장변수를 단
기간 예측하여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투자에 있어서 금기시되는 일
이며, 기업연금에서 지향하는 투자전략은 단기간의 시장등락에 무관하게
장기간의 예측치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투자이다. 따라서 단기간 시장등락
을 예측하여 극도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세는 맞지 않으므로
버려야 한다.
넷째, 평균적인 수익률을 얻는 것이 투자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장기투자시 단기간의 시장등락 중 최고의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투자는
채택하기 어렵다. 즉 월, 분기, 연간단위로 소득 중 일부분을 꾸준하게 축
적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단기간 최고수
익률보다는 시장평균수익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식의 경우 소수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식펀드를 활용하며, 이들 주식
펀드는 무엇보다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시장평균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품이나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투자자산
의 가격은 시간 흐름에 따라 등락하므로, 아무리 수익성이 좋게 예상되는
자산이라도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주식, 채
권, 부동산 등에 대한 분산투자는 가장 투자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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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자시 보다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산투자의 정도
는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조합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위험
에 대한 태도를 감안하여 정해져야 한다.
2) 계획수립과정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이란 위험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집단
(asset class)46)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는 일련의 투자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산배분계획이란 적어도 10
년 내지 20년간의 투자기간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과 같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집단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의사
결정이다. 기업연금의 구체적인 투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
저 착수해야 하는 사항은 투자자의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확
정갹출형 기업연금의 경우 종업원들이 이러한 자산배분을 결정한다. 확
정급부형 기업연금의 경우에는 기업주의 책임하에 나중에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
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 자산배분전략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금자산은
초단기적인 시장가격의 등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시장예측활동(market
timing)으로부터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은 매우 효
율적이므로 주식가격이나 채권이자율을 단기간 예측한다는 것이 기업연
금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
는 인식이 깊기 때문이다.
연금투자와 같은 장기투자의 성과는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기준 포트폴
리오(benchmark portfolio)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영향받으며, 종목선
택이나 단기적인 주가예측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투자에 있어서 자산배분과 같은 거시적 활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금자
산 관리자는 장기적인 자산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
46) 여기서 자산집단이란 주식, 채권과 같은 넓은 의미의 자산 중에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상이한 특성을 가진 세부집단으로 재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자산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 북미주식, 신흥시장
주식 등 다양한 자산집단으로 좀더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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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배분계획
연금자산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산배분계획 수립이 필요하
며,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질 때 중기적으로 이를 변경함으로써 좀
더 투자성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산배분전략은 장기적인 계
획과 중기적인 계획의 두 가지로 구분하며, 장기적인 자산배분계획을 전
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 SAA)이라고 하며, 중기적
인 자산배분계획을 전술적 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 : TAA)
이라고 한다.
가)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의 자산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이다. 이 전략은 묵시적으로 투자기간중
기본적인 가정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매우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장기적인 펀드 내 자산구성비율과,
중기적으로 개별자산이 취할 수 있는 투자비율의 한계(boundary)를 결
정하는 의사결정을 뜻한다. 시장상황이 특별하게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경
우 가능하면 자산배분을 준수하여 투자하지만, 애당초 세웠던 자본시장
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치가 크게 변화한 경우 약간의 자산배분을 수정하
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장기적인 자산구성의 결정은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제약조건을 충분하
게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목표는 최소달성수익률, 기
대수익률, 위험에 대한 허용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정해
진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투자제약조건의 파악, 자
산집단의 선택, 자산종류별 기대수익/위험/상관관계의 추정, 최적자산 구
성의 선택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나) 전술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이란 시장의 변화방향을 예상하여 사전적으로 자산구
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
산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이다. 즉 전략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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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수립시점에서 세웠던 자본시장에 관한 각종 가정들이 변화함으로
써 자산집단들의 상대적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가치변화로부터
투자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연간이나 분기 단위로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이다.
자산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최초 수립된
투자전략에 의한 투자자산 구성인 전략적 자산배분을 유지해야 한다. 전
술적 자산배분은 수시로 각종 자산에 대한 내재가치를 평가하고, 저평가
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는 투자자세를 견지해야 한
다. 따라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집단들의 기대수익률 변화, 즉
내재가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을 토대로 가능하다.

나. 한국의 거시경제변수 상황과 투자전략
1) 주식47)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단기투자 관행과 경기변동을 크게 겪
는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매우 심하다. 1985
년부터 16년간 종합주가지수의 변화과정을 보면 세 차례의 상승과 하락
기가 나타났다. 종합주가지수는 1989년 4월, 1994년 11월, 2000년 1월
각각 1,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바로 급락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외
환위기의 발생으로 350선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해 가는 1998년 한 해 동안 주가는 49.5% 상승하였으
며, 연이어 1999년 한 해 동안 82.8% 상승하여 1998∼1999년 연평균
65%라는 큰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한 1999년 중반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약 700선 이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주식투자에 나섬으로써 2000년부터 시작된 주
가 하락기에 큰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가지수 움직임에 대하여 상승기와 하락기별 지속기간과 등락률을 조
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승기는 28개월(1992. 8.∼
1994. 11.)과 26개월(1997. 12.∼2000. 1) 정도 지속되었으며, 각각 148.1%,
47) 주식시장의 효율성 강화와 대외개방이 촉진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분석기
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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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의 상승을 기록했다. 하락기의 경우 48개월(1989. 4.∼1992. 8)과
38개월(1994. 11.∼1997. 12.) 정도 지속되었으며, 각각 －54.4%, －69.2%
의 하락률이 발생하였다.
[그림 5-4] 종합주가지수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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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상승기와 하락기의 주가 등락률
종합주가지수

기 간 구 분
1차
2차
3차

시 작

종 료

112개월

100.00

1007.77

907.8%

1007.77

459.07

－54.4%

등락률

상승기

1980.∼1989. 4. 1

하락기

1989. 4. 1∼1992. 8. 21

48개월

상승기

1992. 8. 21∼1994. 11. 8

28개월

459.07

1138.75

148.1%

하락기

1994. 11. 8∼1997. 12. 12

38개월

1138.75

350.68

－69.2%

상승기

1997. 12. 12∼2000. 1. 4

26개월

350.68

1059.04

202.1%

하락기

2000. 1. 4∼2001. 7. 31

19개월

1059.04

541.55

－48.9%

주 : 3차 하락기(2001.1.4.∼현재)는 최저치 490.21(2001.4.10) 대비 하락률임.

1989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약 2년간의 상승기와 3년 이상의
하락기를 기록해 왔으며, 2001년 7월말 현재는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하락기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워낙 심한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 주
식에 대한 장기투자가 채권투자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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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1년 7월말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또는 10년간 총수익률이 각각
－35.2%, －24.3%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는 채권수익률 이상의 안정적인 수
익률이 실현되고 있어 연금이나 은퇴준비 자금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상
당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주식에 대한 장기투
자로 지속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식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이기는 곤란하다.
위험과 수익률이 낮은 자산집단만으로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국고채(3년물)의 수익률이 5%대로 하락해
있기 때문에 채권만으로는 퇴직설계에 필요한 투자방법을 수립할 수 없
다. 따라서 위험과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함으로써 어느 정도 높은 기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식 수익률은 2∼3년을 주기로 급등락하며 장
기적인 안정된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으로 활용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주요 금리의 변화과정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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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1997년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채권금리가 1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0%대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한
자리대의 초저금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2001년까지의 회사채 유
통수익률의 변화과정을 보면 1990∼1992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5∼
1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993∼1998년까지는 연평균 수익률
이 약간 하락하여 11∼14%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후반 10%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8.92%, 2000년에는 9.29%,
2001년(7월말 기준)에는 7.32%로 하락하였다. 1999년 대우그룹 파산 이
후 안전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 발행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1
년물)의 경우 연평균 유통수익률이 1999년 7.55%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 8월중에는 5% 이하까지 하락해 있다.
<표 5-11> 채권수익률 연도별 현황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회사채

콜

통화안정증권

16.61
18.83
15.89
12.55
12.96
13.69
11.87
13.87
14.33
8.92
9.29
7.32

13.82
17.42
14.47
13.21
13.79
13.93
13.47
14.14
14.11
4.86
5.14
5.01

15.69
17.66
15.64
12.33
12.43
13.40
12.13
12.86
12.15
7.55
7.75
5.82

주 : 1) 회사채 : 잔존기간 3년 기준. 1998년 8월까지 보증부사채, 2000년 9월까지
A＋등급 무보증사채, 2000년 10월 이후 AA－등급 무보증사채의 단순평
균수익률.
2) 통화안정증권 : 잔존기간 364일물.
자료 : 한국은행, 경제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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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자산의 상당부분이 채권에 투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수
익률의 동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에 대한 가수요 현상이 없
어지고 대출의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과거처럼 고금리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
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이런 저금리상황에서는 기업연금의 자산운용시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구매력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 그러므로
투자계획 수립시 저금리로 인한 실질 기금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있도록
투자대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정기예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10%대를 유
지하였으며,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91일물의 유통수익률은 11∼17%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자 금
리가 하락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1998년말 9.06%, 1999년말 7.98%,
2000년말 7.32%로 계속 하락하다가 2001년 7월 들어 5.9%로 하락하게
되었다.
[그림 5-6] 정기예금, CD의 금리변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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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후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운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5%대로 하락한 금리로 인해 은퇴생활이 어
려워질 수 있다. 저금리시대에는 투자기간별로 자금을 구분하고 각 투자
기간에 합당한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
업연금의 운용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안전성을 강조하다가 저금리라는 문
제점에 봉착하게 되면 기금 증식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이며 체계
적인 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다. OECD 국가들의 거시경제변수 상황과 투자전략
우리나라와 달리 OECD 국가들의 과거 30년간 거시경제변수의 실질
수익률은 분산투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물가상승률을 차감
한 실질수익률로 볼 때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주식의 경우 연평균
8.0%, 채권의 경우 2.7%, 해외주식의 경우 7.1%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
이고 있다. 이들 자산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는 곧 채권수익률이나
물가상승률 이상의 증식을 보장하므로 연금투자는 상당히 용이하게 된다.
<표 5-12> OECD 국가들의 자산집단 실질수익률(1967∼95)
대출 회사채 주식 정부채 모기지

단기
자산

부동산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4.8

1.9

8.3

-0.1

3.4

1.8

4.4

7.5

4.4

4.2

3.3

5.0

2.0

5.5

2.7

9.4

8.2

5.1

덴마크

6.6

5.3

5.9

4.4

6.2

2.3

5.2

2.1

프랑스

3.3

3.2

7.7

2.5

4.0

2.9

4.3

6.9

3.8

독 일

6.8

4.4

10.8

3.9

4.7

3.1

10.9

5.5

2.4

일 본

1.4

3.4

8.5

3.1

2.7

-0.2

11.5

7.8

4.4

네덜란드

4.0

2,8

8.8

2.6

4.4

2.1

5.9

6.2

3.1

스웨덴

4.4

1.7

14.1

1.4

4.3

2.1

10.3

7.7

4.6

스위스

2.8

0.4

7.8

0.0

1.6

1.3

1.7

5.3

2.2

영 국

1.7

2.1

8.3

1.0

2.7

2.1

1.5

8.0

4.1

미 국

3.8

1.7

6.2

1.2

4.7

2.0

5.6

8.5

5.5

수익률 평균

4.1

2.7

8.0

1.7

4.1

1.8

6.5

7.1

3.9

표준편차

3.6

15.9

22.5

16.8

3.2

3.4

15.4

19.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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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자산의 위탁형태와 통산제도
가. 자산관리보관, 회계처리, 사무수탁 등
기업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금 관련 업무의 외부위양 여부를 노사가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산관리보관과 같은 기능은 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
로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능을 각 기업
연금의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규정하되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강제해야 하며, 이런 결정은 기업연금의 형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에 기업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일괄 위탁시키는 계약형의 경
우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연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보관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기금상태의 투명한 점검을 위해서는 회
계처리기능을 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표 5-13> OECD 주요 국가의 연금 관련 전문가 활용의 의무화 여부
주로
연금수리인
사용하는
(Actuary)
관리형태

자산운용역
(Fund Manger)

감사인
(Auditor)

자산보관인
(Custodian)

캐나다

신탁형

의무

선택

의무

의무

체 코

회사형

의무

선택

의무

의무

헝가리

회사형

의무

선택

의무

의무

멕시코

계약형

비적용

의무

의무

－

폴란드

계약형

비적용

의무

비적용

의무

포르투갈

계약형

의무

의무
(연기금운용 전문회사)

의무

의무

스위스

회사형

내부
전문가
의무화

선택

의무

비적용

영 국

신탁형

의무

선택

의무

비적용

선택

의무
(근로자 100인
이상)

의무

미 국

신탁형

DB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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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부나 기업에 대해 각종 적격요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한 신탁형 기
업연금의 경우 기업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및 감독을 하게 되며, 별
도의 기금회계도 필요하다. 또한 노사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연금수리인, 감사인 등 관련 전문가의 활용
을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다.48)

나. 통산제도
종업원의 근로기간중 기금을 적립한 후 은퇴 이후 일정기간 동안 급부
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확정급부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급부의 이전을 허용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갹출형의 경우 개인별로 관리중인 퇴직계정
을 새로운 직장이나 개인연금으로 이전시키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게 된다.
퇴직보험(신탁)제도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탁
하여 근로자가 정년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적립
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수급권은 보장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
에만 적용되고, 통산제도(portability)가 없기 때문에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금으로의 지급이 가능하나,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은 동령에 의해서 연금
지급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동 퇴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통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입사하여 장기근속한 후
에 정년퇴직연령에 임박해서 퇴직할 경우에만 실질적인 기업연금으로서
의 기능을 할 수 있다.

8. 연금수급자에 대한 교육방안
가. 교육의 필요성과 주체
수혜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연
금제도하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금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할 수
48) OECD Staff, “Pension Fund Governance”, Apri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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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확정급부형의 경우 미래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규
모,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종업원 스스로가 결
정해야 하는 확정갹출형의 경우에도 기업주가 다양한 투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국 개별 종업원들이 투자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기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감독기구가
수행하는 방법,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서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주는 법에 의해 종업원들에게 연금정보를 제공해야 하
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하면 기업
주는 연금플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플랜에 관한 설명 및 연차보고
서의 요약 등의 정보를 참여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많은 기
업들은 종업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종
업원들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연금감독기구가 별도로 있
는 나라인 영국의 경우 연금감독기구인 OPRA의 주요 활동 중에는 소비
자 교육 및 정보공시가 정의되어 있다. 감독기구는 종업원들에게 공정한
위치에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추진할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다.

나. 미국의 투자교육
미국의 투자자교육은 각 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민관
이 공동으로 설립한 각종 교육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투자자교
육은 인터넷을 통한 각 정보의 입수 촉진, 각종 투자안내서 보급, 각종
교육용 비디오 작성 및 보급, TV와 라디오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의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관계 유관단체간의 협력으로 노후생활을 자기 책임
하에 대비토록 하는 캠페인(Saving and Investing Campaign)을 추진
중이다. 이 캠페인은 1998년부터 모든 계층의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
명하게 저축과 투자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감독기
관, 금융 관련 협회, 교육기관, 투자자 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자들
로 추진체를 구성하여 캠페인을 시작하여 미국민 전연령층과 전소득계층
을 대상으로 저축과 투자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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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행중이다.
한편 민간 비영리단체인 ｢미국 경제교육심의｣를 통해 고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경제문제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미국경제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다. 이 단체의 투자자교육의 목표는 첫째, 투자성
향의 제고로 국민들의 낮은 저축성향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인식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자기 책임을
강조하여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하여 본인의 충분한 투
자지식으로 선별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위험과 수익간의 관계에
대해 지식확산에 주력한다.
이렇게 투자자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현재 재무 측면에서
문맹현상(financial illiteracy)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시작된다. 재무적 문맹현상이란, 투자자들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백만명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
지 못한 실정을 의미한다. 미국 근로자의 50% 이상이 은퇴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추정해 본 적이 없으며, 수백만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약
6,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자녀교육, 노후생활 대비와 같은 중요한 삶의 목
표 가운데 한 가지를 실패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단 한
차례도 종합적인 재무계획(life－cycle financial plan)을 수립해 본 적
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학계, 기업주가 협력
하여 다각도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기업연금의
보급 확대를 가능케 했다. 특히 기업연금의 확대를 위해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주가 종업원들의 효과적인 투
자판단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하므로, 기업주와 합동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주기적이며 심층적인 투자교육이 가능해진다. 즉 미국에서는 기업
주의 후원으로 종업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투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은 <표 5-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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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관한 교육항목
항

목

취급하고 있는 비율(%)

- asset－allocation
- risk와 risk 허용 정도 해설
- plan의 설명
- 투자기본용어
- 퇴직전략

100
95
88
88
88
73
46
46
39
34

- 필요 급부수준 추계
- 투자기간
- 인플레이션 영향
- 퇴직전 환급의 영향
- dollar－cost 평균법의 이점

주 : 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가 40개 연금플랜에 대한 교육 패키
지를 조사한 결과.
<401(k) plan 가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1. 투자가이드
◦ 투자결정을 위한 5가지 절차
① 투자목적과 투자기간의 설정
② risk 허용 정도의 고려
③ 자산별 투자배분(asset allocation)의 선택
※ 간단한 방법은 ‘자기의 연령만큼 채권․단기자산을 보유(40세면
40%)하는 것’ 등을 어드바이스
④ 투자펀드의 선택
⑤ 실행과 자기책임
◦ asset－allocation을 정하기 위한 투자퀴즈와 자기의 투자성향을 발견하
기 위한 퀴즈
2. 당해 기업(plan sponsor)이 제공하는 401(k) plan의 개요 설명
※ plan 설치의 목적․유자격자․종업원 갹출 가능액․회사 갹출액․수급
권 발생시기․투자대상리스트․차입규정․인출제한․퇴사시 조치
3. 당해 기업의 401(k) plan 대상 펀드
4. 각 대상 펀드내용에 대해 각각 1매로 정리요약한 자료
※ 각 펀드자료의 리스크 정도를 1(보수적)∼5(공격적)까지의 5단계로
표시한 그림 등을 포함.
5. 각 대상 펀드의 설명서
6. 신청서
주 : 미국 뱅가드사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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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기업주로 하여금 종업원 교육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1992년 미국 노동성은 ERISA 404조 (c)장에서 종업원에게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세 가지 항목
을 정하였다. 그 중 하나가 기업연금 스폰서(plan sponsor), 즉 기업주에
대해 기업연금 참가자가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의 공시 및
제공을 의무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연금 대상상품의 제공회사가 상품의 설명과 함께 일련의
교육 골격을 제공하는 등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대신 종업원 교육
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연금 가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설명용 자료
의 내용을 예시하면 앞과 같다.

다. 유럽의 투자교육
유럽의 회계사협회(European Federation of Accounts)가 최근 수
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기업주에게 연금기
금의 자산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정보나 혹은 연금제도가 기금이 적절히
적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일랜드 및 영국에서는 SSAP24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연금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만 법에 따라 연금기금의 재무제표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는 연금가입자들이
기금의 관리 및 성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금의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클수록, 가입자들이 정보를 자세히 아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 가입자들은 사실상 적격요건, 이전가능성, 급부의 귀
속, 연금제도의 재무상태 및 적립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은 물
론, 요청하면 다른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Goode의 보고서는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① 연금제도가 감독당국에 등록했는지의 여부와 등록번호
② 연금제도의 이행의무, 갹출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 연금급부 및 그 급부
가 어떻게 보증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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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제도의 과거의 약속, 특히 연금증액에 관한 사항으로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④ 신탁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
⑤ 연금제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주체, 잉여금의 사용방법, 청산의 경우
기금의 적용방법, 기금부족일 경우 취해야 할 사항 등
⑥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등
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공시는 연금계약 및 가입자에게 주어진 정보의 성격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기금이 감독당국에 의해서 밀접하
게 모니터되지 않고, 기금의 운영에 대한 수탁책임이 관리자들에게 있을
때 근로자들은 언제나 충분한 정보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연금제도
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의 완화는 가입자들이 적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어야 한다.
<표 5-15> 유럽의 경우 연금수혜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요건49)
수혜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상세 요건
노령, 유족 및 장애연금에 관한 사항은 수혜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
기금의 가입자, 감독기관 및 기업주에게는 각각의 투자 및 리스크
오스트리아
풀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함.
벨기에

연차보고서가 기금의 이사회 멤버에게 제공되어야 함. 이사회 멤버
가 수혜자일 필요는 없음. ASBL/VZW의 구좌는 벨기에 국립은
행에 예탁해야 함.

덴마크

각 기금의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다름. 연금 채무의 현재 가치에 대
한 계산은 매년 연금수혜자에게 제공해야 함.

프랑스

재무제표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

독 일

정보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왜냐하면 연금급부보증공사
에 의해 지급불능에 대해 보증이 되기 때문이며, 연금보험
(Pensionkassen)은 보험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파산할 수 없음. 그러나 연기금 및 지원기금의 가입자들에
게 기금의 재무상태는 물론 급부의 개요를 나타내는 연금제도 소
개서가 제공됨.

49) European Federation of Accounts,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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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감독당국에서도 이러한 목적하에 규정
을 제정하지 않았음.

룩셈부르크

가입자들은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연금제도의 연차보고서를 제공하
면 알 수 있음.

네덜란드

재무제표는
수혜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험통제청
(Insurance Control Board)에서 얻을 수 있음. 수혜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려고 하는 개정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노르웨이

기업연금의 수혜자에 대한 요건은 없음. 사적연금: 보험증권에 대
한 연차보고서

스페인

각 회계년도의 갹출금에 대한 증명서, 매년 말의 귀속 급부. 반면에
수혜자들은 감독위원회(Control Commission)에 청구하면 장부열
람 가능

스웨덴

법에 정하지 않고 있음. 수혜자는 연금기금위원회 또는 지역관리사
무소에 신청 가능

스위스

가입자/수혜자는 연차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험상황
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영국,
아일랜드

적격요건, 가입자격, 갹출금의 계산, 급부의 형태 및 수준, 수탁계약
서, 연차보고서 등과 같은 포괄적인 정보를 가입자에게 공시해야
함. 사업연도 종료 후 아일랜드는 9개월, 영국은 1년 이내 정보를
공시해야 함. 보고서에 수탁자는 갹출금의 수납, 지급 예상액, 투자
내용, 급부 지급액, 자산 및 부채의 수치적 가치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또한 연금제도가 기업주의 사업 또는 1가지의 주식
또는 부동산에 5% 이상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시해야 함.

라.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추진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이나 잠재적인 기업연금 가입자인 학생들에
대한 연금투자나 노후생활 대비에 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나 저축방법에 대해 생각
해 본 경우가 거의 없다. 이 경우 투자의사결정은 매우 즉흥적으로 일어
나는데 주로 주위의 동료들이나 언론에 의해 형성되는 투자지침을 그대
로 따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주식시장의 높
은 등락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지식으로 시장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
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업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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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의 대상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기업주, 관계 금융기관, 학생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장기 목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의 준비를 위
한 투자지식의 함양 및 투자방법의 선택’에 둘 수 있다. 결국 투자자교육
이란 이를 통해 현명한 투자자 기반을 넓힘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합리적 방법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투자개념의 정립’이 될 수 있다.
투자자교육이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투자관행과 장기투자가 조기에 정
착되어 기업연금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즉 현명한 투자자들은 안정
된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단기적․
투기적 운용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공헌할 것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현행의 투자자교육이 지나치게 마케팅
지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바람직한 투자자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며 오히려 불합리한 현행의 투자관행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정부단체와 증권거래소와
소비자보호센터 등의 관계단체에서도 건전한 투자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
극 노력해야 하므로, 이들과 민간조직과의 협의체가 절실해질 것이다.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민간기구로서 각종 금융 관련 협회, 참가희망 금
융기관들과 정부 관련 기구로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
권업협회 등 각종 증권유관기관, 소비자보호센터 등 투자자보호 관련 단
체들이다.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할 수 있으며, ‘투자자
교육재단’과 같은 법인을 형성한 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
다. 협의체에서는 전체적인 저축캠페인을 후원하며, 각 금융영역이나 금
융기관별 캠페인을 후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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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의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체계
기업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형태는 공적연금과의 역할분담 수준, 제
도의 형태, 적립방식 및 관리형태50)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연금 관련 규제 및 감독의
형태, 감독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연금 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본 후에 새로 도입될 기업연금을 위한 규제 및 감독체계 구
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업연금 관련 규제 및 감독의 형태
1) 규제 및 감독 관련 법령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영국 등 7
개 국가51)는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으로서 1974년에 종업원퇴직

50) Governance Structure라고 하며 기업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체계를 결정하
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Fund나 Trust
에 의한 Trust Form과 유럽, 일본과 같이 금융기관에 관리운영을 일괄 위탁시
키는 Contractual From 등이 있다.
51) Andre Laboul, “Private Pension systems; Regulatory Policies”, Ageing
Working Paper, no2.2., OECD, Pari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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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52)을
제정하여 기업연금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적연금제도를 규제 및 감독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연금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로 세법, 사회보장 및 금융 관련 법을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칠레 및 스위스 등은 기업연금이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의 역할을 전부 또는 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서 기업연금이 규제되고 있다.53)
2) 규제 및 감독기구
기업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가입의 강제여부, 기업연금의
형태, 관리형태 등에 따라 규제54) 및 감독기구가 다르다. 규제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관련법과 세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회보장 및 노
동 관련 부처, 재무부 또는 국세청 등이 규제기구가 된다.
기업연금제도는 금융감독기구, 독립된 연금감독기구 및 조세당국 등에
의한 감독을 받고 있다. 세제적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
는 조세당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당국은 기업연금의 세
제적격요건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며, 매년 기업연금제도가 세법에
52)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기업연금제도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한 자발적인 제
도로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42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활성하였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연금지급 불능이나 기업주의 기업연금기금 횡령 등의 사
고가 빈발하여 수익자 보호 차원에서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53) Jane Barett & Keith Chapman,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April 2001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 (퇴직시 월소득×
재직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우리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운영하
였으나, 1980년대 중반 노동당정부와 노조의 타협에 의해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의 일종인 Superannuation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는 기업주
9%, 근로자 3% 이상을 갹출하는 제도로서, 타 국가의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연
금을 기업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말
레이시아 등 영연방이었던 국가들에서는 소위 Provident Fund라고 이와 유사
한 제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기업연금이 강
제화되어 있으나, 이도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4) 본 논문에서 규제(regulation)는 기업연금제도의 설치 및 감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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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영국은 기업연금감독
청(OPRA;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과 금융감
독청(FSA)에서 동시에 감독하고 있으나, 감독분야는 서로 다르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홍콩도 MPFA(Mandatory Provident Fund
Authority)라는 별도의 감독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홍
콩과 같은 법정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감독은 금
융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이
대행하고 있다.
계약형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 포르투갈 및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
에서는 금융감독청 또는 보험감독청이 기업연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이나 보험감독청이 감독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의 경우 : 연금기금은 중요한 기관투자
가(OECD 전체로 보면 보험회사 다음임)이며,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갖
고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보험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의 경우 : 연금기금이 형성되고 운영되
는 방식은 보험회사와 유사하며, 특히 두 가지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호조합(mutual associations)과 유사하다. 보험회사는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을 하거나, 투자 및 급부의 관리자, 혹은 계약형 기
업연금을 운용하는 등 연금기금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연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의 <표 6-1>은 OECD 국가 중 본 연구보고서의 기업연금제도
관련 조사대상인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연
금기금 및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구를 비교한 것으로 국가별로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노동부 및 국세청에서
공동 감독55)하고 있으며, 영국은 금융감독청 및 기업연금감독청이 공동
으로 감독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및 영국 등에서는 금융감독
기구가 연금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55) 기업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매년 기업연금제도의 내용 및 갹출
금액 등을 Form 5050 양식에 의해서 국세청 및 노동부에 동시에 신고해야 하
며, 양 기관에서 이의 내용을 서면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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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보험과 연금의 규제 및 감독기구의 현황56)
보험 규제 및 감독기구
오스트레일리아

일 본

R: 연방재무성
S: 금융감독청(APRA)

R: 연방재무성
S: 금융감독청
보건복지부: 기업연금기금

R: 대장성
S: 금융청

스웨덴

R: 재무부
S: 금융감독청

스위스

R: 연방장관
S: 연방민영보험감독청

영 국
미 국

R:
S:
R:
S:

상무성
금융감독청
상공부, NAIC
주보험청

연금 규제 및 감독기구

및

국민연

금기금
대장성: 적격퇴직연금 및 금융기관의
연금자산 투자
R: 재무부
S: 금융감독청
R: 연방사회보험성
S: 좌동(독립적인 사적연금기구), 연
방사회보험위원회 및 지방사회보험감
독기구
R: 사회보장부, 무역 및 산업부
S: 기업연금감독청, 금융감독청
R: 노동부, 국세청
S: 노동부, 국세청

주 : R: 규제기구, S: 감독기구.

3) 감독의 형태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국세청, 연금감독기구 및 금융감독기
구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세법에서 정하는 세제적격요건
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되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국세청에 기업
연금 설치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감독기구가 별도로 있는 나라로는 영국이 대표적이며, 2000년 동
연금감독기구인 기업연금감독청(OPRA)57)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58)
56) Andre Laboul, 앞의 책 및 Gustavo Demarco 외 2인, Supervising
Mandatory Funded Pension Systems: Issues and Challenges, 2001을
참조 작성.
57) Pensions Act 1995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형태인 소득
비례연금(SERPS) 및 개인연금(Stakeholder pension)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
다.
58) OPRA Annual Report 2000/2001 및 홈페이지(www.opra.gov.uk)에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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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부적정 운영실태가 보고된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 실시
각 기업연금제도의 법 준수상황 모니터링
부당 운영에 대한 조치 실시
연금제도 추적 요청에 대한 서비스(tracing service)
소비자 교육 및 정보공시

금융감독기구는 주로 기금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며, 계약형 기
업연금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의 적격성 등에 대한 감독도 수행하게 된다.
기업연금기금은 그 수가 매우 많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감독이 어려
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9) 감독차원의 관찰은 주로 회계 및 재무제표의
검토로 이루어지고, 실지검사를 할 수도 있다. 연금기금과 관련한 감독기
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관련법, 회사의 내규 및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지
의 여부
② 재무통제 : 주식, 책임준비금, 투자, 운영상의 통제, 내부적인 감사 및 연간
재무제표
③ 갹출률 및 기술준비금의 보험수리적 적정성
④ 관리감독 : 관리자의 자질 및 평판, 대주주 및 기업주의 신분
⑤ 경제적인 검토 : 시장상황, 통계자료

감독관들은 우선 연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연금제도
가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상의 조항과 부합되며,
기금이 연금제도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된 준비금으로서의 역할
을 하는 데 결격요소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제도의 통제는 주로
법적인 것과 재무적인 것이며, 기금의 검사는 재무적인 것과 수리적인 것
에 중점을 둔다. 연금제도 자체와 기금의 감독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검사
가 활용되며, 사전 검사 대신 사후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지급능력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그 제도가
59) 미국에서는 노동부가 연금기금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의 1%만을 조사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 Charpentier, F(1997), “Retraits et fonds de pension”,
Economica, Paris; Gustavo Demarco 외 2인,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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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 의무를 지는 확정급부형인지 혹은 기금운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확정갹출형인지이다. 확정급부형제도는 기업주가 연금
지급액에 대한 약속을 하는 제도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만이 요구
되는 확정갹출형제도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최소한의 자본금, 최소적립금, 특정한 수리적 기법의 요구 혹은 지급불능
보험(insolvency insurance)의 가입 강제화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나. 주요 규제 및 감독사항
사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은 근로자간의 불공평의 문제, 부적정 및
차별의 문제, 혹은 이전성이나 조기퇴직(portability or early retirement)
과 관련된 문제 등 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 연금제도의 인가, 자산의
분리, 회계제도 등 운영에 대한 사항과, 자본금 및 영업기금, 최저 적립요
건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제1차 사적연금감독관협의회60)를 통해서 적정한 감독체
계,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 수급자의 권리 보호, 적정한 사적연금,
기금의 분리, 기금의 적립, 적정한 평가방식, 감독구조, 자율 감독체계, 공
정 경쟁, 적절한 투자규제, 지불보장 수단의 마련, 청산방식의 마련, 공시
및 교육제도, 기업의 지배구조 등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을 위한 15개 원
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
다.

60) International Network of Pensions Regulators and Supervisors로서
OECD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비회원 국가를 포함하여 현재 60개국 100여 개
의 기업연금 관련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이 회원사로 되어 있고, 체코 프라하에
서 2000년 4월 예비모임을 거쳐 2001년 4월 24∼26일에 걸쳐 불가리아 소피
아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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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자의 권익(Rights of beneficiaries) 보호 등 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할 때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
에 위탁시킬 수 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홍콩 등 영연방에 속해 있었
던 국가 중 일부와 칠레 등은 국민연금제도를 의무가입 확정갹출형 연금
제도(mandatory DC plans)로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였고, 스위스 및 동
유럽 일부 국가61)에서는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을 의무가입 기업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및 영국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contracting－out) 방식이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연금에 가
입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적연금제도가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기능62)을 충
족시키고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은 공사연금 각각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하
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
확대로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
라서 관련 법령에서 가입의 강제화나 수급권, 연금지급 형태 등 연금제도
설계에 대한 규제감독을 하게 된다. 수혜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아래와 같이
연금제도 설계에 관해서 정부가 몇 가지 형태로 규제를 함으로써 보장되
고 있다.
가) 가입의 강제여부 및 가입자격

기업연금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나 노조의 요청, 혹은 유능한 근
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관리상의 절차를 단순화시키거나,63) 가입을 강제화
61) 사회주의에서 전환하고 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도 국민연
금의 일정부분을 확정갹출형 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의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광의의 기업연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기업연금의 가입이 강제화된다.
6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늘날의 기업연금은 準公的 연금(quasi－
public)이라는 표현을 쓴다.
63) 미국에서는 1996년 독립된 근로자들을 위한 SIMPLE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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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입이 강제
화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공적연금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
한 것이며, 이럴 경우 2층 구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높다.
<표 6-2> 2층 구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64)
가입 비율

가입 비율

국가명

벨기에

31%

룩셈부르크

30%

캐나다

41%

네덜란드

90%

덴마크

80%

뉴질랜드

22%

프랑스

100%

노르웨이

66%

독 일

42%(서독은 92%)

스페인

15%

그리스

5%

포르투갈

15%

아일랜드

40%

스웨덴

90%(강제화)

이탈리아

5%(주로 임원)

스위스

100%(SFr23,280이상 계층)

일 본

37%(적립방식만)

영 국

50%(적용제외 기업연금)

미 국

46%

기업체가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특정 연령 이하에서는 연금 가입자
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특정 연령 이상에서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가입연령제한, 또는 연금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특정 소득
계층에만 제한이 가능한 소득제한 그리고 성별 차별 등 여러 형태로 근로
자간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특정
한 연령 혹은 일정한 재직기간(노르웨이, 미국)65)을 초과하는 자에게 강
제적으로 연금가입을 하게 하거나, 정상 퇴직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한 차
별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은 세법의 적격요
건 또는 기업연금 관련법에 근거를 둔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연금제도에
서 수혜자간의 차별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1986년에는 이 문제를
64) Turner(1996), Davis(1995), Pestieau(1992), EU Green Book,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65) Altman(1992),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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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 최저가입요건(minimum participation requirements)66)을
도입하였다.
가입자격에 대한 제한 외에도, 급부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것 중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성차별로서, 남녀 근로자간 퇴직연령, 급부
및 사망률을 다르게 사용하면 연금액 또는 갹출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차
별금지를 급부에 적용－불공평한 비용문제를 내포함－할 것인가, 혹은
비용에 적용－불공평한 급부를 초래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제가 채택67)되었으며, 가능한 한 이러한 차별을 감소시키려고 노
력하고 있다.
나) 연금의 적정성 및 지급형태
(1) 연금의 적정성

사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은 공적연금제도의 지급액이 퇴직전 소득수준
대비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만약 퇴직전 생활수준이
가능하다면, 사적제도의 적정성은 기본적으로 갹출금액 대비 급부의 비
율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정성은 표준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다. 사적연금제도가 공적연
금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적정성은 동 사적연금제도가 더욱 우량하거나,
혹은 적어도 같은 수준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보충되는
경우라면, 사적연금제도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보충재로서 예상된 목표
(상응하는 수준, 최저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사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은 통상 세법에 기업주나 근로자의 갹출한도를
정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업연금이 국민연금의 전부 대체나 일부 대체를 할 경우에 가입의 최저요
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런 나라에서는 연금관련법에 갹출률의 최저한
66) 연금제도는 총 근로자의 최소 40% 혹은 50%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67) 대표적인 예는 EU 지침 및 Barber 판결로서, Barber 판결은 일회성의 판결이
아니고 지침, 법령 및 판결이 축적된 결과이다. Barber 판결에서 연금은
Treaty of Rome의 제119조의 조항에 의한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성
차별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Dav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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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기업연금의 적용제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저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스위스 등에서도 갹출 최저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영국의 소득비례부분(SERPS)의 적용제외는 기본제도의 상응하는 최저
급부(minimum benefits corresponding to a reference scheme)68)의
수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지급되는 연금이 국민연금제도
의 연금액보다 최소 30% 이상 많아야 한다.69) <표 6-3>은 국가별 사회
보장을 포함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하고 있다.
<표 6-3> 사회보장을 포함한 소득대체율70)
평균 총소득대체율
오스트레일리아

최고급부액

53%

동일률: 6×연간소득

오스트리아

n.a.

확정급부형: 60∼80%

벨기에

60%

확정급부형: 75%

캐나다

70%

확정급부형: 70%(RPC 포함)

체 코

n.a.

동일률: 저축에 따라 다름.

덴마크

60%

확정급부형: 70%

핀란드

60%

확정급부형: 65%(사회보장 제외)

프랑스

67%

확정급부형: 최종직장소득의 70%

독 일

66%

확정급부형: 최종직장소득의 60%

그리스

67%

n.a.

헝가리

n.a.

제도의 형태에 따라 다름.

아일랜드

59%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66.6%

이탈리아

60%

80%

68) 1995년의 연금법(Pension Act)은 1997년 4월부터 GMP의 폐지와 “Requisite
Benefits Test”의 대체를 예고하였다. 최소연금은 적용소득에 재직년수당 1/80
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근거제도(reference scheme)에 기초한다. 여기서
적용소득은 가입자 소득의 90%로서, 동 소득은 SERP에 적용되는 소득을 말한
다(Davis, 1997).
69) Andre Laboul, 앞의 책.
70) Pestieau(1992),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발췌하였으며, 이 표에서 최종
소득은 Final Carrier Salary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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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부형: 재직기간 및 최종직업의

일 본

60%

한 국

n.a.

동일률: 6×최종직장의 최종 월평균소득

룩셈부르크

67%

확정급부형: 기준소득의 80%

멕시코

n.a.

상태에 따라 급여에 연동됨.

동일률: 최종소득의 45%
확정급부형: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의
100%까지
네덜란드

61%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70%

포르투갈

68%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80%

스페인

74%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80%

스웨덴

65%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65%

스위스

72%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70%

영 국

68%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66.6%

미 국

68%

확정급부형: 최종소득의 60%

(2) 연금지급 형태

사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연금지급 형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시금(lump sum payments)을 지급하는 제도71)의
경우에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 수혜자
는 지급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저축상품으로 간
주해서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종신연금(annuities)에 대
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가 이러한 일시금제도의 실패를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세제
에 의해서 연금형태로 장기적으로 지급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
우 연금소득을 일반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
71) 일시금을 지급하느냐 연금을 지급하느냐는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와 관
련되어 있다. 장수 리스크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첫번째, 일
시금 또는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로서, 연금생활자는 그의 연금지급기간보다
장수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에 소득이 없이 생활하게 되는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두번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인 종신연금제도에는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려 할 것이고, 적정
한 가격에 종신연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 ⅴ -

172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기 위해 종신연금 등 장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을 장려72)하고 있다. 스위
스73)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의 구입과 같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74)
(3) 연금액의 지수화 문제

장기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될 때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연금액
이 감소될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는 항상 지수화되어
있고, 지수 변동에 따라 최초 연금지급 후에 매번 연금액이 조정된다. 그
러나 사적연금제도에서는 통상 지수화가 강제화되지 않는다.
사적연금제도에 지수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1994년 이후의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연금법 이후의 영국 및 대법
원의 결정에 따라 장부가 방식을 적용하는 독일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비록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미국 등에서는 지수화
나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 보완제도(inflation－proofing)를 시행하고
있다. 지수화의 문제는 향후 지수화된 채권(index－linked bonds)의 개
발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더욱 좋은 조
건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신연금(inflation－proof
annuities)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변액연금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이
상품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퇴직 후의 투자리스크로 전가시킬
수 있다. <표 6-4>는 국가별로 사적연금의 지수화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다.

72)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은 적립기간중의 납입금과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taxdeferred)를 사용하며, 일시금의 경우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
기에 걸쳐 소득을 분할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제도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73) 스위스의 주택소유 인센티브(home ownership incentives) 제도는 가입자들에
게 두 가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획득된 연금권리의 선지급, 혹은 선지급
금액 해당액 혹은 향후 연금급부에 대한 권리의 담보 제공 가능성이다.
74) 국가별 연금지급형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avis(1995), Gollier(1997)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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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사적연금의 지수화(Indexation)75)
존재여부/법적 상태
오스트레일리아

강제적인 지수화

벨기에

지수화가 없으나, 가능함.

캐나다

사적연금제도의 6%만이 채택

덴마크

액

강제적인 지수화는 없으나, 배당
금을 통해서 시행

독 일

강제적인 지수화

아일랜드

관행상 지수화

일 본

공적연금을 대행하는 연금을 제
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멕시코

거의 사용치 않음.

네덜란드

금

강제적인 지수화는 없으나, 관행
상 사용
사회보장지수로서
해서 매년 지정

노르웨이

지수화

스웨덴

지수화

스위스

지수화는 선택사항임.

영 국

급부의 지수화(benefits
indexation)

미 국

임의의 지수화(discretionary
indexation)

정부에

의

5%
완전지수화는 전체 사적연금
의 5% 수준이고, 임의지수화
는 현재의 생활비에 기초하여
인상

마지막으로, 확정갹출형 연금제도는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확정
급부형보다도 더 큰 적정성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즉 확정갹출형 제도
는 급부의 금액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수단의 실적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투자 실패에 따른 연금액의 적정성의 문제가 더욱 클 수
있다.76)

75) Davis(1995),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76) 이러한 투자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확정갹출형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기능
을 하는 스위스, 칠레 등에서는 최저수익률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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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급권(vested rights)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연금제도들은 기업주의 재량에 의
한 것이었으며, 관련된 단체협약서에도 퇴직위로금(gratuities)과 같은
효과를 지닌 조항77)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추세가 바뀌어 은급(gift)으로
서의 기업연금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주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수급권(vested rights)을 부여하는 취소불가능 약속으로 간주되
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는 모든 권리를 갖는 이연급여(deferred
salary)의 일종으로 간주되게 되었다.78) 대부분의 국가는 수급권이 획득
되는 시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상당히 다르다. 즉 몇 년간의 대기기
간을 두고 즉시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부터 점진적으로 권리를 부여
(progressive entitlement)하는 제도까지 다양하다. <표 6-5>는 국가별
수급권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표 6-5> 국가별 수급권의 주요 내용(vested rights)79)

수급권의 부여

발생급부의
지수화
(accrued benefits
indexation)

벨기에

근로자 갹출금:
즉시, 기업주
갹출금: 1년

없으나 조정
가능

캐나다

2년

약함

덴마크

즉시

프랑스

즉시

이전 형태

수급준비금(vested reserves)의
이전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의 기업연금간 이전

77) American 산업회사에서 처음으로 1882년에 채택된 Dolge Scheme에 따르면,
“이 회사 내부제도(internal scheme)의 어떠한 규정도 Alfred Dolge회사의
자발적인 행위를 나타내며, 이 제도의 규정은 회사의 어떠한 근로자 또는 다른
개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Dolge사나 Alfred
Dolge는 법적이나 공평한 책임(legal or equity responsibility)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함”이라는 규정이 있다(SASS, 1996).
78) 이러한 견해는 실제상으로 근로자들이 그들의 연금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삭감
된 임금을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79)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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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10년

헝가리

즉시

일 본

5년 내지 30년

멕시코

없음

없음

없음

네덜란드

1년

관행상 있음

동일한 조건시 이전 가능

노르웨이

3년

스페인

즉시

다른 국민연금제도로의 이전

즉시

국민연금의 완전 이전

스웨덴
(ATP)

있음
임의 조기퇴직시 이전금액이
적음

스위스

최저갹출금: 즉시

영 국

2년

있음

다른 연금기금으로 이전

미 국

5년

없음

이전시 일시금 가능

수급권에 대한 개념이 재원조달에서 중요하게 되었는데, 기금적립의
적정성은 연금제도의 약속인 수혜자의 수급권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본인의 갹출금에 상응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즉시
수급권이 발생하나, 기업주의 갹출금에 의한 부분은 사전에 합의된 일정
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급권은 경력(특히 back－loading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수급권
을 제한할 소지도 있다. 특히 미국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은 수급권의 제
한이 커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전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리
의 발생 최저액(minimum accrual of such rights)을 규제하기도 한다.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은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규제
도 엄격하다. 재직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는 사실상 그의
연금제도에 대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되나, 연금액에 대
한 기준이 최종급여(final salar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완전연금(full pension)에 대한 권리부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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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또는 연령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그러한 관행은 근로자가 연금지급
이 가능한 연령(pensionable age)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직을 할 경우
급부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80)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라) 연금급부의 이동성 및 전환성(Mobility and transferability)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적용하는 기업은 통상 급부의 이전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직을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수급권 제한 때문에 충분한 연금적
립이 불가능할 수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즉시 수
급권이 발생하고,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그때까지 적립된 금액을 전직하
는 직장 또는 개인퇴직금적립구좌(IRSA; 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제도로 이체하여 정년퇴직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
히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및 홍콩과 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근로자들
이 직접 연금상품을 선택해서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이전이 가능하기 때
문에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급부의 이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기 획득된 권리를 새로운 기업주가 운영
하는 사적연금기금으로 이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통산(portability)
제도는 새로운 기업주가 연금목적으로 과거 고용기간을 인식한다는 점에
서 더욱 진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동의 문제는 국가간 이동의 경우
에 특히 중요하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81)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통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근
로자의 충성 및 안정성(fidelity and stability)에 관한 기업주의 이해 사
이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2)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재무안전성에 대한 감독제도는 연기금제도의 인가, 자산의 분리, 연금
80) 예를 들면, 급부가 최종급여에 연계되든지, 급부에 대한 권리가 정년퇴직연령
(last years of employment)에 가까워질수록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이다.
81)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free circulation)을 허용하며, 최근의 EU 국가간에
이직을 하는 개인들의 연금권리에 관한 EU 지침을 중요시하는 Veil그룹의 보
고서는 국가간에 전직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권리의 보전 및 동등한 대
우에 관해서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관한 정책적인 접근은 국
가의 고용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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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연금전문회사에 대한 자본금 및 영업기금, 최저적립에 대한 요건,
계산방식, 지급불능보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가입자에 대한 공시, 회
계제도 및 과세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인가(Licensing)

연금기금 및 제도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
을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Green Book
에서 보면 EC는 비록 국가별로 연금제도의 규제간에 차이는 있으나 연
금기금이 적정한 기관에 의해 허가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나 승인은 연금기금의 운영자, 기금자산의 관리자, 수탁자의 신뢰성 및
능력과 아울러 기금의 법적 형태와 같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
를 수 있다. 허가는 단순한 등록 이상이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특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요건으로는 연금제도가
가용준비금(disposable reserves)을 가지고 있고, 기금의 예상 성장률은
물론 사용될 수리적 기법을 지정하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다른 기준으로는 법적․회계적․기술적 및 관리적인 전제
조건들과 관계있으며, 그것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방식과 같을 수 있
다.82) 법적인 원칙은 충분한 지급보증(예 : 재보험)이 없는 부과방식과 같
은 특정한 형태의 연금제도에 대한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허가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관리차원에서
의 허가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연금제도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관리를 위한
승인과 세제 목적의 승인과의 차이점은 명백히 해야 한다. 어떤 연금제도

82) 이러한 기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법적 요건, 특히 회사에 의해 선택된 사업조직 형태의 부합성, 조례, 일반적인
규정 및 약관 등의 제출, 보험전문화
- 회계요건, 즉 사업개시 대차대조표의 제출, 예산 및 수입계획, 회사가 요구되는
최저자본금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
- 기술적인 요건, 즉 가입자에게 알릴 보험요율의 제출, 재보험계약 등
- 관리요건, 즉 직원들이 적정한지의 증명, 주주가 명망 있는지(reputable) 등에
대한 증명(Center for Cooperation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OEC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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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제당국에서 요구하는 적격요건과 배치될 수 있으나, 법적인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
나) 자산의 분리(Segregation of assets)

건전한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기금이 기업주와 분리되거
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지급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분리원칙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독립된 자산보
관기관(independent custodian services)의 존재도 이러한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연금제도가 지급 보증되고 취소 불가능
한 청구권(guaranteed, irrevocable claim)을 갖는 방식으로 항상 적립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지원기금(support funds)은 기금은 분리되어
있으나 취소불가능 청구권의 개념은 없으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룩
셈부르크 및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기업주의 장부에 준비금으로 적립
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장부상 적립방식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연금제도는 높은 지급불능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퇴직금제도는 지급불능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
고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의 속성상 기업주에게 상당한 재무
상의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장부상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의 재원
조달이 허용된다면 독일의 지급불능보험(insolvency insurance), 오스
트리아의 일부예탁(partial deposits) 혹은 특정한 형태의 재보험과 같은
지급보증이 요구되어야 한다. 아일랜드나 노르웨이에서는 회사의 일반
예산(general budget)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83) 이 제도는 부과방식의 일종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프랑스의
보충적인 기업연금은 부과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엄격한 규정
과 합동관리 및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기업주 도산 리스크는 연금제도가 회사 내부에서 운영되느냐, 혹은 외
부에서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즉 기업주가 파산할
경우에도 그 제도가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적 주체이며, 적정하게 적립되
어 있다면 수급권은 언제든지 보호될 수 있다. 기금이 불충분하게 적립되

83) Altman(1992),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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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라도, 계약형으로 금융회사에 외부위탁 운영되면 예금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국가에서는 수급권이 부분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다) 회계 및 계산방식(Calculation methods)

기업연금의 회계는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비
교할 수 있다. 우선 기업연금의 형태가 확정갹출형인가 확정급부형인가
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기업연금을 계약형으로 할 것인가, 장부상 적
립을 할 것인가 또는 기금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기업
연금이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적용제외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별도의 회
계 및 계산방식이 필요하다.
(1) 연금의 형태에 따른 회계 및 계산방식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기업주가 당기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갹출금을
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연금제도에 대한 기업주의 근로자에 대
한 의무가 종료되므로 회계상 규제는 연금제도 설정내용에 대한 공시사
항만 충실히 하면 된다. 그러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은 연금부채에 대한
최저적립, 연금부채의 추정방식 등에 대한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
고 있다. 아래에서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회계기준은 미국의 FAS87과 영국의
SSAP24로, 두 가지 모두 기업주 갹출금을 주석사항(information note)
이 아닌 재무제표의 항목으로 기록함으로써 가능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
고 있다. 두 가지 회계제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SSAP24는 이용되는 수
리적인 기법이 계속기업의 원칙84)에 기초하면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반면
에, FAS87에서는 추정단위기법(projected－unit method)을 요구한다.
두 가지 회계원칙은 현존하는 잉여기금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법
을 사용하며, 평가원칙으로 FAS87은 시장가치, 혹은 시장가격에 상응하
는 공정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수리적인 기법은 계속기업의 관점은 물론 청산기준의 관점에서도 연금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최저적립기준은 과거법

84) Foster, Howard(ed), Employee Benefits in Europe and USA, Longman
Group Ltd., Lond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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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방식(ABO)에서의 단위점수기법(unit credit method) 및 추정법채
무방식(PBO)에서의 추정단위점수기법과 같은 몇 가지 적절한 수리적인
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근로자의 총 재직기간에 기초한 규칙은 개별적인
평준보험료 및 가입연령을 사용하고, 좀더 국제적인 접근방법은 총비용
방식(aggregate-cost method)으로 이것은 단체적립요소는 물론 추정
된 최종급여를 고려하고 있다.
미적립 퇴직부채의 상각원칙(amortization rules)의 중요성과 이것이
적립규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 온타리오에
서 적용되는 제도는 최초의 미적립부채를 25년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상
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제도의 변경이나 신제도
의 추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적립부채는 향후 15년 안에 상각하도록 하
고 있다. 낮은 투자수익률 때문에 발생하는 미적립부채는 5년 안에 상각
되어야 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아래 <표 6-6>과 같이 좀더 완화된 상
각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표 6-6> 미적립부채에 대한 상각기간(미국)85)
1974년 이후 신설 제도 중 최초의 미적립부채

30년

제도 변경

30년

보험수리적 이익 및 손실
단일기업주 제도
다수기업주 제도

5년
15년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단일기업주 제도
다수기업주 제도

10년
30년

이자율을 적정하게 추정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이자율에 따라 과거법채무방식(ABO)이 추정법채무방
식(PBO)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에
서는 연금부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였기
85) McGill, Brown, Haley, Schieber, Fundamentals of Private Pensions(7th
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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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연금기금의 부채가 과소적립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
다. 1%의 이자율 변동이 재원조달비용의 20% 내지 25%의 변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자율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86) 따라서
1996년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보고서는 기업연금제도에서 최근
의 재원부족의 급증(310억달러에서 650억달러)의 주요 원인을 1995년의
이자율의 인하(1994년말의 7.15%에서 1995년말 5.3%로 감소)라고 지
적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수리적인 절차에 따른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이자율이 4%
에 고정되어 있으며,87) 일본에서는 자산에 대한 명목수익률을 5%로 가
정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할인율이 7%이나, 스페인에서는 최고율이
6%로 되어 있다.88)
자산의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규칙들은 적립규칙에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규칙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적절히 재원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수리적인 의무액(actuarial obligations)과 자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규칙은 나라별
로 상당히 다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연금기금의 자산을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평가방식은 구입
원가 혹은 장부가에 기초한 평가방식보다 제도의 재무적인 상태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가변적이다.
(2) 기업연금의 관리형태

기업연금의 회계제도는 관리형태(Governance Structure)에 따라서
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즉 장부상 적립방식을 채택할 경우 회사의 대차
대조표 내에 기업연금과 관련된 회계사항이 모두 명시되나 수급권의 지
급보장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 사외위탁을 하는 계약형
의 경우에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연금부채 및 자산이 기재되며, 연금부

86) McGill, Brown, Haley, Schieber(1997)의 앞의 책.
87) 이 율은 귀속된 급부의 지수화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상적인 상황에 적용된
다. 어떤 제도가 지수화에 대해서 취소불능 권한을 부여할 때 감독기구는 그 율
은 1% 또는 2%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88) Davis(1997),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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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에 대응하는 자산을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적립잔액으로 처리하게 된
다.89) 다만, 확정갹출형의 경우는 갹출금의 지급과 동시에 회사의 의무가
종료되므로 갹출금에 대한 비용처리만 있을 뿐이며, 대차대조표상 연금
관련 자산부채 항목은 미지급 갹출금 항목만 존재한다.
회사형 또는 신탁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동 기금 또는 신탁에
출연하는 형태로 되며, 여기에서 사업비 지출 및 기금투자 등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므로 별도의 기금회계가 적용된다.
(3) 적용제외방식을 사용할 경우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적용제외방식이 도입될 경우에
는 별도의 회계 및 계산 기준이 필요하다. 즉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국민
연금제도에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전환금액의 계산과 이에 따른 국민
연금에서의 회계 및 기업연금에서의 회계를 고려해야 한다.
라) 사업비(costs)

사적연금제도의 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적연금제도는 공급자간의 경쟁 때문
에 높은 판매 촉진비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가입은 강제하되 연금기
금간의 이전이 허용되는 남미식의 확정갹출형 연금과 같은 형태를 운용
할 경우에 과다 사업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90)
사업비는 실질적인 급부의 삭감(hefty reduction)을 초래함은 물론,
급부 지급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같은 남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3층 구조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잠재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수혜자에게 맞지 않거나, 최근 영국
89) 퇴직보험(신탁)의 경우는 법정퇴직금제도가 확정급부형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사외위탁제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퇴직보험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갹출금을 지급하는 즉시 갹출금은 근로자에게 수급권이 전가되는 형태로 운영
한다. 즉 기업에서는 갹출금을 비용처리하며, 퇴직보험(신탁)의 수익권은 즉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기업의 퇴직부채는 갹출금만큼 차감처리된다.
90) 칠레의 경우 연금제도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들었음은 물론, 과도한 판매망 때
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신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대리점(agents)에
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간의 이전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장기유지계
약자에 대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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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부적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상품이 판
매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은 기업 대
기업간의 계약으로 계약당사자끼리 제도내용에 통찰력이 있어 정보의 비
대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해 근로자 및 기업들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
율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기업연금의 형태 및 지배구조가 매
우 중요하다. 즉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매번 기업주로부터 갹출금이 기
금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은 연금지
급에 대한 최종책임이 기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에 대한 부채를
적정하게 적립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지급불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연금을 회사형으로 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영
업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최저적립에 대한 요건

확정급부형의 경우 퇴직부채를 산정하기 위해 최저적립요건이 필요하
다.91) 적립원칙은 두 가지로서,

첫번째는 장기적인 균형(long-term

equilibrium)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그 제도를 영속적(on-going) 관계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거 근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근무기간도 고려한다. 이것은 종종 재무적 방식 또는 장래법 방식
(financial approach or prospective method)이라고 불려진다. 두번째
는 기금을 청산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과거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부채
를 적립하며, 과거 근무는 급여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92) 지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 방식이 사용되며, 특히
감독상의 최저기준을 설정할 때도 사용된다. 수급권의 발전과 통산성 및
91) 확정갹출형의 경우 기업주가 갹출금을 지급하는 순간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저적립요건은 필요없다.
92) 이 방법은 소위 법적인 접근방식 혹은 과거법(retrospective method)과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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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성(portability and transferability)과 관련된 수단을 강화하는 것
은 이 방법의 일부분이다. 두 가지 방식은 양립할 수 있으며, 최저적립
요건은 장기적인 균형을 희생하면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자산부채 관
리방식은 이 균형에 기여한다.
수급권의 변제(liquidation)에 기초한 적립규칙(funding rules)은 과
거 근무, 즉 기득급부(vested benefits)를 고려하며, 아래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① 과거법 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확정급부형 연
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즉시 종료시(immediate
termination)에 현재의 급여율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측정하는 것임.
② 추정법 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과거법 채무와 일치
하나, 추정된 최종 급여율(estimated final pay rates)을 고려함.
③ 보증급부 채무(GBO; Guaranteed benefit obligation): 과거법 채무와
일치하며, 최저급부 보증(minimum benefit guarantee)이 있음.
④ 지수화급부 채무(IBO; Indexed benefit obligation)는 과거법 채무와
일치하며, 지수화된 수급권(indexed vested rights)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적립규칙들의 상대적인 장점에 관해 찬반 양론이 있다. 일부에
서는 추정법 채무/지수화급부 채무 지표들은 그 제도가 만기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전기간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부담
을 추정하기 때문에 과거법 채무보다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다.93) 일부에서는 추정법 채무방식이 급부가 최소한 최종 혹은 최종평균
급여율에 기초할 경우 과거법 채무방식보다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 동일급부방식(flat benefit plan)의 경우 문제가 명확한 것이 아니
다.94) 또한 추정법 채무방식은 이자율의 변화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는 추정된 급여인상은 물론 이자
율에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95) 더욱이 그 방식은 더 높은 적립기준
93) Davis, 1997, 앞의 책.
94) Warshawsky, Mark.j.k(1997), Funding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Positioning Pens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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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며, 이 사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금제도의 관리자 및 감독기관
에서 덜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추정법 채무방식은 영국의 경
우처럼 급부가 지수화되어 있을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제도의 적정적립의 과제는 확정급부형 제도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
이다. 확정갹출형 제도도 이론상 항상 기술적으로 적립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횡령 등이 있을 경우 적립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1995년 및 1996
년에 미국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401(k)제도를 제공하는 기금들 중 1,300
개에서 기금을 오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적립에 관한 규제는 주로
기업주의 도산에 따르는 자원의 부족, 부적절한 준비금 추정, 혹은 다른
형태의 예측 가능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기술적인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의 목적은 제도의 재원 조성에 있어서 신중한 방법
(prudent approach)을 사용하고, 외부적인 요인(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생산성의 저하 등)에 의해 초래된 변동에 제한을 가하고, 부적정한 내부
적인 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적립규칙(minimum funding rules)은 기금이 종료되
었을 경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장기적인 관리정책의 일부분으로 펀드매니저가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
다. 관리자들은 기금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보호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최저적립규칙에 부합하는 의무를 감면해 주는 것
은 아니다.
보험계약형의 준비금(provisions)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준비금을 종종 technical이라고도 하는데, 보험회사(급부) 및 피보험자
(향후 보험료)에 있어서 부채의 현재가치(discount value; 시간요소만을
고려) 및 수리적 가치(리스크 요인을 포함함)와의 차이를 반영한다. 게다
가 생명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영업이익 및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당해 주는데, 이것을 잉여금수입(surplus revenue)이라고 한
다. 이것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사용하는 신중한 규칙(prudential
95) Pesando, James E.(1996), The Government Role in Insuring Pensions,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ed.
Bodie and al.),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ⅴ -

186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rules)의 영향을 상쇄시키는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망률, 적립률, 사
업비율 등으로부터 도출된 가정에 의해서 산출된다. 사용하는 방식은 과
<표 6-7> 적립에 관한 감독제도 비교96)
기타 규제사항

적 립 요 건
벨기에

있음: 현재 급여율에
ABO(이율 7%)

캐나다

있음

덴마크

비적용(확정갹출형 운용)

프랑스

비적용

독 일

Pensionskassen에
한도까지

기초한
최대초과적립: PBO의 5%

대해

PBO 장부가방식 사용 가능(비과세연금
은 정상률까지 과세)

아일랜드 있음. ABO
이탈리아 있음(보험계약형)
일 본

선택사항

멕시코

없음

네덜란드

최저적립:
율

ABO까지만 면세(장부가방식의 사
내유보에 대해서는 40%까지 비과세)

현행 ABO,

4% 이

초과적립률은 투자의 성격,
의 변동성에 따름.
최저초과적립액: ABO

수익률

있음. 최소한 PBO와 향후 갹출
노르웨이 금의 현재가치(이율3%)의 차액
만큼
포르투갈 있음. ABO
스페인

있음. PBO + 4% 마진, 6% 이
율

스웨덴

ATO에 대해 IBO 적립

스위스

PBO 혹은 ABO

영 국

적용제외 사회보장분에 대해 적용

미 국

IBO적립을 보장하기 위해 매 5년마
다 갹출률 조정

최고초과적립: IBO 혹은 PBO의 5%
ABO의 50%까지 초과적립
적립부족 연금제도는 PBGF
인상

96) Davis(1995),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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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 혹은 장래법(retrospective or prospective)이다. 제도 가입자들은
일종의 수급권인 해약선택권(surrender option)을 부여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준비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준비금은 해약신청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보험회사가 아닌 펀드매니저(financial managers)가 기금을 운용할
때, 동 제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채에 관한 신중의 원칙(prudential
rule)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은 순수하게 자산관리에
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펀드매니저가 보험회사이며 계약서에 기
술된 관리비용이 5년 이상으로 고정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기술준비금
(technical provisions) 및 준비금의 1%에 해당하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의 적립을 요구받을 수 있다.97)
나) 지급불능보험

지급불능보험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서 기업주가 연금제도에 대한
기금을 불충분하게 적립한 상태에서 도산했을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이 동 보험을 적정한 가격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염려 때문에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운영된다.98) 다만 독일의
PSVaG는 민영 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상호보험회사다. 지급불능보
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및 스
웨덴 등 7개 국가이며,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범위나 보상방식 등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며 <표 6-8>은
독일, 영국 및 미국의 지급불능보험제도를 개략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지급불능보험은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과 불량한 기업 사이에 상호보조
를 발생시켜서 경제적인 효율성 및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미국에서 1987년부터 채택되고 있는 것처럼 기금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차등 보험료를 적용하면 감소될 수 있다. 지급불능보험

97) Comite European des Assurance, 1996.
98) Smalhout, James는 The Uncertain Retirement: Securing Pension
Promises in a World of Risk, Irwin Professional Publishing, Chicago,
1996을 통해 민영보험기관을 통하여 PBGC제도 및 보험을 완전 민영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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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지급불능보험의 운용방식 비교99)
구 분(설립년도)
기업주의

독 일(1974)

영 국

지급불능 장부가액방식의

경 사기의 경우에만 보

및 과소적립

우 보상

상

자발적인 청산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시장보험료 혹은
가격(지급불능
리스 없음

예외조항

보상
보상하지 않음
(과거에는 보상)

도산 후 수수료 수 회사별
위험도를
납
반영하여 책정

크)
한도

미 국(1974)

사회보장 한도의 3
배

-

현재 최고 월 US$
3,392

미귀속 급부
직전년도 귀속급부

미귀속 급부
최근 귀속급부

중 일부

일부

Prudential rules
최소적립기준
자산평가방식

없음(장부가방식)
시장/역사적 가치

형태

상호보험

있음
수리적/시장가치
-

중

있음
시장가치
공적 보증기구

은 모럴해저드 차원에서 단점도 있다. 즉 어떤 기금은 그것이 보험에 가
입되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혹은 불필요하게 청산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감독당국은 기금의 자발적인 청산에 대해서 엄격한 제
한을 가하고, 보상금액에 한도를 두어서 제도의 참가자들이 공동보험자
처럼 활동하게 유도하고 있다. 동 제도는 또한 역선택을 유발시킬 가능성
도 있다. 즉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인상된다면, 건전한 기업은 확정갹출
형 제도로 전환하는 등으로 그 제도를 이탈하는 경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
며, 보험제도는 리스크가 높은 제도의 구성비율이 높아져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또한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불안정을 심화
시키고, 그 중의 일부는 실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럴해
저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도를 설정하거나 면책금액을 설정하는 등
묵시적으로 공동보험의 상황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99) Andre Laboul, 앞의 책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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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다) 최저수익률 보증

근로자가 투자수단을 선택하는 확정갹출형 연금의 경우에는 투자실적
이 나쁠 경우에 노후생활자금의 부적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와 칠레 등 확정갹출형 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
는 투자수익률이 일정한 수준을 하회할 경우에 최저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다.100)
자발적인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관련법에서 최저수익
률 보증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GIC; 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을 운용101)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브라질은 과거
금리가 매우 높았을 때 자발적인 기업연금에 대해서도 6%의 실질이율을
보장해 주었으나, 현재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이율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강제되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생
명보험회사가 기업연금을 전담 취급하는데, 수익률을 보증해 주며 보증
이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은 보험회사의 준비금102)에 적립했다가 보증이율
이 실제 수익률을 하회할 경우에 환입해서 사용하게 된다. 물론 준비금이
일정 이상 적립되면 근로자에게 배당금으로 배분된다. 동 보증이율은 과
거 3.5%였었으나, 1999년 이후부터의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1.5%가 적
용된다. 뉴질랜드의 National Provident Fund에서도 4%의 명목이율을
보증했었으나 현재 신규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확정갹출형 제도의 보급이 아직 미미하며 일부 투자은행이나 Mutual
100) 이하의 최저보증이율제도에 대해서는 John A. Turner, Rate of Return
Guarantees for Voluntary DC Plans, Nov. 2000에서 발췌한 것이다.
101) 미국의 경우 1992년 조사에 의하면 401(k)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연금기금의 반
이상이 GIC에 가입하였으나, 지속적인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이의 비중이 최근
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102)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퇴직신탁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임에
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전해 주는데, 일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수익
률의 일부를 특별유보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원본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 보충하
는데 이러한 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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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s에서는 Put Option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율을 보증했었으나,
현재는 수요가 없어서 판매 중지된 상태이다.
라) 자본금 및 영업기금(Capital/own funds)

회사형 기업연금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영업기금103)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개념은 금융회사의 자본금/영업기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금은 실질적인 주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호
조합(mutual associations)과 가깝다. 자본금은 상호조합의 출범을 위
한 기금을 조성하는 대출로 조성될 수 있다. 지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 소유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지급능력 그 자체의 개
념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의 경우에 연금가입자에
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이러한 대출은 그 기금의 건전성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04) 기업주가 연금기금을 후원하고 있고, 지급능
력을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확정급부형이 관계되는 한, 그리고
보험 메커니즘이 없는 한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계약형 기업연금에
서는 연금기금이 보험회사 자신의 지급보증 및 그에 관련되는 규제에 의
해서 보호받고 있을 때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지급능력
을 보증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금기금은 비록 지급여력을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지는 않지만, 일
부 국가에서 그러한 효과를 위한 요건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벨기
에는 기업연금이 사망 및 장해를 보장하거나 확정급부형 제도로 운용되
고 있을 때는 지급여력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기금에 대해 자기자본(own capital)을 조달하는 다른 방법은 다
양한 재원조달규칙과 관계가 있다. 연금기금은 최저적립수준(minimum

103) 보험 및 은행업에서는 금융기관이 지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급능력비율(solvency ratios)은 자신의 자본금에
기초해서 계산되는데, Cooke비율, 유럽식의 지급여력(solvency margin), 미
국식의 RBC비율, 캐나다의 최저유지자본금 및 잉여금요건(MCCSR: 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s) 등을 포함한다. 자본금은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록 사후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보호장치가 된
다.
104) Bellando(1992), Andre Laboul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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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levels)에 해당하는 기술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
으로 이 금액은 과거법 채무(ABO), 혹은 추정 채무(PBO) 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산의 관리는 기금을 장기적으로 전망
하는 것에 기초한 계속기업으로서 회계방식에 기초한다. 그래서 실무적
으로 기금은 종종 귀속급부(vested benefits)는 물론 법정준비금을 초과
하는 향후 급부에 대한 준비금도 적립하게 된다. 그러한 추가적인 준비금
을 특정한 급부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최저적립원
칙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적인 지급보증기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
러한 보충적인 기금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잉여금(shareholder's capital)
처럼 자유롭게 관리되어야 하며, 투자형태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 형태의 자본금준비금(capital reserves)의 조성 외에도,
최소지급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이 동일한 시스템하에서
요구될 수 있다.105)
마)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OECD 회원국가들은 사적연금산업의 참여자, 연금기금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 정도는 다르지만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연금기금의 투자
규제는 어떤 형태의 연금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전문
가는106) 확정급부제도는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 적용되는 확정갹출형
제도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이 원칙이
확정갹출형 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7) 비록 확정갹출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투
자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
지 않는다. 기업주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혹은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회사에 그 리스크를 전가시키느냐에 관한 차이도 구분해야 한다.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리스크 수단들을 선택할 때 제도의 형태와 반드

105) 체코슬로바키아는 최저자본금(minimum equity requirement)이 2천만CK이
다. 칠레의 AFP에서는 최소 16만달러의 자본금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
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을 늘려야 한다.
106) Vittas, 1997, 앞의 책.
107) Davis, 1997,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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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관지을 필요가 없다. 영국의 연금기금들은 대부분 확정급부형임에
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이 영국에
서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수리적 접근방식이 사용되
며, 이 방식은 주가의 변화를 좀더 용이하게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국의 보험회사들이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본
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최저해약환급금(guaranteed minimum surrender
value)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 연금기금들의 투자 포트폴리
오를 분석해 보아도, 제도의 형태에 따라 투자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연금기금에 관한 투자를 규제하는 대부분의 감독규정에서 발견되는 원
칙 중 하나는 기업주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확정급부형 제도는 연금자산을 기업주의 자산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
다; 영국은 5%이고, 벨기에는 15%이며, 스위스는 10%이다. 덴마크에서
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제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에 따르
면 401(k)제도는 10%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이익분배제도(profit-sharing features)를 유지할 수 있다.
투자에 관한 규제 중 현재 중요한 과제는 해외투자의 문제와 함께, 신
중한 투자자의 원칙 대비 양적 규제방식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이다.108)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방식
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면,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은 효율
적인 내부통제기능이 있는 나라에서는 쉽게 시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원칙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
며, 네덜란드에서도 사용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대륙국가 및 일본은 투자
에 대한 양적 규제를 하고 있다. <표 6-9>는 각국별로 연금기금 투자규
제에 관한 개요이다.

108) CEA는 퇴직기금 운영자에 의한 투자에 관한 통제된 자유화를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투자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행 양적인 규제사항들은 폐지되기를 원
하며 동시에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약간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
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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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연금기금 투자에 적용되는 기업주 자산 투자제한 등 규제 현황109)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규정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주 자산 5% 이내,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벨기에

기업주 자산 15% 이내, 상장주식 65% 이내, 비상장주식
30% 이내, 부동산 40% 이내, 간접투자 30% 이내 등

캐나다

기업주 자산 10% 이내, 부동산 25% 이내, 해외투자 30%
이내, 동일회사 의결권 지분 30% 이내

덴마크

기업주 자산 투자 불가, 주식, 부동산 및 간접투자 각 40% 이내

프랑스

기업주 자산 33% 이내, EU 국가 정부채 최소 50%

독 일

기업주 자산 투자 20% 이내, 동일회사 주식 및 채권은 5%
이내, 상장주식 30%, 비상장주식 10% 이내, 부동산 25%,
채권 50%, 저당대출 50%, 은행예치 50% 이내 등

아일랜드

기업주 자산 투자 5% 초과시 공시요, 신중한 투자원칙에 따라
분산투자

이탈리아

동일회사 유가증권 15% 이내, 기업주 자산 20% 이내, 유동
자산 20% 이내, 폐쇄형 MF 20% 등

일 본

법령상 제한은 없음.

네덜란드

기업주 투자 5% 이내, 신중한 투자 및 분산투자 원칙 적용

노르웨이

기업주 대출 20% 이내, 주식 35% 이내

스페인

기업주 투자 5% 이내, 비상장주식 10% 이내, 저당대출 10%
이내, 은행예치 15% 이내 등

스웨덴

기업주 투자 10% 이내, 주식 60% 이내,

스위스

기업주 투자 30% 이내, 주식 30% 이내, 부동산 50% 이내

영 국

자체투자 5% 이내, 기업주 관련 대출 금지

미 국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 DB는 기업주 투자 10%
이내

2. 국내 연금 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
가. 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요
우리나라는 현재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군인
109) OECD staff,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in
OECD Countries, Apri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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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있으며, 1994년 도입된 개인
연금제도가 있다. 한편 법정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였던
1953년에 해고보상제도로 도입하여 1961년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하는 기업에 강제적용되었던 제도로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완기
능을 하고 있으며, 사내적립과 금융기관을 통한 사외위탁의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각 제도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6-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국 민 연 금
공무원연금
국가보장

공적연금

특수
직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 인 연 금

사내적립

연금제도

기업보장

퇴 직 보 험
(생보, 손보)

기업연금
(퇴직금)

퇴 직 신 탁
(은행, 투신사)
사외적립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생 보)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은 행)

개 인 연 금
(보험, 은행, 투신등)

자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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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군인연금은 국
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부, 법정퇴직금제도는 노동부, 개인연금
은 재정경제부가 규제를 하고 있으며, 법정퇴직금 및 개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해당 규제기관이 감독도 하고 있다. 법정퇴직금제도의 사외
적립 및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감독규정을 제정하
며, 금융감독원은 규정에 따른 상품 인허가 및 기금운용에 대한 감독 등
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10> 각 연금제도별 규제 및 감독기관
보장
체계

공적연금

사적연금

책임
주체

수

단

규제기관

감독기관

국 민 연 금
공무원연금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 인 연 금

인적자원부
국 방 부

인적자원부
국방부

제1층

국가

제2층

기업

법정퇴직금

제3층

개인

개 인 연 금

노동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이하에서는 사적연금제도라고 분류될 수 있는 법정퇴직금제도 및 개인
연금제도에 관련된 규제 및 감독사항의 현황 및 한계점 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나. 법정퇴직금 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의 적격요건 등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외위탁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서 1978년부터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종업원퇴직보험으로 사외위탁
할 수 있었고, 동 보험제도의 수급권보장 기능의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199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제도(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칭함)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상품은
제도의 관리 및 자산운용을 금융기관에 일괄 위탁시키는 계약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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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규제는 노동부110)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종
업원퇴직보험, 퇴직보험 등의 상품취급 등과 관련된 감독은 금융감독위
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퇴직금 관련 규제 및 감독제도로서는 근로자간의 형평 및 수급권 보장
제도, 사외위탁제도, 회계제도 및 세제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근로자간의 형평 및 수급권 관련 규제제도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서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1년 이상 재직
한 근로자에게 수급권이 부여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
서는 안 된다고 규정, 근로자간의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금
의 중간정산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산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년
퇴직시까지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연금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파산, 화의 개시 등으로 인하
여 퇴직하였으나, 당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
체불퇴직금의 지급액은 45세 이상인 자의 경우 연간 17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와 같은 노후자금의 지급보
장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사외위탁
하였으나 동 금융기관이 도산하였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
만원을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보험사업자가 판매
하는 퇴직보험, 납입 원본이 보장되는 은행의 퇴직신탁이다. 판매가 중지
된 생명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 실적배당이 원칙인 투자신탁
운용회사의 퇴직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사외위탁제도
퇴직금제도의 사외위탁은 1978년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명보험
110) 법정퇴직금제도는 세법에 의해 사외적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퇴직보험 및 퇴직
일시금신탁의 경우는 취급기관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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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손비 인정
하는 제도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동 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
의 대출금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수급권 보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199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퇴직보험 등을 도입하였
으며, 실제 판매는 퇴직보험은 1999년부터, 퇴직일시금신탁은 2000년부
터 개시되었다. 한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0월부터 신규판매
가 금지되었고, 2000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금 산입근거
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사외위탁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회사
와 별도로 분리된 신탁 또는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관리 및 자산운용을 전체 위탁하는 계약형(Contractual form)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퇴직보험 및 퇴직보험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
어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사외위탁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련 조항에서는 미국의 세법과 같은 적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법정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격 제도이기 때문이다.
퇴직보험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접 청
구권,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 보험사업
자 등이 근로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
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
부금 납부사항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
지하는 것일 것” 등 금융상품으로서의 적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보험 등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법정퇴직금의 단순 사외위탁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 상품의 취급기관으로 종업원퇴직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명보험회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퇴직보험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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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에 의해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위탁 상품인 종업원
퇴직보험과 퇴직보험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하는 감독규정에 따라서 취급기관별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을 승인
하는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상품에 대한 판매질서,
자산운용, 지급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동 감독업무는 각 금융
권역별로 상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관련 감독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
으며, 연금과 관련된 별도의 감독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3) 회계 및 과세제도
법정퇴직금의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
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및 피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
급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부채 인식하고, 전기말
대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퇴직급여 계정 등으로 비용 인식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퇴직급여충당금을 청산기준으로 본 부채
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퇴직금의 사외위탁 수단인 종업원퇴직보험 및 퇴직보험 등에 대해
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가입 기업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동 부담액 전체를 퇴직시까지 과세가 이
연되는 제도로 본 것이다. 아울러 사내적립에 대해서는 40%까지만 손금
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외적립을 장려하고 있다.

다. 개인연금 관련 규제 및 감독체계
1) 규제체계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보험, 은행(신탁계정), 투신
(운용)사, 우체국 및 농․수협 단위조합의 생명공제가 취급하고 있다. 이
개인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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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익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소위 EEE형 개인연금제도로
서, 2000년 12월 이 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판매를 중
지하였다. 동시에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하
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위 EET형 개
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와 연계 없이 도입된 제도로서
적격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적용받는 퇴직저축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적격요건은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주요한 사항
으로는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 저축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연금은 저축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감독체계
개인연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 장기 금융저축상품으로
관련 상품의 인허가, 자산운용, 가입자 보호 사항 등은 퇴직금제도와 마
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하는 감독규정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라. 현행 규제 및 감독체계의 한계점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체계를 OECD에서 권고하
는 15개 원칙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규제 및 감독기관의 다기화로 인해서 적정한 감독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금융시장에 대한 적합한 감독, 적정한 사적연금의 도입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금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구조가 미비한 실
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둘째, 아울러 퇴직금제도의 사외위탁이 금융기관에 대한 계약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의 분리 및 적립, 자체감독, 공정경쟁, 투자, 지급
보장수단, 청산방식, 공시 및 교육제도 등이 필요 없거나 취약한 실정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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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및 감독기관의 다기화로 인해 발생되는 한계점
각 연금제도를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며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즉 국민연금, 법
정퇴직금 및 개인연금제도가 서로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제도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법정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
문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하고,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전액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35년을 동일 직장에서 재직한 근
로자는 국민연금 및 법정퇴직금의 연금전환분으로부터 최종 소득의 85%
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11)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는 규제를 하는 소관부처에서 감독도 겸
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재정추계112)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감독소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2) 법정퇴직금제도의 한계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당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중간정산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의 8.33%를 기업
주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 국민연금
및 실업보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으로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
통산제도(portability)가 없기 때문에 기업주의 부담은 크나, 노후생활자
금 마련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사외적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장부상 적립이 허용되
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경우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사내
의 운용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부도시에 근로자의 퇴직
금 지급보장 기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는
1998년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 또한 퇴직금에
111) World Bank Report No.20204－KO,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May 10, 2000.
112) 영국은 독립된 사회보험수리청(Government Actuarial Department)을 운영
하며, 이 기구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추계와 같은 전문분
야에 대한 분석 및 정책조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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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최근 3년간 연간 17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지급보장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100% 사외위탁을 하였
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
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급보장 기능이 전반적으
로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113)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 따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총자산 70억원 이
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퇴
직급여충당금이 적절하게 적립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아울러 현행의 퇴
직급여 회계처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채
를 평가하고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회계공준을 위배하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배되며, 기타 유사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정보는 그 경제적 실질보다 법률적 형식을 중시한 결과 정보
의 유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114)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연공서열이 중시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계
없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법정퇴직금제도
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주로서는 급여
가 많은 장기근속자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이 제도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적시 적응을 하지 못해 생산성이 저하
되나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에 따라 인건비가 높은 고연령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즉 현재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직업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퇴직보험 등의 적격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으나, 동 요건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과다하게 강조한 결과 근

113) 미국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대해서 기업주가 도산하거나, 연금기금이 지급
불능 사태에 도달할 경우 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에서 지급
을 보증하며, 2001년 기준으로 65세 이후 퇴직하는 자에게 1인당 월 연금액
$3,392.05까지 지급이 보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
조(http://www.pbgc.gov).
114) 자세한 내용은 노동연구원에서 2000년 12월 발간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
구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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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은 퇴직
보험 등의 사외위탁에 대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
에 가입115)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입과 동시에 근로자가 수익자가 되
며 청구권을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퇴직근로자는 각 금융기관
을 별도로 방문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퇴직보
험 등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위탁 관리 및 자산운용을 동시에 하기 때
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익률이 서로 다르며, 그럴 경우 다
음 연도에 각 금융기관에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
다. 이에 반해 신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연금제도
에 대한 관리는 회사 혹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운영되며, 금융회사에 기
금운용만을 위탁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도 관리부담이 줄어들고 기
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동 시행령에서 퇴직보험 등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계
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
지하며,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전체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금융기관에 위탁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교육요건 등이 없다는 점
도 문제가 있다.
3) 개인연금제도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법정퇴직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1994년 저축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행되었기 때문
에 일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세제도가 너무나 관대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폐지되었던 정기적금의 과세우대제도를 대체하는 형태
115) 금융감독원의 설문분석에 의하면 국내 유수 기업 중 하나인 K상사의 경우 10
개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위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에
도 8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체가 5개인 것으로 나타
나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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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
다. 대표적인 예로서 가입 후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소득공제 받았던 부
분에 대한 추징이 없으며, 다만 그동안 적립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합하면 이자소득 비
과세 상품과 유사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할 소
지가 크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
한 세제혜택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의 장기저축을 지원해
준 결과를 초래116)하기도 하였다.
1994년 판매된 개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1
년부터 기존의 개인연금은 판매 중지117)하고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금세제인 납입기간중의
연금갹출금에 대해서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자소득에 대
해서도 비과세하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이른바 과세이연 연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인 근로소득기간
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하고, 소득세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퇴직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함으로써 자발적인 개
인연금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정 측면에서 소득세 재원을 분
급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에서는 2001년부터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의 고려 없이 도입되었으며, 소
득이 높은 안정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설계되
었다. 실제로 많은 우량 기업 및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제도를 실시118)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퇴직금제도도 5인 이상 사업
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116) 이러한 현상을 세제체계를 개인연금의 속성과 달리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
종의 Moral Hazard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117) 신규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유지는 가능하다.
118) 개인연금저축 지원제도는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업체에서 자
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특정 기업에서는 노사
가 각각 월급여의 3%를 갹출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식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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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은행, 투신사, 보험회사 및 농수협 공제 등 거의 전금융기
관이 판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간 판매경쟁이 심하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적정한 교육체계가 부족하여 가입자의 노후생활 설계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19)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는 개인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
는데, 이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의 취지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투신사의 상품과 농수협
단위조합의 공제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120)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며,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도산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가입한 모든 상품에 대한 지급보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금자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설문분석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경우 지원조건으로 자기계열 금융회사에의 가입을 의
무화121)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열 금융기관 도산시 그 피해가 근로자에
게 돌아올 수 있다.122)
119) 금융감독원에서 2000년 하반기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674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84%가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이나 가입기관의
재무상태, 국민연금 등의 향후 수급예상액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친
구 또는 친지의 권유 등 연고에 의한 가입이 52%를 점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0) 농수협 중앙회에서는 신탁도 취급하고 있으며, 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121) 2001년 2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기업집단 중 현대정유,
동국제강 등 7개 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1위와 2위인 삼성과 현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투신운용사를
모두 갖고 있다. 또한 자산기준으로 30대 계열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연
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회사는 55.9%, 손해보험은
67.0%, 투신운용사는 46.0%, 증권회사는 42.8%이다.
122) 이러한 상황은 퇴직보험 등 법정퇴직금을 사외위탁하는 상품도 동일하며, 특별
한 감독이 필요하다. 실제로 2001년 3월에 영업정지된 H생명에는 그룹계열사
들이 종업원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동 회사의 자산부채는 계약
이전 방식으로 대한생명으로 이전되기로 하였으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종업원퇴직보험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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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방향(안)
가. 규제 및 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기업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제도 도입의 목적,
가입의 강제화 여부, 법정퇴직금제도와의 관계,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
장장치 중에서의 역할, 연금의 형태, 기금의 운용형태,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근로자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인지수준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연
금저축 지원제도123)가 전형적인 확정갹출형 제도로서 법정퇴직금이나 국
민연금과는 무관하게 노사협약에 의한 자발적 기업연금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설정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계층과의 갈
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124)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설정시 이러한 계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정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은 법정퇴직금제도나 이에
보장에 문제가 있으며, 퇴직보험 및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23) 금융감독원에서 2001년 4월 30대 계열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급여의 일정비율, 매월 전직원 모두 균등하게 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직급별로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경우, 주식취득보조금을 노
사 공동으로 정액 갹출하는 제도 등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확정갹
출형 기업연금제도 7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집단의 경
우에는 회사별로 거의 유사한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30대 기
업집단에 대해서 각 주력사 2∼3개씩을 선정하여 72개사에 설문을 발송하였다.
이 결과 44%인 32개사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 56% 수준인 18개사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 중 9개 회사가 자기계열 금융기관
에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기업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Grouped personal
pension이라고 분류하며 기업연금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124)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종업원복지제도(fringe benefits)의 도입은
생산성 높은 근로자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의 인력정책과 부합되는 것이며, 다양
한 종업원복지비용은 현금급여의 비중을 낮춰 주기 때문에 현금급여만을 비교
하는 근로자의 관행상 오히려 계층간 갈등요인을 줄여 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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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기업연금제도 중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제 및 감독체계는 제한된 여건하에서 채택 가능한 제
도의 소개와 장단점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기업연금제
도의 전면 도입시에도 근로자간의 불공평 해소, 사외위탁의 장려, 교육
및 공시제도의 강화 등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유능한 근로자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된 후에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시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베이비붐 세대 계
층에 대해 중도퇴직시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정년퇴직시까지 적
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강제화 또는 세법에 의해 장려하는 등의 방
법으로 노후자금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규제 및 감독을 위한 법령 및 감독체계
1) 법령체계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
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서 기업
연금제도를 위한 법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연금법
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적용제외 방식의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체 국
민의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별도의 법령을 제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연금법을 제정할 경우에도 확정갹출형으로 할 것인지, 확정급부형
으로 할 것인지, 혹은 신탁형으로 할 것인지, 현행과 같은 계약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법령의 체계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모두 포괄할 수 없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과다한 규제는 오히려 제도 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125)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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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법은 현행의 개인연금저축 지원제도도 자발적 기업연금제도
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세특례제
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를 포괄하는 연금법으로 통합126)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입 최고한도 등 적격요건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자발적 기업연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세
법127)에 근거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관련 회계제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탁형이나 회사형 기업연금제도의 도
입을 위해서는 기금회계가 필요하며, 확정갹출형 기업연금과 관련된 회
계처리의 내용과 단체협약에 의거한 기업연금제도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
시하여 투자자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연금제도 설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연금법에서 규
제하되, 가입 최고한도 등은 세법에 의하여 동시에 적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처리절차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반영하면 된다.
125)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행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는 기존의 종업원퇴직보험의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주 보호대
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과다한 제약요인 때문에 이러한 기업
은 퇴직보험 및 신탁 가입을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수급권 보호에 문제가 없는
기업의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형 제도로 많이 전환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확정급부형 제도에 대한 ERISA법상의 과다한 규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126) 연금법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서 Pension Act
1995에 의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한 법에서 지정하고 있어 효율
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후소득의 40%는 공적부분에서
60%는 사적부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127)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제도는 노동관련법인 ERISA와 세법에 의해서 동시에
규제되나, 세법이 먼저 도입되었으며, ERISA법은 1974년에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세법의 관련 조항이 더욱 방대하고 적격요건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세제적격요건은 내국세법 401(k)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수급권(vesting) 요건, 주
요 종업원에 대한 과다 혜택 부여 금지 조항(Top heavy plan rule), 근로자간
의 비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요건, 차입 및 분배에 관한 요건, 종업원
의 투자대안 선택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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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체계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며 동시에 국민연금의 대행이나 적용
제외 방식이 채택될 경우에는 별도의 감독체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법정퇴직금과 이에 상
응하는 기업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구의 필요성이 적다.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국민연금의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일본은 후
생성에서 감독하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128)에서 제도의 적정성 등을 감독
하며, 영국은 기업연금감독청(OPRA)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금
융감독청에서 기금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독을 한다. 오스트레일리
아는 금융감독청에서 제도의 적정성 및 기금운용 감독을 하며, 홍콩은
MPFA에서 모든 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독립된 감독기구
는 없이 노동부 및 국세청에서 감독을 하며, 연금지급보증기금의 문제 때
문에 노동부 산하인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에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독129)을 하고 있다. 감독기구의 경우도 기업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보완형태로서 자발적인 제도로 운영되며, 특히
확정갹출형으로 운영될 경우 별도의 감독기구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로 운영
되며, 금융회사에서 관리 및 운영을 일괄 수탁하는 계약형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감독기구 설립은 제도 정착 추이를 살펴 가
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체적인 규제 및 감독사항과 반영방법
규제 및 감독의 주요 사항은 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 연금제도 운
영에 관한 사항 및 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128) 일본의 경우 적용제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한정되며, 기금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129) 미국은 매년 기업연금의 운영실태를 Form 5050양식에 의해 국세청, 노동부
및 PBG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세 기관에서 무작위로 서면검사를 하
며 필요시 실지검사를 하기도 한다.
- ⅴ -

제 6 장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방향 209

수 있으며, <표 6-11>과 같이 감독 필요사항과 동 내용이 반영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근거 법령을 요약할 수 있다.
<표 6-11> 연금제도 감독 필요사항 및 근거법령 예시
주요 고려사항

근거법

‧가입의 강제여부 및 가입자격
‧연금의 적정성 및 지급형태
연금제도 설계

‧수급권
‧연금급부의 이동성 및 전환성 등 기타
‧제도의 청산

기업연금법, 세법

연금제도 운영

‧인가
‧기업연금의 관리 및 기금운용
‧회계 및 계산방식
‧사업비
‧과세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공시
‧기업연금의 상품 인허가

기업연금법, 세법,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감독 관련 규
정

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자본금 및 영업기금
‧최저적립에 관한 요건
‧지급불능보험
‧최저수익률 보증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기업연금법 및
금융감독 관련
정

규

1) 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
가) 가입의 강제여부 및 가입자격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는 기업연금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춘 기업
연금을 설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
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택적인 제도이나, 양 제도 중 어느 하나는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법정기업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기
업연금 도입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법정퇴직
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계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법정퇴직금제
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계층 외의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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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발적 기업연금제도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30)
가입자격은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협의회 대표와 약정한 제도로서 적격요
건을 갖는 전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정퇴직금제도와 선택사항으로 부여되는 제도이므로 가입자격 등 적
격요건은 아래와 같이 법정퇴직금제도에 준하여 규제하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현재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는 통산제도를 의무화 또는 세법에 의해 장려하되 개인별 퇴직적립구좌
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정년퇴직 연령까지 적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 또는 55세 이후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되, 근로자가 타 직장으로 전직할 시에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로 이전하는 제도를 활용한다.
②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협의회 대표와 약정한 제도로서 적격요건을 갖는
전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③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기업연금을 위한 상품의 납입기간, 연금지급기간
등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제도의 적격요건과 동일하다. 단, 개인별 퇴
직적립구좌로 이체한 후 정년퇴직할 때 또는 55세 이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4. 기타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나) 연금의 적정성 및 지급형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의 연금수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입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면 될 것이다. 즉 확정기업연금의 경우
에는 최저소득대체율을 정하면 될 것이고, 확정갹출형의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최저갹출률을 정하면 될 것이다. 법정퇴직금과 연금수리적으로
상응하는 확정급부형의 소득대체율은 20∼25% 수준이며, 확정갹출형의
최저갹출률은 5% 내외가 적정한 것131)으로 보인다. 최고한도는 기업연
금법에서 정하지 않고 세법에 의해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한도로 정하
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30)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전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된다.
131) 이에 대해서는 제3장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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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형태는 노후소득보장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에
서 종신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되며, 2001년부터 적용되는 연금세제에 의해서 일시금 또는 단기
에 지급받을 경우 그만큼 부과되는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장
기연금 수취 형태로 유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울러 연금급부의 지수화도 국민연금의 종신연금이 물가에 연동되어 지급
되고 있으므로 가입자들이 정액연금과 지수화된 연금 중 자율 선택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정급부형을 택할 것인지 확정갹출형을 택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도입할 경우 최저
적립요건, 지급불능보험제도의 도입 등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들이 필
요하게 됨을 고려132)해야 할 것이다. 확정갹출형이 도입된다면, 현재 법
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세대도 기업연금 도입시에 그때까지의 퇴
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본인의 적립구좌에 이체하는 형태로 하여 즉시 적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업연금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안정
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제될 필요가 있다.
① 매월 또는 매년 등 정기적으로 기업주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갹출
금을 분담하는 제도일 것이다.
② 기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조건
에 의하되 특정 근로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을 택했을 때, 기업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동시
에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이 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하며, 다만 이 중 하나 이상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④ 동 구좌를 담보로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⑤ 근로자는 기업주가 제공하는 상품간에 계약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2)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인 확정급부형 연금이므로, 국민연금제도
의 급부액을 삭감하는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의 리스크 분산을 위
한 차원에서도 기업연금은 확정갹출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
다.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제조업체 등 숙련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확정급부형을 주
로 도입하여 소득대체율 60∼70% 정도를 보장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확정갹
출형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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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급권

수급권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가 1년 이상 근로한 전근로자에게 즉시
부여되는 제도를 택하기 때문에 이에서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기업연금의 경우
회사의 보상정책에 따라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
전에 퇴직할 경우에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연금급부의 통산성 및 전환성

기본적으로 연금급부의 회사간 또는 취급금융기관간의 통산성(portability)
및 전환성(transferability)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연금법과
세법에서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 전직하는 근로자는 상당한 실업기간 후
에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퇴직적립구
좌 등에 의해서 금융저축의 형태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연금제도의 청산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기업연금을 운영하
지 않는 다른 기업으로 흡수합병될 경우에는 동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해
진다. 이런 경우 연금제도의 청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는 두 가
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계약 자체를 청산시점에서 일시납으로 가
입하는 연금계약으로 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형으로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각 개인별 퇴직적립구좌로 적립잔액을 이체하는 방법이다.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에서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급
불능보험에 의해 부족 잔액을 보충한 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유
지토록 하면 된다.
2)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가

신탁형 또는 회사형으로 기업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취급하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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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사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계약형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도입시에는 연금관련법에서 설치 근거만을 마련하고 시
장에서 실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가조건 등을 검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입된 기업연금의 제도설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
하면 미국의 Form 5050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적격성을 국세청 또는
노동부에 보고하되 계약형이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업연금의 관리 및 기금운영

기업연금을 관리하는 형태는 금융회사에서 관리 및 기금운용을 일괄해
서 수탁하는 형태인 계약형과 기업에서 회사와 독립된 기금 또는 신탁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신탁형으로 분류된다. 계약형의 경우 기업연금의 관
리 및 기금운용을 금융기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건전한 운용기관의 선
정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운용기관은 기업연금법에서 정
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되 그 세부 요건은 금융감독원
에서 정하여 사전에 노동부와 협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탁
형의 경우에는 회사와 독립되어 설치된 기업연금기금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책임져야 하므로 기업연금법에서 Trustee(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정해야 한다. 확정급부형의 경우에는
우선 연금계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연금계리인제도가 도입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연금부채 등의 연금수리업무까지
관리해 주는 계약형이 우선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장부상 적립을 허용하며, 사외위탁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권 보장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도
입될 기업연금은 계약형이건 신탁형이건 사외적립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
다. 다만,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미적
립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예: 10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사외
위탁을 강제화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의
분리 문제는 계약형을 택하여 금융기관에 사외위탁을 의무화하면 자동적
으로 해결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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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 및 계산방식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선택할 경우에 회계 및 계산방식에 관한 세부
규제가 필요하다.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부채 적립 등에 대한 규제 필요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퇴직부채 추정을 위한 이율은 5%로 한다.
② 부채 추정은 계속기업의 원칙에 의해서 연금계리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동 부채의 적정성에 대해서 회계법인은 기업의 회계감사시 전문 연금계
리인의 평가를 기초로 감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계리인은 보험업법
제202조의 3(보험계리업)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
며, 계약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202조(보험계리)에 의해 보험회사가
선임한 보험계리인이 이를 대신토록 할 수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사업주가 노사협의에 의한 일정액을 갹출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와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제
도이므로, 기본적으로 특정 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기
업이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인
식하고 부족 및 초과 지급액은 부채 및 자산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연금 관련 비용, 부채 및 자산에 대한 계정분류의 예시이다.
<표 6-12>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관련 계정분류
계

정

분 류

연금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미지급연금비용

유동부채

선급연금비용

당좌자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근거조문
기업회계기준 제43조
기업회계기준 제23조 6호
기업회계기준 제13조 9호

아울러 투자자에게 근로자 보수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기 위해
서 기업회계기준 제87조에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기업연금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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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갹출률 또는 갹출액 결정 근거
③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근로자 1인당 갹출률 또는 갹출액
④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요인
(갹출률 및 갹출액의 변동, 기업결합, 기업분할 등)

라) 사업비

일반적으로 사업비 등에 관한 규제는 금융 관련 감독규정에서 모두 자
율화되어 있는 사항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새로 도입될 기업연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되,
공시제도를 강화해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율 규제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마) 과세제도

기업연금제도의 요건, 소득세 및 법인세 인정 한도 및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 계약이전제도 등을 세법의 적격요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제
적격요건은 기업연금법에서 정하는 요건 외에 향후 도입될 자발적 기업
연금제도와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기업주의 추가 갹
출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정하되, 근로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에 퇴직구좌를 지속할
수 있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에 대한 요건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기업연금을 위한 소득세 공제한도는 기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여 근로자 월 급여의 25% 이내로 한다. 여기에서 월 급여라 함은 근로기
준법에서 법정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월평균 급여를 지칭한다.
② 기금의 이자소득은 퇴직소득 지급 전까지 이연한다.
③ 퇴직급부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방법으로 연금소득으로 과세
한다.
④ 근로자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기
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의 합계액과 그때까지 부리된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고 종합정산한다.
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면서 해약할 경우에는 기타소득과세로 부과한다.
기업주 부담분은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15%까지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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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손금 산입한도 및 자발적 기업연금을 택할 경우에 취급기관의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퇴직저축제도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개인연금

을 취급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다음 기관으로 한정한다.
ㅇ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음)
ㅇ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특별계정으로 취급
ㅇ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제한

바)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공시

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주 또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
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노후생활자금 마련 방법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주는 취급 금융기관과 공동
으로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저축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교
육하고, 근로자별 적립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서는 근로자들이 여러 투자대안 중에서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근로자에
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
하기보다 약관에 의해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관련자가 계약체결 전에 회
사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전근로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기적
으로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교양강좌 형태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또한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1
회 이상 납입액 누계액, 이자수익액, 누적수익률, 자산운용 내역 등을 서
면으로 통지하도록 약관에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이러한 내
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자체 조회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 기업연금의 취급 회사 및 상품 인허가

기업연금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취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기업연금법에서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요건은 기업연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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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되, 세부 요건은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하여 사전
에 노동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계약형의 경우 기존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
를 받을 필요가 있다. 상품 인가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제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근로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과 투자
대안 등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도 근로자간에 수익률 및 연금액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법상
의 적격요건이 모두 반영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단순한 형태로 운영하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
한 형태의 투자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퇴직보험과 동일한 방식의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3) 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및 영업기금

기업연금제도가 회사형으로 설립될 경우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자본금 및 영업기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
요가 발생할 경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최저적립에 대한 요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채에 대한 최저적립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에 기
존 세대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최저적립요건 등을 경과규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경우에는 최저적립에 대한 요건이
필요 없다.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연금부채에 대한 최저적립
요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급불능보험
이 동시에 도입될 경우에는 지급불능보험이 규정되는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제도로서 지급불능보험이 전제가 되지 않을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등133)에 적립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과 권고모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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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급불능보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경우에는 기업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지급불
능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연금제도가 장부상 적립이 허
용되거나 100% 사외위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들 경우 지급불능보험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기관에 일괄해서 위탁
시키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지급불능보험이 필요없고 연금부채에 대한 최
저적립요건을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갹출하므로 기업주의 도
산에 따른 지급불능은 없다.134) 다만, 자금사정의 악화로 일시적으로 갹
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금융기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
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당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향후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
이다.
라) 최저수익률 보장

퇴직금을 법정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최저보장제도로서 유효하고, 금융기관에서
금리보장형, 채권형, 주식형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연금 상품을 보급할
것이므로 기업연금법에서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것135)은 바람직하지 않

133) 영국에서는 기업연금 부채의 계산 및 적립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Pensions
Act 1995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은 보험계리인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의 Guidance Note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리
인회의 홈페이지는 www.actuaries.org.uk이다.
134) 미국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보호대상에서 제
외되며,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부담해야 할 갹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미지급연금비용”으로 부채 처리하고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135)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서 최저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자산부채 매칭(ALM)
에 의한 제약요건 때문에 자산운용에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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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근로자의 위험선호에 따라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하도록 장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저연령 근로자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충분한 적립
기간이 있으므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년
퇴직이 임박하거나 퇴직 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계층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 방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투자수단의 선택을
위한 공시제도가 잘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개인연금제도와 마찬
가지로 은행, 투신사에서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취급하되 은행의 경우는
원본 보장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는 원리금보장형을 판매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
한 근로자 노후자금의 최적 마련에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자산운용도 계약형을 전제로 할 경우 기업연금법에서 별도의 규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계열 금융기관
에 일괄해서 위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에서 계약형으로 기업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되, 기업연금 기금운용에 맞
는 자산운용전략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계약형으로 취
급하는 자발적 기업연금펀드는 모니터링 및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월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률, 리스크 포지션 등
에 대한 상시분석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취급
하는 기업연금펀드의 수익률, 자산운용 내역 등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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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업연금 규제 및 감독을 위한 15개 원칙

(Andre Laboul, OECD staff)
[1] 적정한 감독체계(adequate regulatory framework)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연기금의 건전 운용 및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포
괄적이고 동적이며 유연한 형태의 감독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다만, 동
감독제도는 연금시장 참여자와 기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

[2] 금융시장에 대한 적합한 감독(appropriate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s)
기업연금 자산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 다양한 투
자를 위해서는 양호하게 작동되고 있는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을 필요로
함. 적립방식의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기반 및 감독제도
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이에는 물가지수 연동형 시장 및 퇴직연금시장
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 및 신시장의 개발이 포함
됨.

[3] 수급자의 권리 보호(rights of the beneficiaries)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비차별 요건(non-discriminatory access)이 강
화되어야 함. 즉 연령, 임금, 성별,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
지하기 위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노사가 부담한 연금갹출금에 대
한 수급권의 보호 및 적정한 자격부여 절차가 진전되어야 함. 연금의 수
급권에 대한 통산제도(portability)는 매우 중요함. 조기 퇴직, 특히 연금
가입이 비자발적 경우에 수급자에 대한 권리보호도 장려되어야 함.

[4] 적정한 사적연금(adequacy of the private schemes)
사적연금제도의 리스크, 급부 및 가입범위 등과 같은 적정성에 대한 적
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의 대체 또는 상당
한 정도로 보완을 하면서 가입이 강제화될 경우에는 특히 중요함. 또한
사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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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사전적립에 의한 제도 및 사적저축 및 소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소득 마련 제도를 평가해야 함.

[5] 기금의 분리(regulatory system and separation)
적정한 법적, 회계적, 기술적, 재무적 및 관리상 기준에 대한 규정화되
고 기능적인 제도가 연금기금 및 제도에 대해서 합동으로 혹은 개별적으
로 과다한 관리상의 부담 없이 적용되어야 함. 연기금은 제공 주체
(sponsor)로부터 법적으로 완전 분리(legally separated)되어야 함. 혹
은 적어도 그러한 분리가 적정한 수단을 통해서 취소 불가능하게 보장되
어야 함.

[6] 기금의 적립(funding)
사적연금의 기금은 사전 적립되어야 함. 확정갹출형 연금의 경우는 완
전적립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형태의 연금에서도 연금부채의 적정한 지
급보증을 위해서 최소적립규정(minimum funding rules)이나 다른 형
태의 지급보증제도를 적용해야 함. ABO나 PBO와 같은 청산방식
(winding－up approach)에 기초한 규칙은 영속성의 원칙을 보충하기
위한 최저 기준으로서 장려될 수 있음. 특정한 상황하에서 일시적으로 제
한된 과소적립은 용인될 수 있는 유연성이 허용될 수 있음.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이라는 속성에 비추어 연기금에 대해서는 최저자본금 또는 지
급보증(minimum capital/guarantee)에 대한 적정한 그러나 유연한 적
격요건의 개발에 대해서 유의해야 함. 과세 및 신중한 감독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기금적립수준이 장려되어야 함. 사적연금에서 인건비 형태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overheads schemes)과 같은 pay-as-you-go방
식은 금지되어야 함.

[7] 평가방식(calculation techniques)
연금수리 규칙 및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규칙과 같은 자산의 평가 및
연금부채의 적립상태에 대한 적정한 평가방식(appropriate calculation
methods)이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기준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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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효율적 리스크 관리, 연금기금 및 연기금을 취급하는 다른 기관들
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이 촉진되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부채관
리기법의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함.

[8] 감독구조(supervisory structures)
연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령 준수, 재정
상태에 대한 통제, 수리적인 적정성에 대한 검사 및 연금관리인에 대한
감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연기금에 대한 적정한 서면 및 현장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감독기구가 마련되
어야 함. 동 감독기구는 판매 및 사업비 등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부터 초래되는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연기금에 대한 감독 및 검
사권을 행할 수 있는 적정한 규제 및 감독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9] 자체 감독(self-supervision)
연기금 자체의 규제 및 감독(self-regulation and self-supervision)이
장려되어야 함. 독립적인 연금계리인, 자산보관자 및 내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가 적정한 규제 체계 내에서 장려되어야 함.

[10] 공정 경쟁(fair competition)
서로 다른 연금시장 참여자간에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체
계가 이루어져야 함. 공정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어
야 하며, 적정한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임.

[11] 투자(investment)
연기금의 투자는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함. 이에는 분산투자, 자산부채
만기 및 환율관리 등 자산과 부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필요
성 등이 포함됨. 양적 규제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은 연기금의 안전성
및 수익성 양자를 고려한 후에 평가되어야 함. 자체 투자(self
investment로서 기업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보
호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야 함. 해외투자는 신중한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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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장려되어야 함.

[12] 지불보장 수단(insurance mechanisms)
연기금의 지불불능에 대비하기 위한 지불불능보험(insolvency insurance)
혹은 다른 형태의 지불보장제도는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수단
은 일부 경우에 권고될 수 있음. 단체보험 및 재보험과 같은 보험수단에
의존하는 방법이 장려될 수 있음.

[13] 청산방식(winding-up)
적정한 청산방식(proper winding-up mechanisms)이 갖추어져야
함. 기업주 갹출분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이 기업주의 지급불능시에 근로
자에게 지급되기 위해 연기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같은 절차들이 관련
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함.

[14] 공시 및 교육(disclosure and education)
연금제도의 비용 및 급부의 특성 등에 대한 적절한 공시 및 교육제도
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들이 투자수단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더
욱 중요함. 퇴직급부(특히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에 대한 피해 및 권리의 보호 방식 등에 대해서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함.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구조,
기금의 실적 및 급부의 구조 등에 대한 공시제도가 특별히 장려되어야 함.

[15]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의 지배구조의 역할 및 연기금의 역량 등이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것들로서는 지배행위(governance activities)에 대한 지침(의무적일 수
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음)의 역할, 연기금의 주주권한이 기업의 행위
에 미치는 영향,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및 신탁자들의 역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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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업연금제도의 입법방안

1. 머리말
기업연금제도 설계의 입법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연금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사항들, 예를 들어 제도 실시의 정책목표, 제
도의 형태, 위상․성격 및 구체적 내용 등이 검토되고, 이에 관한 정책결
정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여
부를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에 관한 ‘구체적’
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도
있다. 형성되어야 할 입법정책은 이미 우리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연금제도’의 규범적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존재이
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수급
요건,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향에서 기업연금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규범적 지침은 기업연금은 공적연금과 함께 근
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논의 배경,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및 근로자
의 퇴직소득보장체계의 확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의
- ⅴ -

제 7 장 기업연금제도의 입법방안 225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 쟁
점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 쟁점들은 계속적인 검토와 정책결정
자의 최종적인 선택을 요하는 사항들이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들에 관해
서는 노사간의 합의의 틀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입법정책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점을 언급하
고,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에 관한 입법 대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법상 근로자의 소득보장 및 기업복지제도
기업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제
도 및 개인저축제도와 함께 다층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룬다. 또 기업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다양한 기업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주로 퇴직 또는 노후
의 금전적 소득보장체계의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연금
제도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제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
‧
‧
‧
‧
‧
‧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종업원지주제도(ESOP)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세제혜택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제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기업복지에 관한 이상의 여러 법․제도들은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비 또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새로이 구상되고 있는 기업연금
제도 실시의 정책목표 및 기업연금제도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결
정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기업연금제도의 실시가 단순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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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 둘째, 좀더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기업복지
제도의 정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 및 셋째, 공․사연금제도의 조정을
위하여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논의되는
경우 등 각 경우에 따라 관련법의 정비 또는 검토 대상이 달라진다.

3. 기업연금제도 실시의 정책목표
가.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관계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개인저축체도 등의 다층보
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기업연금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
보장체계의 연관성에 대한 정책결정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에, ①
공적연금제도와 별개로(공적연금 자체의 개혁 내지 확충은 별론으로 함)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인가, ② 퇴직금을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고(퇴직금의 사회보험화136), 즉 퇴직금제도
의 폐지) 임의적인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인가, ③ 공적연금을 보완하
는 제도로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이 경우에도 영국이나 일본
과 같이 공적연금의 조정제도로 할 것인가, 공적연금과는 독립된 사적보
장제도로 설계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먼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이 적정한가,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저
축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정한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로
서는 일단 공적연금제도와 별도의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는 것, 즉 퇴직
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136) 이에 관해서는 조성혜, ｢퇴직금의 사회보험화｣,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7호, 1997. 12, 19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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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복지제도와 기업연금제도와의 관계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할 때에 우리사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ESOP),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개인연금지원제도 등 근로자에 대한 ‘기금형
기업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137)에 대하여도 정책결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들의 기업연금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현재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논의 배경을 고려할 때에 당분간 별도로 논
의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을 제외한 기업복지제도는 주로 근로자복지
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및 세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주로 재직중 근로자의 기업복지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
여 퇴직금이나 이를 대체하는 기업연금은 주로 근로자의 ‘퇴직후 기업복
지제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기업연금제도의 관계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
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논의되는 경우(일시에 대체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인가는 별
론으로 함)에는 법․제도의 정비방안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
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치하고 임의적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법․제도의 정비방안의 어려움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세
137) 이에 관해서는 김원식,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 기금형 복지제도의 개선｣(중
간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퇴직금제도 개편방안” 관련 포럼 발표자료, 2001.
9.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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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세제의 차별 적용 등을 통한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거시적으
로는 전자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기업연금제도의 정책목표 설정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궁
극적인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이 점은 노․
사․정 사이에 정치적․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정책목표는 세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의의 초점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퇴직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 퇴직
금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의 사외적립을 강제하는 임의적인 기업연금제
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노동계는 전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연금제
도의 도입 논의에는 찬성하지만, 후자의 경향을 경계하고 있는 듯하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목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에 두는 방향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한 기업연금
자산의 증대와 이에 따른 노후자금의 효과적인 적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 제1안: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기업연금제도
사외적립을 통한 수급권 보호, 다양한 고용형태 및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응하는
퇴직금제도의 개혁138)
‧ 제2안: 현행 퇴직금제도의 임의적인 기업연금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확충을 근거로 궁극적으로 현행 퇴직금제도의 폐지를 목
표. 기업연금제도는 인센티브제도로 임의화
‧ 제3안: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제도의 확충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연금 및 개인저축과 함께 근로
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정립
1) 퇴직금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퇴직금준비금의 사외적립
에 대한 사용자의 과중한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장에 채택하기는 어려운 방
안이다.

138) 퇴직금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퇴직금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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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외적립에 대한 사용자의 과중한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장에 채
택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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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연금제도의 설계와 관련한 입법정책 사항
기업연금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책목표와 더불어 먼저 몇 가지의 정책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대
표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것으로 기업연금의 개념, 기
업연금제도의 입법형식 및 기업연금제도의 종류(유형)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나아가 기업연
금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가. 기업연금제도의 기본구조
1) ｢기업연금｣의 개념 및 범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연금｣의 개념과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이라는 용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대
체하는 금전적인 소득보장(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으로 볼 수도 있으
며, 우리사주제도 또는 미국의 ESOP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연금은 ‘퇴직후’의 소
득보장체계로서의 의의가 강조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개
혁과제로서 논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의
미의 기업연금으로 개념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기업연금제도의 입법형식
기업연금제도의 입법형식에 관하여는 퇴직금제도의 개혁 내지 근로자
복지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안) 중 기업연금제도 실시의 정책목표와 기업연금의 개념․범
위를 고려할 때에 제2안인 독립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1안－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남겨 두는 방안(근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1조를 정비하는 방안) : 기업연금제도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의 대체제도로 보는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안이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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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 복지제도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의 영역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연
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복잡한 법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모두 담기
에는 입법기술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제2안 － 독립법을 제정하는 방안(예를 들어 ｢기업연금법｣ 또는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을 제정하는 방안) :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완전히 분리된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독립법
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3안 － 최근 제정된
도를 금전적 방식에
복지제도로 이해하는
질될 우려가 있으며,
상으로 제정되었다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포함하는 방안 : 기업연금제
의한 소득보장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근로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주로 재직중의 근로자를 적용대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3) 기업연금제도의 종류(유형)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의 종류는 급여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부담금을 적립하는 유형(이른바 ‘확정급여(DB)형’)과 부담금액을
미리 확정해 놓고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유형(이른바
‘확정기여(DC)형’), 그리고 양자를 다양하게 혼합하는 유형(이른바
‘hybrid형’)이 있다.139) 입법례에 따라서는 DB형과 DC형 어느 하나만을
139) 용어의 선택 : ‘defined benefit’과 ‘defined contribution’을 어떤 용어로 대
체할 것인가? 그동안 통상 ‘확정급여’와 ‘확정갹출’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
되었다. 일본에서는 ‘給付’와 ‘掛金’을 전제로 하여, 위의 용어들을 ‘確定給付’와
‘確定醵出’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보장법에서는 ‘給付’라는 용어 대
신에 ‘給與’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이하, 국민연금
법 제4장,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 고용보험법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의료급여법 등), 또 ‘掛金’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험법에서는 ‘비용부담’과 ‘보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사회
보장기본법 제27조, 국민연금법 제5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5장, 고용보험법 제6장 등. 다만, 건설근로자고용안정등에관한법률에서
‘공제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醵出料’라는 용어도 1995년 국민연금
법 개정시 폐기하고, 사회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기여금(일반적으로 가
입자 본인이 부담) 및 부담금(일반적으로 사용자, 국가 등이 부담)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defined benefit’는 ‘確定給與’로, ‘defined contribution’
은 ‘確定寄與’ 또는 ‘確定負擔’이라는 용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또 ‘掛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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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거나 양자를 모두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혁적으로는 DB
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퇴직
금제도는 일종의 DB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퇴직금제도를 염두에 둔다면 DB형의 제도를 설계
하여야 하겠지만, 임금체계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DC형의 제도 설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 DB형의
DC형으로의 전환, DC형에 DB형적 요소의 가미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연금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 중에서 기업의 사정과
노사합의로 특정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
히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면서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임의적인 기
업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법으로 특정 종류를 한정해야 할 필
요성이 더욱 적어진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DB나 DC형의 하나를 강요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요인도 있다.
한편, 기업연금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규약형(계약형), 기금형 및 신
탁형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규약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제도
등이 참고될 수 있으며, 기금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가 참고될 수 있다. 신탁형 또는 회사형은 우리의 경우에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4) 적용범위
현행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사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근로자의 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금의 수요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
로자에게 더 클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더라도 영세사업장의 경
우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퇴직금수급권의 보호가 열악한
실정이다. 퇴직금제도의 개혁이라는 입장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를 논
의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외적립의 강제로 보이는 기업연금제도는
영세사업의 사용자에게는 더욱 비현실적인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라는 용어는 장․절의 제목에서는 ‘비용부담’으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부담금’
또는 ‘기여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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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제도를 강제로 대체하는 제도보다
는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업연금제도 실시의 정책목표를 제
시하였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문제나 영세사업에서의 퇴
직금수급권 보호 문제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연금제도
의 설계에 정책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실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임의제도가 된다
면, 기업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영세사업에서의 기업연금 실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공제법과 같은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DC형의 기업연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개인별관리저축계정
(IRA와 유사한 형태)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현행 퇴직금제도와의 관계
기업연금제도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에
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존폐 여부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
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입법정책적으로는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의 대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기업연금제도를 설계
함으로써 퇴직금제도가 자연스럽게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적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노동계
는 종래의 퇴직금수준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강제적용되는 기업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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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실시로 퇴직금제도의 존속 이유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일부를 사회보험화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제
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의 임의적용을 주장할 것이
다. 이 경우에 기업연금의 실시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연금
제도를 임의제도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기업연금을 강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강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폐지하면서 임의적인 기업연금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
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
준과 새로운 기업연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이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 근
로자들에게 퇴직금은 지난 40여년간 그 법적 성질의 논의에 관계없이 근
로관계상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대체제도로서의
의의는 있겠지만, 급여수준의 기준을 현재 개별사업장의 기준으로 할 것
인가 법정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확정급여형의 기업연금으로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급여수준을 설정하자는 방안
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임금체계의 변화로 기업연금제도에서는 종래의
퇴직금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며, 일단
확정급여형으로 제도를 도입하되 점차적으로 이를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이다. 또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 및 제도형태와는
별개로 확정기여형의 기업연금형태를 채택함으로써 급여수준의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운용책임으로 하자는 방안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노사간
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 개별 사업에서 종래 실시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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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임의제도인 기업연금은 신
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는 종래의 퇴직
금제도를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다른 제도가 존재하게 되고, 또 신규 근로자보다
는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업연금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볼 때에 기업연금제도의 실시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업연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규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기업연
금제도를 적용하면서, 재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과거근무채무(PSL)
의 상환방법에 의하여 기업연금제도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
우에 과거근무채무의 상환범위를 전체 퇴직금으로 할 것인가, 일부만 전
환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으로 할 것인가가 노사합의로 결정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종래 세법상의 종업원퇴직보험(신탁)이나 현행 근
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의한 퇴직보험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이미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분이 사외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연
금으로 전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입법안의 대강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기업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입법안의 대강을
제시하고자 한다.140)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기술상 주로 시행령
등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으며, 법률에서는 제도의 주요 골격을 구상하
는 수준이 될 것이다. 법안의 장․절 체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
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입법체계의 이해를 위해서 제1안을 기준으로 하
140) 일본의 ｢확정급여‘기업’연금법｣(2001. 6. 15.제정, 법률 제50호) 및 ｢확정기여연
금법｣(2001. 6. 29.제정, 법률 제88호)을 참고하였다. 법률 제목의 차이에서 보
듯이, 전자는 ‘기업연금법’이지만, 후자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혼합된 법이
다. 일본의 ｢확정기여연금법｣은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제
도와 새로 설계하게 될 기업연금제도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근로자 → 중도퇴직자․자영자 → 근로자 → 중도퇴직자․자영자
→ 근로자 … → 은퇴자” 등의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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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술하지만, 기업연금법의 조문화 작업은 제2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 입법체계
기업연금제도의 입법체계는 법의 명칭과 장․절 체제를 먼저 결정하여
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명칭은 (가칭) ｢기업연금법｣으로 하
여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기타의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입
법의 형태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확정급여기업연금법｣과 ｢확정기여
연금법｣을 통합한 형태를 취하며, 일본의 확정기여연금법에 있는 개인형
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다.141) 확정급여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을
하나의 법에 의하여 규율할 때에 제기되는 입법기술상의 적절성 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장․절의 체계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확정급여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의 내용을 각각 하나의 장
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서, 각 장을 총칙, 기업연금의 개시, 가입
자, 급여, 기여금, 적립금의 운용, 행위준칙, 기업연금의 전환, 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연금의 운영관리기관 및
기타의 사항(보칙) 등의 순서를 갖게 하는 것이다(제1안). 다른 하나는
확정급여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규정 내용에는 공통점도 있지
만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규율을 위해서는 양자를 각각 독
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각 장의 절에서 각 제도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
이다(제2안).

141) 일본의 확정갹출연금법에 의한 ‘개인형연금’제도는 자영자 또는 확정기여기업
연금(기업형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가 아닌 60세 미만의 근로자 등에
게 적용되는 연금제도로서, 가입자 본인이 매달 부담금을 갹출하고, 가입자 본
인의 운용의 지시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개인형연금은 기업연
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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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연금법｣의 장․절 체계(제1안)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제2장 기업연금의 개시 : 기업연금의 실시 요건, 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의
승인기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업연금기금 등
제3장 가입자 : 가입자 자격,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가입기간, 차별금지
제4장 급여 : 급여의 종류, 급여의 액, 연금급여의 지급기간, 각종 급여의
수급요건․지급방법,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제5장 비용부담(부담금) : 비용부담의 주체, 부담금의 납부, 부담금액의 산
정기준,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재정재계산 등
제6장 적립금의 적립 및 운용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구분. 확정급여
기업연금의 경우에 적립의무, 적립금액(책임준비금, 최저적립기준액), 적
립부족분의 갹출, 자산관리운용계약 및 적립금의 운용 등. 확정기여기업연
금의 경우에 운영관리업무위탁, 자산관리계약, 운용방법의 선정․제시, 운
용의 지시 등
제7장 (각 주체의) 행위준칙 : 사용자, 기금의 이사, 자산관리운용기관, 기
금자산운용계약의 상대방,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 등의 행위준칙
제8장 기업연금간의 통합․분할․이행 등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통합(합
병)․분할, 실시사업의 증감, 각 유형간의 이행. 확정기여기업연금에서 개
인별관리자산의 이관.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제9장 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 확정
기여기업연금의 종료
제10장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 세법의 규정에 정함.
제11장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 : 등록, 업무, 감독 등

제12장 보칙 : 사업주에 대한 감독, 기금에 대한 감독, 확정기여기업연금운
영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3장 벌칙

2) ｢기업연금법｣의 장․절 체계(제2안)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업연금심의위원회
제2장 확정급여기업연금
제1절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개시
제2절 가입자
제3절 급여
제4절 비용부담
제5절 적립금의 적립 및 운용
제6절 행위준칙
제7절 확정급여기업연금간의 이행 등
제8절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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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확정기여기업연금
제1절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개시
제2절 가입자
제3절 비용부담
제4절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및 운용
제5절 급여
제6절 행위준칙
제7절 개인별관리자산의 이관(이체)
제8절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
제9절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종료
(제10절 확정급여기업연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제5장 다른 제도간의 이행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나. 총칙(제1장)
1) 법의 목적
｢기업연금법｣의 목적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연금의 실시를
통해서142)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힌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사회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연금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퇴직
금의 수급권을 확보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
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42)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종업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가
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 의견에 공감하지만, 퇴직금제도와 기업
연금제도를 등치하려는 의식이 강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제도 시행의 초
기에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한정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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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기본구조
기업연금의 대표적 유형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통합
하여 규율한다. 확정급여기업연금은 운영방식에 따라 규약형(확정급여)
기업연금과 기금형(확정급여)기업연금으로 구분한다.

확정급여기업연금

규약형(확정급여)기업연금

확정기여기업연금

기금형(확정급여)기업연금

기업연금

3) 용어의 정의
가) 기업연금

“기업연금”이라 함은 사업주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확정급여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을 말한다.
나) 확정급여기업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
성한 확정급여기업연금규약에 기하여, 사업주에 의해 갹출된 부담금을
사업의 외부에서 적립금(연금자산)으로 관리․운용하여 연금규약에 의하
여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연금으로서, 사업주
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금제도를 말
한다.
(1) 규약형(확정급여)기업연금
사업주가 생명보험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외부에서 적립
금(연금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연금급여를 행하는 확정급여기업연금.
(2) 기금형(확정급여)기업연금
사업주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이 적립금(연
금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연금급여를 행하는 확정급여기업연금.
다) 확정기여기업연금

“확정기여기업연금”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
성한 확정기여기업연금규약에 기하여, 사업주에 의해 갹출된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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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별로 구분하여 가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한 결과에 의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으로 급여의 액이 결정되는 기업연금으로
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금
제도를 말한다.
라) 기업연금기금

“기업연금기금”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정급여
기업연금의 가입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할 목적으로 제2장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사단을 말한다.
마)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 및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 및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이
라 함은 확정기여기업연금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이하 “운영관리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과 그 기관을 말한다.
① 확정기여기업연금가입자의 성명, 주소, 개인별관리자산액 기타 가입자에
관한 사항의 기록, 보존 및 통지, 가입자가 행하는 운용의 지시의 수합 및
그 내용의 자산관리기관에의 통지, 급여를 받을 권리의 결정(이하 “기록
관련업무”라 한다).
② 운용방법의 선정과 가입자에 대한 제시 및 당해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하 “운용관련업무”라 한다).

사) 개인별관리자산 및 개인별관리자산액

“개인별관리자산”이라 함은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 또는 확정기여
기업연금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충당해야 할 것으로서
하나의 확정기여기업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자산을 말하고, “개인별관리
자산액”이라 함은 그 개인별관리자산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143)을 말한다.
143) 개인별관리자산액의 계산 :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액의
합계액. ① 그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에 관계되는 운용방법 단위의 당해 운용방법
에 있어서 그 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액(그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에서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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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산관리운용기관144)

“자산관리운용기관”이라 함은 확정급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급여에 충당할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자산관리운용
계약의 상대방을 말한다.
자) 자산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급
여에 충당할 적립금에 대하여 체결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상대방을 말한다.
차) 근로자, 임금

“근로자”와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와 임금을 말한다.
4)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기업연금심의위원회145)
기업연금제도의 급여, 부담금, 적립 및 운용 기타 기업연금제도의 운영
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수수료, 보수 기타 당해 운용방법에 관계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에 소요되
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비용상당액을 공제한 액), ② 자산관리기관에 납부된
사업주 부담금으로서 운용의 지시를 행하기 전의 액과 그 자의 개인별관리자산
에 관계되는 운용방법 단위의 당해 운용방법에 관계되는 계약에 기초한 예금
또는 저금의 불입액, 신탁재산의 교부에 관계되는 금전액, 유가증권의 양도 또
는 상환에 관계되는 금전액,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관계되는 보험금 기타
그 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액의 합계액을 합한 금액.
144)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운영관리기관, 자
산관리기관 및 기업연금의 연금자산(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등은 동일한
기관일 수도 있다.
145)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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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기업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노동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기업연금
의 관리․운용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노동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기업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기업연금의 개시(제2장 제1절, 제3장 제1절)
1)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절차(공통)
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확정급여기업연금 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
주146)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147)라 함)의 동의를 얻
어 기업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연금
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얻
어야 한다.
각 기업연금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승인(인가)기준은 법령에 정한
다.(후술)
나) 노동부 장관의 규약의 승인 또는 기금의 인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기업연금규약에 대하여, 규약형(확정급
여)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기
금형(확정급여)기업연금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6) 확정급여기업연금은 1개의 사업에 1개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음).
147) 근로기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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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약의 변경

(1) 규약형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 규약의 변경
사업주는 승인을 받은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경에 대하여 노
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노동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
외).
규약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실시사업의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시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약의 승인기준은 규약변경의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사업주
는 규약의 변경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
는 지체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기업연금기금(기금형기업연금) 규약의 변경
기업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경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노동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
규약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금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규약의 인가기준은 규약변경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기금은
규약의 변경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규약의 승인 또는 인가 및 변경에 대한 노동부 장관과 사업주의 조치

노동부 장관은 규약형기업연금, 확정기여기업연금 또는 기업연금기금
의 규약을 승인 또는 인가하거나 규약의 변경을 승인 또는 인가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신청한 사업주 또는 기금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기금은 연금규약 또는 규약변경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규약을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
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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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형(또는 계약형)기업연금148)
가) 규약형기업연금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 확정급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이하 “실시사업”)의 사업주의 명칭
및 주소
․ 실시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공통)
․ 사업주가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하 “자산관리
운용계약”)의 상대방(이하 “자산관리운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
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에 관한 사항(공통)
․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의 산정방법 및 급여의 방법(급여 중 연금
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불기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에 관한 사항(공통)
․ 부담금의 갹출에 관한 사항(공통)
․ 사업연도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공통)
․ 종료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규약의 승인기준
4) 기금형기업연금(기업연금기금)
가) 기업연금기금의 조직

기업연금기금은 ‘사업주’ 및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가입자자격을 취득
한 자’로 조직한다. 기금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 중에 ｢기업연금기금｣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이 아닌 자는 기업연금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법령이 정하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 규약에 가입자자격을 정하는 경우에, 당해 자격은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
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 노령급여금과 탈퇴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 규약의 내용이 이 법률 및 대통령령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148) ‘규약형기업연금’과 ‘계약형기업연금’ 중 어떤 용어가 적합한가를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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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금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약형기업연금규약의 기재
사항 중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
여야 한다.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의원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공고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기금의 설립인가 기준
․ 법령이 정하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 규약에 가입자자격을 정하는 경우에, 당해 자격은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
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 노령급여금과 탈퇴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 실시사업에서 상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가입자가 될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될 것.
․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들에서 합산하여
상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가입자가 될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
나 사용하게 될 것.
․ 규약의 내용이 이 법률 및 대통령령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것.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라) 기금의 성립시기, 공고, 대의원회, 임원 등 (생략)

5) 확정기여기업연금
가) 확정기여기업연금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이하 “실시사업”)의 사업주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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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주가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하는 업무
․ 사업주가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을 받
은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행하는 업무
․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업주가 갹출하는 부담금(“사업주 부담금”)의 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의 지시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급여액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실시에 요하는 사무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확정기여기업연금규약의 승인기준
․ 법령이 정하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 규약에 가입자자격을 정하는 경우에, 당해 자격은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
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 사업주 부담금에 대하여 정액 또는 임금에 일정률을 곱한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수 또는 종류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반하
지 아니할 것.
․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에 의한 운용의 지시는 적어도 3월에 1회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 확정기여기업연금 급여액의 산정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합치하
고 있을 것.
․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에 그 자의 개인별관리자산
이 전부 이관(이체)되게 되어 있을 것.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라. 기업연금의 가입자(제2장 제2절, 제3장 제2절)
1) 가입자 자격(공통)
가) 기업연금 가입자 자격

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를 ‘기업연금
가입자’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가입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규약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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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격을 정하는 경우에 당해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가입자가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에서
그 자에 대하여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의하여 부담금이
갹출되고 그 개인별관리자산에 대하여 운용의 지시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가입자 자격취득의 시기

기업연금 가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기업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 실시사업에 사용되게 된 때
․ 사업이 실시사업으로 된 때
․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가 규약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자격을 취득한
때

다) 자격상실의 시기

기업연금 가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업연
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149)
․
․
․
․

사망한 때
실시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때
사업이 실시사업이 아니게 된 때
기업연금규약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자격을 상실 한 때

라) 가입자 자격의 특례

기업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소급하여 기업연금 가입자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2) 가입자기간

149)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60세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기업연금 자체
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급연령(60세)과 관련성을 고려할 때 긍정할 수도 있다
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격상실 사유로 “60세에 도달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 당해 기업연금의 사업
주에 의한 부담금 갹출의무가 해제되고, “기업형연금운용지시자”라고 하여, 당해
기업형연금의 개인별관리자산에 대하여 계속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에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할 수도 있고, 60세에 도달한 때에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만 사용자의 갹출의무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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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가입기간(‘가입자기간’)은 月에 의하여 계산하고, 규약에 다
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달의 전 달까지를 이에 산입한다(다만, 확정기여기업연금에서는
60세 이후의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함).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 다시 기업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에 있어서 전후의 가입자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경우)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확정급여기업연
금의 가입자가 되기 전의 기간을 가입자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3) 확정기여기업연금에 관한 특칙
가) 통지 및 신고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실시하는 확정기여기업
연금 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항을 당해 기업연금 가입자에 관한
기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기록관련운
영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가 기록 관련 업무의
전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세에 도달한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성명 및 주소 기타의 사항을 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기록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업주를 포함. 이하 “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확정기여기업연금 원부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에 관한 원부를 비치하고, 이에 기업연금 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연월일, 개인별관리자산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 연금원부의 열람 및 조회

기업연금 가입자 및 기업연금 가입자이었던 자는 기록관련운영관리기
관등에 대하여 위 원부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또는 당해 원부에 기록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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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정
당한 이유 없이 열람의 청구 또는 조회의 회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마. 기업연금의 급여(제2장 제3절, 제3장 제5절)
1) 통칙
가) 급여의 종류150)

확정급여기업연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 모두 급여의 종류로 ‘노령급여
금’, ‘탈퇴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둔다.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서 기업연금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
에게 ‘노령급여금’을 지급하고, 노령급여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자에게는 ‘탈퇴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확정급여기업연
금과 확정기여기업연금의 모든 경우에 퇴직 등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탈퇴일시금의 상당액’을 원칙적으로 개인별관리자산에 이관(이체)하게
하고, 탈퇴일시금의 지급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1) 확정급여기업연금
․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그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주와 기금이 결정한다.
․ 사업주는 급여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자산관리운용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운용기관 또는 기금(“자산관리운용기관등”)은 급여의 결정에 의
하여 청구를 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150) 일본에서는 유족급여금과 고도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확정급여기업연금에서는 임의급여, 확정기여기업연금에서는 법정급여),
우리의 경우에는 ‘노령급여금’과 ‘탈퇴일시금’의 급여만을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부
담을 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소득보장적 사회보험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미지급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족급여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대체할 수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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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수급요건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의 규
정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정해서는 아니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
․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그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
에 의하여 기록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업주와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
운영관리기관(“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이 결정한다.
․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급여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자산관리기관은 급여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를 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다) 급여의 액

(1) 확정급여기업연금
급여의 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산정하는 액으로 한다. 급여액은 가입자기간 또는 당해 가입자기간의
임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참고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
게 차별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급여액은 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된
액으로 한다.
라) 연금급여의 지급기간

(1) 확정급여기업연금
연금급여의 지급기간은 종신 또는 5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지불기월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
급여 중 연금급여의 지급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권리가 소멸한 달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연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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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지불기월에 대하여는 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수급권의 양도 등의 금지 등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수급권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미지급의 급여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
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유족(또는 “배우자․
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 등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의 급
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또는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
고 있던 자”)의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
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유족(또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이 없는 경
우에는 미지급의 급여는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급권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급권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망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받게 될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한 자
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노령급여금
가) 지급요건

(1) 확정급여기업연금
노령급여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규약이 정하는 노령급여
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 그 자에게 지급한다.
규약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의 요건(“노령급여금 지급개시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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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규약이 정하는 연령에 도달한 때에 지급하는 것일 것.151)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규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50세 이상) 이상 60세152) 미
만의 규약이 정하는 연령에 도달한 날 이후에 실시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때에
노령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152) 55세 이상 60세의 연령으로 정관에서 규정하는 연령에 도달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152) 마찬가지로 55세 이하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규약은 노령급여금의 수급요건을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기간으로 정
해서는 아니된다.
노령급여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노령급여금의 지급을 청구
하지 않는 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와 기금에게 당해 노령
급여금의 지급의 유예(or 移延)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령급여금
의 지급은 규약이 정하는 시기부터 시작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153)에 도달한 자(당해 기
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이 있는 자에 한함)는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
련운영관리기관등에 노령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노령급여금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자산관리기관은 확정기여기업연
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노령급
여금을 지급한다.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이었던 자(당해 기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
이 있는 자에 한함)가 노령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70세에 달한
때에는 자산관리기관은 그 자에게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
관등의 결정에 의하여 노령급여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의 방법(공통)

(1) 노령급여금은 연금으로 지급한다.

153) 60세를 5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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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급여금은 규약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실권

노령급여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소멸한다.
(1) 확정급여기업연금
․ 노령급여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노령급여금의 지급기간이 종료한 때
․ 노령급여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때

(2) 확정기여기업연금
․ 노령급여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이 없게 된 때

3) 탈퇴일시금(원칙적으로 지급제한)
가) 확정급여기업연금

탈퇴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 이외의 자격상실의 사유에 해당하고 기타
규약이 정하는 탈퇴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 그 자에게 지
급한다. 규약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가입자로서 규약이 정하는 노령급여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것. 이 경우에 규약은 탈퇴일시금의 수급요건으로
3년154)을 초과하는 가입자기간을 정해서는 아니된다.
탈퇴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주 또는 기금에게 당해 탈퇴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탈퇴일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54) 가입자기간이 3년 이하이면 탈퇴일시금도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그 부담금이
반환된다는 의미이다. 퇴직금의 수급요건이 계속근로년수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탈퇴일시금의 수급요건을 1년으로 할 수도 있으며, 퇴직금과 별개로 3년으로
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기간의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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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사유를 제외하고, 사
업주 또는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탈퇴일시금에 상
당하는 금액을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개
인별관리자산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중도퇴직시 탈퇴일시
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확정기여기업연금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60세 미만155)이고 확정기
여기업연금 가입자가 아니며 통산 갹출기간이 3년 이하156)이고 최후로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주 또는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
등에게 탈퇴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탈퇴일시금 지급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
운영관리기관등은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탈퇴일시
금을 지급한다. 탈퇴일시금의 액은 청구를 한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액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으로 한다.
탈퇴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지급을 받은
월의 전월까지의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기간 및 확정기여기업연금 가
입자이었던 자의 가입자기간은 통산 가입자기간을 계산할 때에 이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대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탈퇴일시금의 지급사유를 제외하고, 사
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탈퇴일시금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개인별관리자
산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중도퇴직시 탈퇴일시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사망일시금157)
155) 55세 이하를 고려할 수 있다.
156) 1년 이하를 고려할 수 있다.
157) 앞의 ‘미지급의 급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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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당해 기업연금의 노령급여금을 지급받
고 있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규약이 정하는 자(“급여대상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자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자녀, 부
모, 손자녀, 조부모로서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하고, 유족의 순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망일시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급여대상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는 사망일
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대상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망에 의하
여 사망일시금을 받게 될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한 자
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바. 비용부담 (또는 부담금․기여금)(제2장 제4절, 제3장 제3절)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은 사용자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비용부담도 가
능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사용자만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사용자 부담금액의 기준도 노사합
의로 결정되겠지만,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연금계리에 의하여
퇴직금급여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확정급여기업연금(제2장 제4절)
가) 비용부담의 주체 :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는 급여에 관한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갹출하여야 한다.
나) 부담금의 액

부담금의 액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으로서, 가입자 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정액 또는 임금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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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 기타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담금의 액은 급여에 요하는 비용액의 예상액 및 예정운용수입액을
감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계산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부담금의 납부

사업주는 부담금을 규약에서 정하는 날까지 자산관리운용기관 또는 기
금(“자산관리운용기관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재정 재계산

사업주 또는 기금은 적어도 5년마다 부담금액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액
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기금은 가입자의 수가 현저하게 변동
된 경우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기준에 따라 신속
하게 부담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제3장 제3절)
가) 비용부담의 주체 :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는 급여에 관한 사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확정기
여기업연금 가입자기간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 월에 대하여 부담금을
갹출한다(다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한 부담금은
갹출하지 아니함158)).
나) 부담금의 액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의 액은 확정기여기업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는 액 또는 비율로 한다. 확정기여기업연금 가
입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액 또는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갹출한
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 부담금의 납부

158) 일본의 경우의 기업형연금 가입자와 기업형연금 운용지시자를 우리의 경우에 ‘가
입자’로 통합하되 사용자의 부담금 갹출의무에서만 차이를 두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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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매월의 사업주 부담금을 익월 말일까지에 자산관리기관에 납
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각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액을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
해 사업주가 기록 관련 업무의 전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적립금의 적립(확정급여기업연금) 및 운용(제2장 제5절, 제3장 제4절)
기업연금제도의 핵심은 급여에 충당할 자산(기금)을 외부의 기관에 적
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적립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가가 문제되는데, ‘책임준비금액’과 ‘최저적립기준액’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정책적으로 부분적립 또는 미적립을 인정할 것인가(보증기금 또는
보험제도 활용)도 논의될 수 있다. 또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할 때에 과거
근무채무의 상환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기업연금급여의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건전성의 유지
가 관건이다. 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기업연금운용관리기관등과
자산관리운용계약, 자산운용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금자
산을 운용하도록 한다. 연금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익률의 보
장 및 급여수준의 보장이 문제된다. 아울러 연금자산의 건전성을 담보하
기 위하여 연금자산의 투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1) 확정급여기업연금(제2장 제5절)
가)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적립금

(1) 적립금의 적립
사업주 또는 기금은 매 사업연도의 말일에 급여에 충당해야 할 적립금
(이하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액
적립금의 액은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이하 ‘가입자등’)에 대한 ‘책
임준비금액’ 및 ‘최저적립기준액’을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에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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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액의 현재가치로부터 부담금수입액의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최저적립기준액’은 가입자등의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가입자기
간에 대한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소요되는 비용액의 예상액을 계산하고, 이들의 예상액의 합계액의 현재
가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3) 적립금의 건전성 유지방안
(가) 결산시 책임준비금액 등의 계산
사업주와 기금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 있어서 적립금의 액이 ‘책임준
비금액’ 및 ‘최저적립기준액’을 상회하고 있는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적립 부족에 따른 부담금의 재계산
사업주와 기금은 결산시 계산의 결과, 적립금액이 책임준비금액에 비
추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하회하고 있는 경우에
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금
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다) 적립 부족에 따른 부담금의 갹출
사업주는 결산시 책임준비금액 등의 계산의 결과 적립금액이 최저적립
기준액을 하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회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으로 갹출하여야 한다.
(라) 적립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담금의 공제
사업주와 기금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시 적립금액이 적립상한액을 상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회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액으
로부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공제하여야 할 액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액 이상이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와 기금에 관계되는 부담금을 갹출하지 아니한다.
‘적립상한액’은 장기적으로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실
히 확보할 수 있는 적립금의 수준을 상회하는 액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
- ⅴ -

제 7 장 기업연금제도의 입법방안 259

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관리 및 운용

(1) 사업주의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약(자산관리운용계약)
의 체결159)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
하여 생명보험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자산관리운용기관이 없게 된 때에는 사업주는 별도로 자산관리운용
계약의 상대방이 될 자를 정하여 자산관리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운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당해 해제된 자산관리운용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운용기관은 신속하게 당해 자산관리운용계약에 관계되는 적
립금을 사업주가 정하는 자산관리운용기관에 이관(이체)하여야 한다.
(2) 기금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계약(자산운용계약)의 체결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① 은
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탁계약, ②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
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탁계약, ③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생
명보험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④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투자자문회사
를 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금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일임계약에 관계되는 적립금의 운용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회사와 운용방법을 특정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금은, 앞의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융기관
등)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 또는 저금의 예입, 유가증
권의 매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

159) 자산관리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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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립
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과 당해 운용에 관계되는 적립금의
관리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의 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제3장 제4절)
가)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사업주가 직접
행하는 것도 가능).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확정
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관리운영
기관이 없게 된 때에 사업주는 당해 전부 혹은 일부의 운영관리업무를 스
스로 행하거나 또는 당해 운영관리업무를 승계할 확정기여기업연금관리
운영기관을 정하여 당해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에 충당하여야 할 적립
금(“적립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
탁계약,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탁계약,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산
관리계약’의 체결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자산관리기관이 없게 된 때에는 사업주는 자산관리계약의 상대방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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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를 정하여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당해 해제된 자산관리계약의 자산관
리기관은 신속하게 당해 자산관리계약에 관계되는 적립금을 사업주가 정
한 자산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운용

(1)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그가 실시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에 대하여 이들의
자가 행하는 운용의 지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초
적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운용방법의 선정 및 제시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에 관계되는 운용 관련 업무를 행하는 확정기
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운용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업주를 포함. 이하
“확정기여기업연금운용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확정기여기업연금규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3개 이상을 선정하여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시하는 운용방법(“제시운용방
법”) 중 하나 이상은 원본이 확보되는 운용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이어야 한다. 확정기여기업연금운용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운용방법
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은행 기타 금융기관 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예금 또는 저금의 예입
․ 신탁회사에의 신탁
․ 유가증권의 매매
․ 생명보험사업자에의 생명보험의 보험료 불입
․ 손해보험사업자에의 손해보험의 보험료 불입
․ 그 외에 투자자의 보호가 도모되어 있는 것.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계약의 체결

(3)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른바 “투자교육”)
확정기여기업연금운용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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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제시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이에 관한 이익의 예상(예상수익률)
및 손실의 가능성 기타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가 운용의 지시를 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운용의 지시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 또는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이었던 자(당
해 기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이 있는 자에 한함)는 확정기여기업연금규
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금 중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의 개
인별관리자산에 대하여 운용의 지시를 행한다.
운용의 지시는 제시운용방법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의 운용방법에 충당할 액을 결정하여, 이들 사항을 확정기여기업연
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에 지시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운용의 지시를 받은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시에 행해진 운용의 지시를 운용방
법 단위로 수합하여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기관은 그 통지가 있었던 때에 신속하게 그 통지에 따라 각각
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5) 운용방법의 제외에 관한 동의
확정기여기업연금운용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제시 운용방법에서 운용
방법을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제외하고자 하는 운용방법을 선택
하여 운용의 지시를 행하고 있는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다만, 당해 운용방법에 관계되는 계약의 상대방이 없거나 기
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운용방법을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인별관리자산액의 통지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매년 적어도 1회 확정기
여기업연금 가입자의 개인별관리자산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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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행위준칙(제2장 제6절, 제3장 제6절)
1) 확정급여기업연금(제2장 제6절)
가) 사업주의 행위준칙

(1) 충실의무
사업주는 법령, 법령에 기한 노동부 장관의 처분 및 연금규약을 준수하
고 가입자등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금지행위
사업주는 자기 또는 가입자등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특정의 방법
을 지시하는 것, 기타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기금 이사의 행위준칙

(1) 충실의무
기금의 이사는 법령, 법령에 기한 노동부 장관의 처분, 규약 및 대의원
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금지행위
기금의 이사는 자기 또는 가입자등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적으로 ‘기금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기 또는 당해 기금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목할 목적으로 적립금의 운용에 관하여 특정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 기타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금의 이사가 기금의 업무에 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
사는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기금은 행위준칙
의 규정에 위반한 이사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시킬 수 있다.
다) 자산관리운용기관의 행위준칙

(1) 충실의무
자산관리운용기관은 법령 및 자산관리운용계약을 준수하고 가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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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기금이 체결한 자산운용계약의 상대방의 행위준칙

(1) 충실의무
기금이 체결한 기금자산운용계약의 상대방은 법령 및 기금자산운용계
약을 준수하고 기금을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개황의 주지
사업주등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업
무개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업주등은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업무개황에 대하여 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사업주등이 급여의 지급에 관
한 의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도 가능한 한 같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제3장 제6절)
가) 사업주의 행위준칙

(1) 충실의무
사업주는 법령, 법령에 기한 노동부 장관의 처분 및 연금규약을 준수하
고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실시에 관계된 업무에 관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개인별관리자산액 기타 가입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를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
서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지행위
사업주는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 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 이외
에 가입자의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운용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업주는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것, 그 이외에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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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자산관리기관의 행위준칙

충실의무 : 자산관리기관은 법령 및 자산관리계약을 준수하고 확정기
여기업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의 행위준칙

(1) 충실의무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법령, 법령에 기한 주무장관의 처분
및 운영관리계약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2) 금지행위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
하는 것,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입자 또
는 당해 상대방에게 특별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운용 관
련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가입자의 손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가입자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하여 당해
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공시키는 것(자기의 책임에 귀속될 사고에 의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 운영관리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
어서 또는 그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관리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것으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것을 알리는 것,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
로 특정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것, 가입자에게 제시한 운용
방법 중 특정의 것에 대하여 지시를 행하는 것 또는 지시를 행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것, 그 이외에 가입자의 보호에 반하거나 혹은 확정기여기업
연금운영관리업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
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주무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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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업연금간의 이행 등(제2장 제7절, 제3장 제7절)
1) 확정급여기업연금의 통합(합병)․분할
가) 규약형기업연금의 통합과 분할

(1) 통합
규약형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을 다른 규약형기업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의 승인
을 신청할 때에 사업주는 실시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
어야 한다.
통합된 규약형기업연금의 규약은 통합의 승인이 있었던 때에 통합연금
의 규약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당해 규약형기업연금 및 다
른 규약형기업연금의 규약은 그 승인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분할
규약형기업연금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의 승
인을 받아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사업주는 실시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할된 규약형기업연금의 규약은 분할의 승인이 있었던 때에 분할연금
규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종래의 규약형기업연금의 규약은
분할의 승인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기금의 합병과 분할

(1) 합병
기금을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
병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 기금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합병에 의하여 기금을 설립함
(신설합병)에는 각 기금이 각각 대의원회에서 임원 또는 대의원 중에서
선임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규약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를 하여야 한다.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
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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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기금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
할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 기금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금의 분할은 실시사업의 일부
에 대하여 행할 수 없다.
분할을 행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의 가입자가 될
근로자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기금의 가입자인 근로자의 수가 기금설립
의 규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거나 또는 당해 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분할에 의하여 기금을 설립할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금의
실시사업이 될 사업의 사업주가 규약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
위를 하여야 한다.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은 분할에 의하여 소멸한
기금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기금의 권리의무의 일부를 승계한다. 이 경
우에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한도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인가의 신청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확정급여기업연금 실시사업의 변동
가) 실시사업의 증감

사업주등이 그 실시사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
는 그 증가 또는 감소에 관계되는 사업의 사업주 전부의 동의 및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
시사업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금이 당해 실시사업을 감소시킬 때에는 기금의 가입자수가 실시사업
을 감소시킨 후에도 기금설립의 규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
상이거나 또는 당해 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실시사업이 감
소하는 경우에 당해 감소에 따른 다른 실시사업의 사업주 부담금이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감소에 관계되는 실시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증가
하는 액에 상당하는 액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 중 규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액을 부담금으로 일괄하여 갹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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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사업의 급여지급에 관한 권리의무의 다른 확정급여기업연금으로
의 이전

사업주등(“이전사업주등”)은 확정급여기업연금(“이전확정급여기업연금”)
의 실시사업이 다른 확정급여기업연금(“승계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
사업으로 된 때 또는 실시사업으로 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전
확정급여기업연금이 기금형기업연금일 경우에는 인가)을 받아 승계확정
급여기업연금의 사업주 등(“승계사업주등”)에게 당해 실시사업에 사용되
는 이전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가입자등에 관계되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
리의무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승계사업주등은 위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인가)
을 받아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승계사업주등이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경우에는 이전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등으로부터 승
계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등에 적립금을 이관하여야 한다.
규약형기업연금의 이전사업주 및 규약형기업연금의 승계사업주가 노
동부 장관에 대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금형기업연금의 이전사업주
및 기금형기업연금의 승계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에 대하여 권리의무 승계
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기금의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정수의 4
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확정급여기업연금간의 이행
가) 규약형기업연금의 기금으로의 이행

규약형기업연금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주가 기금을 설립하고 있을 때
또는 설립하게 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기금에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의 가입자등에 관계되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기금은 그 신청이 있었던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은 위의 인가가 있었던 때에 규약형기업연금의 종
료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종료시 부담금의 일괄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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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의 소멸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기금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의 자산
관리운용기관으로부터 당해 기금으로 적립금을 이관하여야 한다.
나) 기금의 규약형기업연금으로의 이행

기금은 그 실시사업의 사업주가 규약형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을 때
또는 실시하게 될 때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규약형기업연금
의 사업주에게 당해 기금의 가입자등에 관계되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
리의무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의 사업주는 그 신
청이 있었던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당해 기금은 위의 승인이 있었던 때에 기금의 해산 인가가 있었던 것
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종료시 부담금의 일괄갹출, 지급의무의 소멸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규약형기업
연금의 사업주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부터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에 적립금 및 잔여재산을 이관하여
야 한다.
4) 개인별관리자산의 이관(이체)(제3장 제7절)
가)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가 된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의 이관

乙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당해 확정기여기
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이 있는 자에 한함) 또는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종료한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로서 ‘A기구’160)에
개인별관리자산이 이관되었던 자가 甲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乙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 또는 ‘A기구’는 당해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을 甲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격관리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60)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가 아니게 된 자(예를 들어 중도퇴직 후 미취업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A기구’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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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당해 확정기여기
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이 있는 자에 한함)가 甲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
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개인별관리자산의 이관을 신
청한 때에는 乙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은 당해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을 甲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격관리기관에 이관하여
야 한다.
甲확정기여기업연금의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그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이 甲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에 이관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개인별관리자산이 이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이었던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의 이관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은 ①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
자이었던 자로서 그 개인별관리자산이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다른 자
산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자, ②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이 종료한 날
에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그 개인별관리자산이
다른 자산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자(당해 기업연금에 개인별관리자산
이 있는 자에 한함)의 개인별관리자산을 ‘A기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당해 확정기여기업
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에 관계된 자의 개인별관리자산이 ‘A기구’
에 이관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개인별관리자산이 이관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기록관련운영관리기관등은 개인별
관리자산이 이관된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에는 그 통지에 대신하여 당해 개인별관리자산이 ‘A기구’에 이관된 내용
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에의 자산의 반환

확정기여기업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반환자산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에 관계되는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
이 이관하여야 할 개인별관리자산은 당해 반환자산액을 공제한 액에 상
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은 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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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자산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당해 반환자산액에 관계되는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차.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제3장 제8절)
1) 등록
가) 등록의 신청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은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 아니
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은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법
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등록을 받아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
을 영위할 수 있다.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호, 명칭
및 주소, 자본금액,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업무
의 종류 및 방법, 다른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 기타 주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무장관은 등록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등록거부사유에 의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등록 연월일 및 등
록번호를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등록의 거부사유

주무장관은 등록신청서가 다음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등록신청서나 그
첨부서류 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주무장관은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내용을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자
․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이 법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에 처해
지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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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당해 사업
에 관한 손실의 위험의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
업의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법인
․ 그 임원 중에 감독책임에 의한 등록의 취소일 전 30일 이내에 해당 취소에
관계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취소일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법인

2) 업무
가) 일반업무

(1) 표지(標識)의 게시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
소에 주무부령이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확정기여기업
연금운영관리기관 이외의 자는 그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게시하
여서는 아니된다.
(2) 명의 대여의 금지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
는 아니된다.
(3) 서류의 열람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영업소마다 비치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
던 자의 요구에 응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운영업무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운용의 지시에 도움을 주는 조치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사업주 또는 ‘A기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초적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인계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운영관리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있었던 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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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감독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운영관
리업무를 승계하는 다른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의 행위준칙

앞의 행위준칙 참조
3) 감독
가)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의 제출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은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의 징구 등

주무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확정기여기업연금관
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징구하거나 또는 당해 직
원으로 하여금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의 영업소에 출입시켜 관
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혹은 實地에서 그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주무장관은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기관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가입
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기
여기업연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
운영관리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기타 업무의 운영 개
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장관은 확정기여기업
연금운영관리기관이 법인 또는 그 임원의 형벌 사유로 등록거부 사유가
있을 때,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그 행하는 확정기여기업
연금운영관리업에 관하여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이들에
기한 처분에 위반한 때,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업의 승계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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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정기여기업연금운영관리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마) 등록의 말소 및 공고

주무장관은 폐업 등으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감독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카. 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제2장 제8절, 제3장 제9절)
1) 확정급여기업연금(제2장 제8절)
가) 규약형기업연금의 종료사유
․ 노동부 장관의 종료 승인이 있을 때
․ 규약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때(규약의 실효)
․ (사업주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규약의 승인이 취소된 때

나) 기금의 해산사유(기금형기업연금의 종료사유)
․ 노동부 장관의 해산 인가가 있을 때
․ (기금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기금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다) 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의한 종료

사업주는 실시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약형기업연금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인 때에는 그 동의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얻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지
체없이 그 승인받은 내용을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야 한다.
라) 기금의 해산

기금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정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을 한 때에 또는 기금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노동부 장관
- ⅴ -

276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의 인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지
체없이 그 인가받은 내용을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야 한다.
마) 규약형기업연금 규약의 실효사유

사업주가 사망한 때,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법인이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 법인이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사업
주가 실시하는 규약형 기업연금의 규약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각각 상속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었던 자,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은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종료시 부담금의 일괄갹출

확정급여기업연금이 종료하는 경우에 당해 종료일의 적립금액이 당해
종료일을 사업연도의 말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저적립기준액을 하회한
때에는 사업주는 당해 하회하는 액을 부담금으로서 일괄하여 갹출하여야
한다.
사) 지급의무의 소멸

사업주등은 확정급여기업연금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확정급여기업연
금의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의무를 면제받는다. 다만, 종료
일까지에 지급했어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지
급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청산

규약형기업연금이 종료한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자가 그 청산인이 된
다. 기금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다만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또는 대의원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사업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청
산인이 될 수 없다.
규약이 정하는 자 또는 이사로서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을 때, 규약형
기업연금이 규약 승인의 취소에 의하여 종료한 때 또는 기금이 기금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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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한 때, 청산인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에 청산인
의 직무집행에 요하는 비용은 규약형기업연금에서는 사업주, 기금형기업
연금에서는 기금이 부담한다.
종료한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잔여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료일에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을 실
시하는 사업주등이 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이하 “종료제도
기여기업연금”)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종료제도기여기업연금
에게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당해 잔여재산을 사업주에게 인계해서는
아니된다.
민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청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 청산에 관련된 보고의 징구 등

노동부 장관은 종료한 규약형기업연금 또는 해산한 기금에 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산사무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구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종료한 규약형기업연금에 관계되는 실
시사업 또는 기금의 사무소에 출입시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실지에서 그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질문을 행하는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권한을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
서는 아니된다.
노동부 장관은 보고를 징구하거나 또는 질문을 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에, 그 청산사무가 법령, 규약 혹은 노동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
정할 때 및 그 청산사무가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청산인이 그 청산사무를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간을 정하여 종료한 규약형기업연금의 실시사업주 혹은 그 청산인 또는
해산한 기금 혹은 그 청산인에 대하여, 그 청산사무에 대해서 위반의 시
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종료한 규약형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던 사업주 혹은 그 청산인 또는
해산한 기금 혹은 그 청산인이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노동부 장관은
당해 사업주 또는 기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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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의 전부 혹은 일부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2)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종료(제3장 제9절)
가)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종료사유
․ 노동부 장관의 종료 승인이 있을 때
․ 규약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때(규약의 실효)
․ (사업주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규약의 승인이 취소된 때

나) 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의한 종료

사업주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사업의 근
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인 때에는 그 동의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얻어야 한
다.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지
체없이 그 승인받은 내용을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야 한다.
다) 확정기여기업연금 규약의 실효

사업주가 사망한 때,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 법인이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 법인이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사업
주가 실시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규약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각각 상속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었던 자, 파산관재인, 청
산인 등은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타.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제4장)
기업연금에 관계되는 급여,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법
인세법, 상속세법 및 지방세법을 비롯하여 이들의 법률에 기한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지방세의 과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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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다른 제도간의 이행(제5장)
1) 확정급여기업연금의 확정기여기업연금으로의 이행
확정급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기금은, 규약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실시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확정기여기업
연금에 있어서 당해 실시사업에 사용되는 가입자의 개인별관리자산에 충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적립금의 일부를
당해 사업주 또는 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등으로부터 당해 확정기여기
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위 규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의 사업주 전부 및 가입자 중 당
해 적립금의 이관에 관계되는 가입자(“이관가입자”)로 될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가입자 중 이관가입자로 될 자 이외의 자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이 실시되는 실시사업
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동의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얻어야 한다.
종료한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사업주등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종료한 확정급여기업연금에 관계된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사용
되는 근로자의 개인별관리자산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
의 자산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확정급여기업연금에 관계된 사업의 사업주가 확
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에 관한
이 법률 기타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가) 제1안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사업에서
실시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세법의 규
정에 의한 종업원퇴직보험 또는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에 관계된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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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이관받아 급여에 충당할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운용기관이 자산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각
확정급여기업연금 가입자가 당해 실시사업의 사업주에게 사용된 기간 기
타 이에 준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
가입자의 통산가입기간에 산입한다.
노동부 장관에 대한 승인의 신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실시사업에서 실시
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퇴직보험 또는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에 관계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관받을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자산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각 확정
기여기업연금 가입자가 당해 실시사업의 사업주에게 사용된 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가
입자의 통산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노동부 장관에 대한 승인의 신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관계>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급여수준이 확보되는 확정급여기업연금 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나) 제2안

(1)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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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당해 기업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
전환 및 통합의 승인 신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
어야 한다. 통합된 기업연금의 규약은 통합의 승인이 있었던 때에 통합연
금 규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전환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전환 및 통합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는 전환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정산
하여, ① 확정급여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으로 갹출
하여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운용기관에 이관하여 적립하여
야 하고, ② 확정기여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기여기업
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의 개인별관리자산에 이관(이체)하여야 한다.
(2) 퇴직보험 등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의한 퇴직보험 등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퇴직
보험 또는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에 관계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업연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기업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
전환 및 통합의 승인 신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
우에 실시사업이 2 이상일 때에는 각 실시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합된 기업연금의 규약은 통합의 승인이 있었던 때에 통합연금 규
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전환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전환 및 통합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퇴직보험 등의 취급기관은 당해 적립금액을 ① 확정급여기업연금으로 변
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으로 갹출하여 당해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자
산관리운용기관에 이관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② 확정기여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의 개인별관
리자산에 이관(이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관계>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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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이 확보되는 확정급여기업연금 또는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 보칙(제6장) 및 벌칙(제7장)
1) 보칙
가) 확정급여기업연금

(1) 업무의 위탁
사업주 또는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 및
부담금액의 계산에 관한 업무 기타 업무를 생명보험사업자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재무
사업주 또는 기금은 사업연도 기타 재무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3) 연금계리
사업주 또는 기금은 적정한 연금계리에 기하여 급여의 설계, 부담금액
의 계산 및 결산을 행하여야 한다.
(4) 연금계리 관계서류의 연금계리인에 의한 확인
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기금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금
계리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서류가 적
정한 연금계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법인 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의해
선임된 보험계리인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신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는 30일 이내
에 그 내용을 사업주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보고서의 제출
사업주 또는 기금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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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의하여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사업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 또는 기금은 그 서류를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 사업 또는 기업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사업주 또는 기금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 또는 기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7) 보고의 징구 등
노동부 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업주 또는 기
금에 대하여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구하거나 또
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주 또는 기금의 사업소에 출입시켜 관계자
에게 질문하고 혹은 실지에서 그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질문을 행
하는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권한을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
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8) 사업주 또는 기금에 대한 감독
노동부 장관은 보고를 징구하거나 질문을 하고 혹은 검사한 경우에, ①
사업주 또는 기금의 확정급여기업연금에 관계되는 사업의 관리 혹은 집
행이 법령, 규약 혹은 노동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 ②
사업주 또는 기금의 사업 관리 혹은 집행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한다
고 인정할 때, 또는 ③ 사업주 또는 기금의 임원이 그 사업의 관리 혹은
집행을 명백하게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
또는 기금 혹은 그 임원에 대하여 그 사업의 관리 혹은 집행에 대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내용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규약형기업연금 또는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에
관계되는 사업주 또는 기금에 대하여 그 규약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노동부 장관은 당해 규약형기업연금
에 관계되는 규약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기금 또는 그 임원이 위 명
- ⅴ -

284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Ⅱ)

령에 위반한 때에 노동부 장관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반에 관계되는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 혹은 기금이 위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그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상황에 의하여 그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은
당해 규약형기업연금에 관계되는 규약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기금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9) 기간의 계산
(10) 권한의 위임
나) 확정기여기업연금

(1)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운영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2) 보고서의 제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기여기업연금에 관한 업
무에 대한 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의 징구 등
노동부 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구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
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업소에 출입시켜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혹은 실
지에서 그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질문을 행하는 당해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권한을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
서는 아니된다.
(4) 사업주에 대한 감독
노동부 장관은 보고를 징구하거나 질문을 하고 혹은 검사한 경우에, 사
업주가 실시하는 확정기여기업연금에 관하여 법령, 규약 혹은 노동부 장
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및 사업주의 확정기여기업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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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저하게 적정성을 결여한다고 인정할 때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내
용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그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확정기여기업
연금의 실시상황에 의하여 그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은 당해 사업주의 확정기여기업연금 규약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기간의 계산, 사망신고의 통지, 권한의 위임, 재경부 장관에의 자료
제출 등
2) 벌칙 (제7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확정급여기업연금
․ 1사업 1확정급여기업연금의 실시에 대한 예외
․ 확정급여기업연금 규약의 기재사항(추가)
․ 규약의 승인기준(추가)
․ 기업연금기금 규약의 기재사항(추가)
․ 기업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의 상시 가입자수
․ 기업연금기금의 설립인가기준(추가)
․ 기업연금기금의 공고방법과 공고하여야 할 사항(추가)
․ 기업연금기금의 대의원회의 소집, 의사절차 기타 대의원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기업연금기금의 임원에 관한 사항
․ 가입자기간의 합산기준
․ 가입자자격 이전의 기간 산입의 기준(과거근무채무)
․ 급여액의 산정기준
․ 연금급여의 지급방법 및 지불기월의 기준
․ 급여에 관한 사항(추가)
․ 노령급여금의 최저수급연령(50세 이상)
․ 노령급여금의 일시금 지급기준
․ 확정급여기업연금 급여의 제한사유(추가)
․ 최저적립기준액의 기준
․ 사업주의 자산관리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추가)

․ 기업연금의 합병(통합)․분할, 실시사업의 증감, 확정급여기업연금간의
권리의무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사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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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준비금 등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청산인이 될 수 없는 자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기준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종료 및 청산에 관한 사항(추가)
․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사업연도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확정급여기업연금의 확정기여기업연금으로의 이행절차
․ 확정급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확정기여기업연금을 실시하는 경
우에 확정급여기업연금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기업연금
․ 개인별관리자산액의 산정방법
․ 가입기간 3년 미만인 자의 가입자 자격 상실시 반환자산액의 금액
․ 확정기여기업연금 규약의 기재사항(추가)
․ 확정기여기업연금 급여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
․ 규약의 승인기준(추가)
․ 동시에 2 이상의 확정기여기업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강제선택의 방법
․ 통산 가입자기간의 합산기준
․ 탈퇴일시금액의 기준
․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의 갹출한도액
․ 사업주의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추가)
․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추가)
․ 운용방법의 선정 및 제시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종료에 관한 사항(추가)
․ 개인별관리자산의 이관에 관한 사항(추가)
․ 확정기여기업연금의 운영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 확정기여기업연금 운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다른 제도의 자산의 개인별관리자산으로의 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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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 론

1.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3장에서 4장에 이르는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및 도입전
략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방법
1) 기본방향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복수의 전환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업연금형태로 단계적 수렴
② 현행 퇴직금제도의 존치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되 새로운 제도
로의 이행은 새로운 진입세대부터 적용, 강제제도로 도입(세대교체형)
③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를 우선 임의제도로
도입, 정책유인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제도전환 유도(제도전환)
④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도로 일시․강제전환

위의 방안 중에서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
를 임의제도로서 도입한 후 정책유인을 통하여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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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
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대안의 장점은 첫째,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양측이 새로운 제
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기업연금제도가 임의제도로서 금융시장에서
정착되어 가면서 노사간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제도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기업연금제
도가 공적연금을 대행하는 적용제외(Contracting－Out)제도로서 도입
되지 않는 한 임의제도로 도입되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밟았다.
2)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
가) 기업연금법 제정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강제제도로 제도의 법적 근거만 설
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설정하도록 되
어 있으나, 기업연금제도는 일시금제도인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기업과
근로자간의 퇴직 후의 소득보장에 관한 일종의 장기계약(long－term
savings contract)으로서 제도 운영의 건전성과 급여의 보장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설립 및 적격요건, 운영에 관한 감
독, 수급권의 부여, 제도의 종료에 관한 법적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나)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기업연금제도를 규
정하고 기업이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격제도”(qualified plan)
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다) 퇴직금 관련 세법 개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1) 퇴직금충당금 중 사내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지
퇴직금충당금 중 사내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지함으로써 사외적립을
유도한다. 기업연금제도 가입의 경우 5∼10년의 과거근무채무(PSL) 상
각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미적립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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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폐지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를 없애고 연금으로 유도한다. 단, 특
정 사유(예 : 주택구입 등)에 의한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인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요건(예 : 사유, 연령요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설정하도록 한다.
라) 기업차원에서의 제도 도입

각 기업에서는 첫째, 퇴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업연금으로 전환(橫
割)하거나, 둘째,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일정시점 이후 새로운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업연금을 적용(從割)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입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하고 정책유인을 통하여 퇴직금제도
의 점차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할 경우, 먼저 기
업연금제도를 법정 강제제도로 도입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은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정시점(예, 2003년) 이후 새로이 취업하는
근로세대부터 강제로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퇴직
금제도는 세대교체에 의해 점진적으로 fade－out될 것이다. 즉 퇴직금제
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교체가 기업차원에서의 세대교체를 통해
서 이루어지거나, 국가차원에서의 세대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두 가
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강제성 여부
제도도입의 강제성 여부는 위에서 제시한 대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임의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제도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
안으로 판단되며, 일정시점 이후 세대교체 전환모형을 채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강제제도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제3장의 전환모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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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형태
① DB형 : 계약형, 신탁형
② DC형 : 401K, Money Purchase Plan 등
③ Hybrid형 : Cash Balance Plan 등

한국적 제도 상황에서 도입되는 기업연금의 형태는 DB형과 DC형을
정책적으로 미리 정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DB 혹은 DC형을 동시에 규정
하는 기업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DB형과 DC형은 금융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DB, DC제도간의 선택은 기업차원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도
록 하면 될 것이다. 단, 현행 퇴직금제도가 운용의 측면에서는 DC형에
가까우나 최종급여의 결정은 DB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
직금에 갈음하는 기업연금은 DB형 제도로 설정하고 DC형 제도의 경우
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
한 것으로 간주한다.
DB형 제도와 관련하여 적격요건은 첫째로, DB형 제도가 확정급여를
기준으로 설계되므로 현행 법정퇴직금의 급여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정
해 주는 제도이면 될 것이며 퇴직시 확정급여의 연금화(annuitization)
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서 설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둘째로, 연금
기금의 적립 및 운용이 제도의 스폰서인 사용자 기업회계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감독기관에 정기보고의 의무를 기본 적격요건으로 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DC형 제도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건에는, 첫째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갹출률(contribution rate), 둘째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운용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DC형 제도에서의 사용자 책임
인 법정 최소갹출률은 현행 법정퇴직금과 금융시장의 상황,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매 5년마다 재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확정
갹출률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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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옵션에는 세 개 이상의 투자옵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원리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어야 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일본의 확
정갹출형기업연금법 참조).

라. 중간정산 : 허용여부 및 조건
기업연금은 일정연령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을 불허하되 근로자들
의 근속기간과 근로생애, 통상적인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인출할 수 있
는 최소 연령을 55∼56세 사이로 규정한다. 단, 근로생애 기간중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출을 허용하되 인출한도
(예 : 30%)를 설정한다. 특수 상황은 장해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실직, 주
택구입 등으로 한정한다.

마. 연금의 이동 및 통산성의 확보 문제: IRSA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이동성이 높고 고용․취업의 지속성(평균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고려하여 기업간의 이동시 중간기간
동안 혹은 조기퇴직시 적정 정년연령까지 적립된 기금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연계제도로서 개인퇴직저축계정(IRSA: 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제도간의 이동성(portability)이 낮은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의 경우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IRSA제도는 주로 자영업자 등 기업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임금근로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연금제도
가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세제상의 우대를 받는 장기저축제도임을 고
려할 경우, 취업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들과의 세제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단기근속자들까지 모두 장기계약제도인 연금
제도에 흡수하여 운영할 경우 제도운영의 비용이 높아지며 해당 근로자
들에게도 실익이 없게 되므로 일정 근속기간(아래 참조) 이하에 대해서
는 퇴직일시금제도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된 퇴직일시금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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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의 우대를 받는 IRSA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퇴직일시금으로 정산될 수 있는 일정 근속기간은 현행 법정퇴직금의
최소수급기간인 1년을 최소한으로 하고 3년을 최대한으로 하여 1∼3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설정되도록 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3∼5년을 수급권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정산(pay off)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B형 제도에서는 통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
국식의 통산제도(즉 이직(혹은 퇴직)시 이미 확보된 수급권에 대해서 이
직(혹은 퇴직)시점의 연금수리적 가치를 제도(A－>B)간에 이관)를 도
입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바. 관리감독체계의 구축방안
① 적격요건의 설정 및 인증 업무
② 임금채권보장보험제도의 개선 여부 및 방향
③ 새로운 감독조직의 구축여부 및 감독부처

기업연금의 설정에 대해서는 적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설립인가를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되, 계약형으로 운영할 경우 이를 수탁하는 금융회
사에서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
는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금융감독원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기업연금법에서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인가
(Qualification) 및 운영(Funding and Management)과 관련된 감시
및 감독(Monitoring and Supervision)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OPRA와 같은 감독조직이 필수적이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감독조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확산 및 정착기에 감독
조직을 만들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정년퇴직 시점에서의 배분: 일시금의 허용여부
적립기금은 연금화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되, 일시금배분을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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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연금과 일시금배분은 세제상 차별대우를 적용한다.

아. 기업연금의 관리 및 기금운용방안
계약형 제도의 경우 기업연금의 관리 및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서 동
시에 운용하므로 운용기관의 선정 문제가 중요하므로 운용기관은 기업연
금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161)
기금형 제도의 경우 회사와 독립되어 설치된 기업연금기금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책임져야 하므로 기업연금법에서 Trustee(기금운용위원
회), 기금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요건을 정해야 할 것이다. 신탁형의 경
우, 우리나라에는 신탁운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을 두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자. 기업연금의 갹출금 및 급여수준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최소한의 기업연금 갹출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추가갹출은 일정한 한
도 내에서 허용하면 될 것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 연금급여는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는 전근로자가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며 확정갹
출형의 경우 기업주 전액부담부분은 법정퇴직금에 갈음하는 갹출률로 하
고,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허용한다. 급여는 종신연
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금이나 단기간의 확정연금에
대해서도 허용하되, 연금세법(EET)에 의해서 종신연금을 유도한다.
※ 참조 I : 퇴직금에 갈음하는 기업연금의 확정급여 및 확정갹출요율
산정(안)

161) DB형의 경우 우선 연금계리인을 설정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독립된 계리인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연금부채 등의 연금수리업무까지 관리해주는 계약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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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업연금세법 정비
기업연금세법은 2001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에 EET 과세체계를
준용한다.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본 연구에서 기술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는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및 중요한 제도적
인 장치 혹은 보장이 필요하다.

가. 기업연금을 위한 기금 적립
퇴직금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부담의 주체
인 기업측에서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금의 재정충당 문제일 것이
다. 특히 그간 퇴직급여충당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외적립해 오
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일시에 많은 액수의 충당금을 연금위탁
기관에 적립금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재정상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퇴직금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거근무채무(past
service liabili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분할상각하는 점진적 이전방
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 ERISA법이 제정되어 연금기금의 적립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분할상각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합리화의 일환으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이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미
적립된 연금기금에 대한 분할상각계획을 세워야 했다. 일본의 사례는 기
업의 퇴직금(혹은 기업연금)에 대한 부채(unfunded liability)의 존재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필수적인 기업경영의 투명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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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연금 수급권보장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나 퇴직시 일시
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연금의 형태로 퇴직 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된
다. 따라서 기업연금은 기업의 존속여부 및 경영상태 그리고 신뢰성 등에
의해 지급보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기업연금을 실시할 경
우 그 기금은 외부, 즉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의 도산시에는 기금의 계속적인 조달이 중단되게
됨으로써 연금의 계속적인 지급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제
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형태의 연금지급보장장치의 설립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기업연금감독청(OPRA)이나 미국의 연금
급여보장청(PBGC)과 같은 기구와 조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방하
남 외, 2000 참조).

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안정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이건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이건 연금기금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외부 지명신탁자(trustee)에 의해 운영이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투자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서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발달 및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연금기금의 적립 및 운영은 수급권자인 다수의 근로자와 연금 운
영 주체간의 장기금융계약(long－term financial contract)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며 적립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가차원에서의 감독기구(supervisory
agency) 설립과 운영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
서는 이미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의 선진시스템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공사연금제도간의 연계
기업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소득보장의 다중보장장치체제를 갖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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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여단계에서 혹은 급여단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
연금과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
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는 미국식의 연금급부를 통한 연계제도(방하남,
1997)와 영국 혹은 일본식의 공적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
를 들 수 있으나 퇴직금제도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 한국적 상황에서
는 후자의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은 공적연금에 대한 직역연금의 적용제외로 각 직역연금
(Occupational Pension)이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할 경우 공
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Daykin, 1995).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게 기업의 후생연금기금제도를 통
해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Bodie, Mitchell
and Turner, 1995; Clark, 1991; Turner and Daily, 1991; 이해영,
1997 참조).

3.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가. 기업 측면
1) 퇴직금비용의 평준화 및 자금관리의 계획화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액은 정년퇴직자수와 근속년수의 변동
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퇴직금의 자금계획 수립이 어렵지만 퇴직
연금제도는 보험수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증대하는 기업 퇴직금부담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
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전환기의 비용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종업원의 퇴직시 일시적으로 다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
으로서는 자금관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
업연금이 도입되면 기업주의 갹출금 전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져
제도설계의 형태에 따라서 기업주의 실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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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
동시에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불안
을 해소시키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우수한 인재확보를 기
대할 수 있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제도의 실시
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
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연금제도
는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일치감을 높이고 경영성과가 개별근로자의 연
금적립금과 연계되는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의 경우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보상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3) 기업 실정에 따른 퇴직연금의 융통적 설계
일반적인 임금정책에서와는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설계와 집행에 자율성과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어 급부의 종류, 수급권자
의 범위, 갹출형태 및 수탁기관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법정지급
률이 정해져 있어 기업차원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향후
기업연금제도가 성숙할 경우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은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나. 근로자 측면
1) 장기저축과 수급권 보장으로 인한 안정된 노후생활자금 보장
기업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근로자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수
급권의 보장으로 인한 안정된 노후 소득원의 확보이다. 즉 퇴직연금제도
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연금수리에 의한 적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므로 퇴직금의 수급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퇴직 후에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급부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효과적인 관리, 운용은
개인별 능력에 좌우되어 자금운용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에 노후보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연금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
이 감소되며, 정해진 기간에 일정 연금을 정기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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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다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세제혜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
기업연금의 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관
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 공적연금의 보완기
능을 고려하여 공적연금과 유사한 세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
우 연금수급시 연금과세 혜택에 따라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참조 I : 법정퇴직금의 수리적 가치에 상응하는 확정급여형의 소득
대체율, 확정갹출형의 최저부담률(추정)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퇴직금에 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금급여를 원할 것이다. 한편 연금의 부담
주체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정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여 기업연금으로 전
환할 경우 사용자편에 발생하게 되는 전환비용(미적립상태에서 적립상태
로의 기금의 적립, 연금제도의 설립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의 의무부담률을 설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DB형 제도이든 DC형 제도이든 적정 연금급여와 적정 연금보험료의
수준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간의 공동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퇴
직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장기근속한 후 정년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일
시금과 연금수리적으로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actuarially equivalent
value) 기업연금의 급여수준(DB형의 경우)과 적정 갹출률(DC형의 경
우)을 다양한 임금상승률 및 기금수익률 가정하에서 추정해 보고자 한
다.
퇴직일시금의 연금수리적 가치는 확정급부형은 퇴직 직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로 표시하고 확정갹출형은 매번 납입하는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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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비율인 갹출률로서 표시하게 된다. 즉 확정급부형(DB)은 기준이 되
는 월평균급여 대비 월 연금액인162) 소득대체율로 표시하게 되며 확정갹
출형(DC)의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갹출금의 월평균급여 대비 비율을
최저갹출률로 정하면 될 것이다.
퇴직일시금의 연금수리적인 가치는 근속기간, 정년퇴직연령, 임금상승
률, 기금운용수익률 등의 제반 가정에 따라 변동된다. 즉 법정퇴직금은
청산기준에 의하여 퇴직시점에 재직기간에 퇴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기업연금은 퇴직시점까지 정기적으로 소
요되는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금과 연금수리적으로 상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근로자 A가 25세에 입사하여 55세에 정년퇴직하여 즉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다만, 임금상승률 및 기금운용수익률
은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치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
고자 한다.
※ 참고로 G7이나 EU 국가 등의 사례를 보면 과거 10년간 연평균 임

금상승률은 개략적으로 3% 내지 5% 수준이고, 연기금의 기금운용
속성에 부합하는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연평균 6% 내지 7%
수준이다.
※ G7 국가, 우리나라 및 EU 국가의 연평균 임금상승률 및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다음 표와 같다.

162)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며 퇴직 직전년도의 월평균급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소득
기간의 월평균급여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퇴직 직전 3년 또는 5년간의
월평균급여를 가장 많이 사용함. 법정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주에 의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변질되
어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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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주요국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상승률163)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

미 국

3.90

5.70

2.80

2.30

1.90

2.50

3.20

4.90

4.30 4.50

3.60

영 국

8.20

5.60

3.30

5.00

2.60

3.10

4.10

5.30

4.90 4.40

4.65

프랑스

4.50

4.00

2.10

1.40

1.10

2.10

1.90

1.80

2.30 1.40

2.26

독 일

4,80 10.40

3.70

3.00

3.30

1.00

0.70

1.00

0.90 1.30

3.01

이탈리아
캐나다

8.90

6.30

5.30

3.00

4.80

4.90

3.20 －0.60

2.10 2.90

4.08

4.90

3.20

2.30

0.50

2.30

2.90

6.00

2.60 3.60

3.13

일 본

4.40

0.80

0.60

1.40

1.00

0.20

1.60 －0.80 －1.10 0.10

0.82

5.66

5.14

2.87

2.37

2.43

2.39

2.96

2.09

2.29 2.60

3.08

19.10 11.10 10.80 11.20 15.00 11.20

3.40

2.00 12.20 8.00

10.40

G7평균
한 국

3.00

OECD
평균

8.60

7.00

4.80

4.90

5.20

4.80

4.80

4.80

4.50 4.30

5.37

OECD
평 균*

5.70

5.50

3.30

2.90

2.80

2.70

2.90

2.80

3.00 3.30

3.49

주 : * OECD 국가 중에서 물가상승률이 극도로 높은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및
터키를 제외할 경우의 수치.
<표 8-2>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 연평균 수익률164)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
미 국

7.90

7.00

5.90

7.10

6.60

6.40

6.40

5.30

5.60

6.00

6.42

영 국

10.10

9.10

7.50

8.20

8.20

7.80

7.00

5.50

5.10

5.30

7.38

프랑스

9.00

8.60

6.70

7.20

7.50

6.30

5.60

4.70

4.60

5.40

6.56

8.50

7.90

6.50

6.90

6.90

6.20

5.70

4.60

4.50

5.30

6.30

13.30 13.30 11.20 10.50 12.20

9.40

6.90

4.90

4.70

5.60

9.20

독 일
이탈리아
캐나다

9.80

8.80

7.90

8.60

8.40

7.50

6.50

5.50

5.70

5.90

7.46

일 본

6.30

5.30

4.30

4.40

3.40

3.10

2.40

1.50

1.70

1.70

3.41

9.27

8.57

7.14

7.56

7.60

6.67

5.79

G7평균

4.57

4.56

5.03

6.68

한 국*

16.50 15.10 12.10 12.30 12.40 10.90 11.80 12.80

8.70

8.50

12.11

EU평균

10.50 10.00

4.70

5.40

7.36

8.30

8.20

8.60

7.10

4.80

4.80

163) OECD, Economic Outlook, Vol. 2001/1, No. 69, June 2001에서 발췌.
164) OECD, 앞의 책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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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한국은 5년 만기 국채 기준.

□ 법정퇴직금을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의 소득대체율
법정퇴직금과 수리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은
소득대체율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퇴직률, 임
금상승률, 사망률, 퇴직후 근로자들의 평균생존율, 기금운용수익률 등 실
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수급권 기간165)(vesting period)까지 고려하면 더
욱 복잡해진다. 여기에서는 정책적으로 연금수리적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을 단순화하여 계산한다.
① 소득대체율을 산정하는 기준급여는 퇴직 직전 3년간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
며, 따라서 퇴직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인상률이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가정
② 수급권은 법정퇴직금과 같이 입사 후 1년 지나면 100%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
③ 퇴직후 연금액은 순수종신연금으로서 지급기간 동안 연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
정166)
④ 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되, 위
로금 등 기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
⑤ 연금은 55세 말에 퇴직하여 56세 초부터 지급되는 일시납 연금으로 함. 즉 법정
퇴직금 전액을 56세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즉시 지급하되, 매월 지급하는 연금(수
리적인 원가는

‥
a

( 12)
56

으로 표시함)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 경우 정확

한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맞는 별도의 연금생존율167)을 사
용하여야 하나 편의상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생존율168)을 사용
⑥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입사 초의 월평균임금은 1로 가정
168) 수리적으로는 straight life annuity라고 하며, 연금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
되며, 연금지급 후 즉시 사망했을 경우라도 잔여 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함. 아울
러 연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으나, 물가지수 등을 가정하여 체증(increasing
annuity)하는 것으로 할 때 그만큼 수리적인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됨.

165)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금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분적
으로 부여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5년 이내 퇴직시에는 전혀 연금권리를 부여하
지 않는 경우(5 year cliff vesting)에는 동일한 소득대체율하에서도 그만큼 기업
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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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연금지급 개시 후 연령별로 생존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168) 영국 사회보험수리청의 연구에 의하면 연금생존율은 개인연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
업연금, 국민연금의 순이며, 국민생명표상의 생존율이 가장 낮다. 그 이유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후 조기에 사망하는 자에게 돌아갈 몫을 장기생존자에게 보조하는 제도이므로 건강
이 좋아서 장기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집단이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개인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생존율은 경험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3회 경험생명표를 보정하여 적용한 것임.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법정퇴직금은

( 1 + w)

n－1

․n 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ω는 연평균 임금상승률, n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55세에 정년퇴
직하여 56세 초부터 매년 1원씩 받되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일
시납입 현가는

‥
a

( 12)
56

로 표시된다. 또한 소득대체율(RR´)은 퇴직 직전

3개년간의 평균급여 대비 비율로 나타내기로 하였으므로 연금수리적으로
등가를 이루는 법정퇴직금과 일시납입종신연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
시될 수 있다. 즉,
( 1 + w)

n－1

․n =

( 1 + w)

n－3

+ ( 1 + w)
3

n－2

+ ( 1 + w)

따라서 위 식에서 소득대체율
12․[ ( 1 + w)

=

n－3

'
․12․ RR ․

‥
a

( 12)
56

RR ' 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3․ ( 1 + w)

→ RR ' =

n－1

+ ( 1 + w)

n－2

n－1

․n

+ ( 1 + w)

n․ ( 1 + w)

‥
a

( 12)

]․

‥
a 56

( 12)

2

4․[1+(1+w) + ( 1 + w) 2 ]․

위에서 일시납 개인연금의 현가

n－1

‥
a 56

( 12)

=f ( i , q

x

) 는 이자율과

56

개인연금 생존율에 따라 다른 값을 갖게 된다.
아래 표는 임금상승률을 각각 1∼10%까지 가정하고, 기금의 수익률도
각각 1∼10%까지 가정할 경우에 각각에 상응하는 소득대체율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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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8-3> 법정퇴직금을 대체할 수 있는 확정급부형 소득대체율 추정
(단위 : %)

‥
a

( 12)
56

i

w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19.3316

0.01 13.06 13.19 13.32 13.44 13.57 13.69 13.82 13.94 14.06 14.18

17.2776

0.02 14.61 14.76 14.90 15.04 15.18 15.32 15.46 15.60 15.73 15.87

15.5641

0.03 16.22 16.38 16.54 16.70 16.85 17.01 17.16 17.31 17.46 17.62

14.1229

0.04 17.88 18.05 18.23 18.40 18.57 18.74 18.91 19.08 19.25 19.41

12.9011

0.05 19.57 19.76 19.95 20.14 20.33 20.52 20.70 20.89 21.07 21.25

11.8574

0.06 21.29 21.50 21.71 21.92 22.12 22.32 22.53 22.73 22.92 23.12

10.9596

0.07 23.04 23.26 23.49 23.71 23.93 24.15 24.37 24.59 24.80 25.02

10.1819

0.08 24.80 25.04 25.28 25.52 25.76 26.00 26.23 26.47 26.70 26.93

9.5040

0.09 26.57 26.83 27.09 27.34 27.60 27.85 28.10 28.35 28.60 28.85

8.9095

0.10 28.34 28.62 28.89 29.17 29.44 29.71 29.98 30.24 30.51 30.77

이 표에서 보듯이 임금상승률과 기금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
은 높게 나타난다. 만약 OECD 국가 평균이나 EU 국가의 평균치인 임
금상승률 3%, 자산수익률 7%를 가정한다면 소득대체율은 23.49%로서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법정 최저소득대체율은 20∼2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의 책정과정에서 국민
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계층과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법정퇴직금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의 일정부분을
종업원이 선택하는 적립구좌에 이체하여 퇴직 후의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수리적 가치를 갖는 갹출률 결정에는
재직기간중의 급여상승률, 기금의 운용수익률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매월 급여의 일정한 비율을 갹출하여 미리 가정한 수익률로 적립
된 금액이 법정퇴직금과 상응할 경우 그 갹출률이 수리적으로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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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갹출률이 된다.
이의 도출을 위해서 급여상승률, 기금의 운용수익률, 급여의 갹출률은
재직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입사시점의 월평균급여는 1원으로
설정했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갹출률 c'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즉,
( 1 + w)

n－1

․n =

n

c ' ×12× ( 1 + w )
∑
t= 1

t－1

․ ( 1 + i)

n－t

위 식을 정리하면,
→ c '=

n․ ( 1 + w)

n－1

n－1

n

12․ ( 1 + w) t－1 ․ ( 1 + i) n－t
∑
t= 1

=

n․ ( 1 + w)
․(i－w)
n
n
12․[ ( 1 + i) － ( 1 + w) ]

위에서
n

12․ ( 1 + w)
∑
t= 1

( 1 + w)

n－1

t－1

․ ( 1 + i)

․n =

n－t

( 1 + i)

n－1

n

․[1－ (

= 12 ․
( 1－

n

c ' ×12× ( 1 + w )
∑
t= 1

t－1

1+w
) ]
1+i

1+w
)
1+i

․ ( 1 + i)

n－t

위와 같은 산식하에서 최저갹출률을 산정하면 급여상승률이 높을수록
갹출률은 높아지고, 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갹출률은 반대로 낮아지
게 된다.
확정급부형의 소득대체율 가정하에서 인용한 OECD 국가의 평균수준
인 급여상승률 3%, 기금의 운용수익률 7%를 가정한다면 필요한 갹출률
은 4.54%169)가 된다.
아래 표를 보면 소위 실질수익률로 볼 수 있는 투자수익률에서 급여상
승률을 차감한 비율이 같다면(예: 3%), 필요한 확정갹출률은 거의 일정
함을 알 수 있고, 극단적인 예로서 급여상승률과 기금운용수익률이 동일
하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법정퇴직금의 부담률로서 인식되는 8.33%170)
169)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주 입장
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가정이 유효할 경우 실제 부담률이 4.5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0)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에 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를 곱하여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
에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연급여 대비 1개월 급여인 8.33%(1/12)로 인식하고 있
으나, 급여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감안한다
면 급여가 인상되는 한 부담률은 8.33%를 항상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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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표 8-4> 법정퇴직금을 대체할 수 있는 확정갹출형 추정
w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01

8.33

9.58

10.92

12.34

13.84

15.41

17.03

18.71

20.42

22.17

0.02

7.20

8.33

9.57

10.89

12.30

13.78

15.33

16.94

18.59

20.29

0.03

6.18

7.21

8.33

9.55

10.86

12.25

13.72

15.25

16.84

18.48

0.04

5.28

6.20

7.22

8.33

9.54

10.84

12.21

13.66

15.18

16.75

0.05

4.49

5.31

6.22

7.23

8.33

9.53

10.81

12.17

13.61

15.10

0.06

3.79

4.52

5.33

6.24

7.24

8.33

9.52

10.79

12.13

13.55

0.07

3.20

3.83

4.54

5.35

6.25

7.25

8.33

9.51

10.76

12.09

0.08

2.68

3.23

3.86

4.57

5.38

6.27

7.26

8.33

9.49

10.74

0.09

2.24

2.71

3.26

3.89

4.60

5.40

6.29

7.27

8.33

9.48

0.10

1.86

2.27

2.75

3.29

3.92

4.63

5.42

6.31

7.28

8.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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