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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ew Life Paradigm 국제은퇴컨퍼런스
‘반퇴시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과 고용의 연계’

□ 모시는 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반퇴시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최대의 화두는 ‘연
금’과 ‘고령자 일자리‘ 입니다. 
 노후생활자금의 근간이 되는 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연
금제도가 미성숙된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고령자의 일자리 또한 중요
합니다.  
 더욱이 경제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볼 때 연금제도와 고령자 일자리의 
상호 보완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즉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
한 노후자금을 연금제도에서 전적으로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
문에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시대를 경험하였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제도
와 고령자의 일자리를 연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 상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과 고령자 일자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본 컨퍼런스를 개
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8월 25일 (화)  13:30 ~ 17:00

□ 장  소 : 삼성화재빌딩 국제회의실(3층) 

□ 주  최 : 머니투데이방송, (사)은퇴연금협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한국노총,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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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일정

 13:30 – 14:00 : 등록 
   ○ “음악과 詩가 함께하는 사진전 영상” (황해선 前 삼성화재 부사장)

 14:00 – 14:30
   ○ 개회사 : 김원식 교수 (건국대, 은퇴연금협회 회장) 
   ○ 인사말 : 최남수 대표 (머니투데이방송)
   ○ 축  사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前 고용노동부 장관) 

 14:30 – 15:50 : 발제

   ○ 일본의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정책 
                     [발제자: 오노 마사아키 이사(미즈호연금연구소)]

   ○ 유럽의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정책 
                        [발제자 : 김민수 과장(한국은행)]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현실과 대책 - 연금과 고령 일자리
                  [발제자: 김헌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15:50 - 16:10 : Break Time (“음악과 詩가 함께하는 사진전 영상”)  
  
  16:10 – 17:00 : 종합토론 
   ○ 사  회 : 최병호 박사(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토론자 : 전문가  권혜자 박사(한국고용정보원)
               노동계  정문주 본부장(한국노총 정책본부)
               경영계  류기정 이사(경총 사회정책본부)
               정  부  정호원 과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박주영 과장(금융위원회 연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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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연금연구소

오노 마사아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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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度金 度日本의 年金制度와
高齢者雇用의 現状과 政策方向
日本의 年金制度와
高齢者雇用의 現状과 政策方向高齢者雇用의 現状과 政策方向高齢者雇用의 現状과 政策方向

2015年 国際컨퍼런스2015年 国際컨퍼런스

半退(半分引退)時代에서의 老後保障을 위한 年金과 雇用의 방향성( )

미즈호年金研究所오노 마사아키

注) 本資料中의 意見과 연관된 部分、그리고 오류는 발표자 個人에게 帰属됩니다。

社会・経済 背景 1

将来推計人口（2012年１月推計）
総人口推移

－出生中位・高位・低位（死亡中位）推計－

年齢３区分別人口推移
－出生中位（死亡中位）推計－

人数 비율

合計特殊出生率
2010年実績 2060年

1.39 1.35
平均寿命
2010年実績 2060年

出典：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홈페이지 （http://www.ipss.go.jp/）、「日本의将来推計人口（2012年1月推計）」（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0年実績 2060年
79.64 84.19
86.39 90.93



社会・経済 背景 2

経済財政의中長期試算（2014年1月）
ＴＦＰ上昇率 労働参加率ＴＦＰ上昇率 労働参加率

経済再生Case 현재0.5%에서2020年代初頭에 걸쳐
1.8％程度까지上昇

「日本再興戦略」政策에 따라 女性、高齢者
를 中心으로 上昇

参考Case 마찬가지로1.0％程度까지上昇 현재水準에서 횡보

出典：内閣府 「中長期의経済財政에関한試算」 2014年１月20日 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資料

公的年金（国民年金・厚生年金）에 関한 2014年 財政検証 3

公的年金制度 体系
（2014年3月末）

직장인

公的年金制度는、연령증가 등에따른 소득能力減退・喪失에대비한 社会保険。（防貧機能）
現役世代는모두国民年金의被保険者가되고 基礎年金 給付를 받게 됨 （１階部分）現役世代는모두国民年金의被保険者가되고、基礎年金 給付를 받게 됨。（１階部分）
会社員과 公務員은、추가로 厚生年金과共済年金에 가입하고、基礎年金의추가분으로서
所得比例年金의 給付를 받게 됨。（２階部分）

出典：厚生労働省홈페이지（그림은年金局総務課首席年金数理官室「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2013年度－」2015年３月31日에의함）



公的年金（国民年金・厚生年金）에 関한 2014年 財政検証 4

年金財政프레임에 비춰 본 課題
2004年 改革에따른年金財政프레임의含意

将来的인 負担水準을 固定시키고、給付를自動調整하여 長期的으로 財政을 均衡화 하는
구조로 하여、国民経済에 대비하여 年金給付와 保険料負担은 一定 水準에 그치게 한다。
→ 医療・介護와 같은 国民経済 대비 負担이 増加하는 부분과는 課題의 次元이 다르다。

2004年 改革에따른年金財政프레임의含意

医療 介護와 같은 国民経済 대비 負担이 増加하는 부분과는 課題의 次元이 다르다。

年金財政프레임에비춰본課題

한정된 資金을 어떻게 分配하여 社会的
厚生을 향상시킬 것인가?

부담자를 늘리는 등 어찌하면 전제조건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年金財政 레임에비춰본課題

○現在의 高齢世代와 未来의 高齢世代
와의 分配

＜年金制度에서의 対応＞
・근무방법의 다양화 実現을 위한 適用拡大
・第３号 被保険者制度의 수정

→ 매크로経済 슬라이드의 수정
○늘어나는 高齢期間에서의 分配
→ 高齢期의 就労와 年金受給의 방향

○高齢世代間의（低所得 高所得間）分配

第 号 被保険者制度의 수정
・在職老齢年金의 수정

＜年金制度外의 対応＞
・청년층 雇用対策
・高齢者 雇用対策○高齢世代間의（低所得、高所得間）分配

→ 高所得者의 年金額 調整

高齢者 雇用対策
・저출산 対策
・経済 成長

出典：2013年10月７日 第15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部会 資料１－１ 「年金制度를둘러싼현재까지의논의에대하여 」

公的年金（国民年金・厚生年金）에 関한 2014年 財政検証 5

2014年 財政検証 結果
所得代替率 将来전망（2014年 財政検証）所得代替率 将来전망（2014年 財政検証）
人口 前提； 中位推計（出生中位、死亡中位）
経済 前提； 高成長（CaseA）에서 低成長（CaseH）까지 다양한 仮定
※ 2024年度 以降 20～30年間 実質経済成長率은 「CaseA：1.4％程度」～「CaseH：▲0.4％程度」

Case C

Case A

Case B

Case D

Case E

Case C

Case F

Case G

Case H

出典：第 21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2014年6月3日）資料１－１



公的年金（国民年金・厚生年金）에 関한 2014年 財政検証 6

検証結果가 보여주는 課題
基礎年金의 給付水準 低下基礎年金의 給付水準 低下

어느것이나 「기초연금」으로
생길 수있는문제

임금수준의저하에따른소득대체율의상승
매크로경제슬라이드조정기간의장기화

Case Case

Case

出典：第26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 （2014年10月15日）資料１「年金額의改定（슬라이드）방향성」

公的年金（国民年金・厚生年金）에 関한 2014年 財政検証 7

検証結果가 보여주는 課題
옵션試算Ⅲ（拠出期間의 延長）옵션試算Ⅲ（拠出期間의 延長）

40%

基礎年金
60%

基礎年金＋報酬比例年金

30%

35%

45%

50%

55%

20%

25%

30%

35%

40%

10%

15%

Ｃ Ｅ Ｇ Ｈ

20%

25%

Ｃ Ｅ Ｇ Ｈ

現行 45年拠出現行 45年拠出

基礎年金 給付算定時의 納付年数 上限을 現在의 40年（20～60歳）에서 45年（20～65歳）으로 연장、
納付年数가 늘어난 만큼 基礎年金이増額되는 구조로 変更（2018年度 부터 納付年数 上限을 ３年
마다 １年延長。슬라이드調整率은、現行 구조와 동일）。65歳以上의 在職老齢年金은 廃止。

出典：第 21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2014年６月３日）資料１－１「国民年金및厚生年金에관한財政現況및전망을토대로作成

마다 １年延長。슬라이드調整率은、現行 구조와 동일）。65歳以上의 在職老齢年金은 廃止。
所得代替率이 50%를 밑도는 경우에는 機械的으로 給付水準調整을 추진한 경우의 数値를 採用。
Case Ｃ、Ｅ、Ｇ는 経済変動 없음、Case Ｈ는 매크로 経済슬라이드의 100%発動을 前提。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8

非正規雇用의 現状
正規雇用과 非正規雇用 労働者의 推移正規雇用과 非正規雇用 労働者의 推移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出典：厚生労働省HP（1999年까지는総務省「労働力調査（特別調査）」（２月調査）長期時系列表９、2004年이후는総務省「労働力調査（詳細集計）」（年平均）長期時系列表10）

非正規雇用 労働者는、1994年부터 2004年까지 増加、이후 現在까지 완만하게 増加
（임원을 제외한 雇用者 全体의 37.4％・2014年 平均）。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9

非正規雇用의 現状
非正規雇用労働者의 推移（年齢別）非正規雇用労働者의 推移（年齢別）

出典：厚生労働省HP（1999年까지는総務省「労働力調査（特別調査）」（２月調査）長期時系列表９、2004年이후는 総務省「労働力調査（詳細集計）」（年平均）長期時系列表10）

近年、非正規雇用 労働者중에서 65歳 以上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10

非正規雇用의 現状
賃金 커브（時給기준）賃金 커브（時給기준）

厚生年金 適用率*

正社員 99 5%正社員 99.5%
正社員以外 51.0%
* 厚生労働省「就業形態의多様化에 関한総合

実態調査」（2010年）

出典：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2014年） 雇用形態別表：第1表

非正規雇用에는、雇用의 不安定、낮은 賃金、能力開発機会의 부족、사회보장의 불충분 등의 課題가
있음。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11

就業形態別 被保険者 構成비율
国民年金 第１号 被保険者와 第２号 被保険者 （2010年11月末 現在）

自営業主

就業形態不詳

0.7%

第１号被保険者 就業形態の構成割合（20～59 歳）
自営業主

1.4%
家族従業者

臨時 不定期
非就業者

就業形態不詳

0.1%

第２号被保険者 就業形態の構成割合（20～59 歳）

国民年金 第１号 被保険者와 第２号 被保険者 （2010年11月末 現在）

제2호피보험자취업형태의구성비율(20~59세)제1호피보험자취업형태의구성비율(20~59세)

14.4%

家族従業者

8.4%

非就業者

32.4%

0.9%臨時・不定期

5.6%
1.5%

フルタイム

16.7%

フルタイムでない

フルタイムでない

3.7%

時間区分不詳

1.7%

フルタイムでない

5.2%

時間区分不詳

0.6%

会社員・公務員

22.5%

臨時 不定期

フルタイム

85.1%

臨時・不定期

21.7% 会社員・公務員

90.5%

出典：厚生労働省「2010年 公的年金 加入状況等調」第５－３表에서作成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12

高年齢者의 就業率
年齢階級別 就業率年齢階級別 就業率

年齢 総数 男子 女子

正規職員・従業員비율

年齢 総数 男子 女子

55～59 63.7% 85.7% 37.1%

60～64 34.2% 42.9% 23.5%

6 69 23 9% 25 5% 22 0%65～69 23.9% 25.5% 22.0%

70以上 29.5% 27.2% 32.1%

出典：総務省 2012年 就業構造基本調査
（2013年７月12日） 第2表를 기준으로 作成（2013年７月12日） 第2表를 기준으로 作成

雇用確保 措置의 導入이 義務화된 2006年４月 이후 60 64歳층에서 就業率이上昇

2006

出典：第25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2014年10月１日）資料 「高齢期의就労과年金受給의방향성」（総務省「労働力調査」를토대로作成）

雇用確保 措置의 導入이 義務화된 2006年４月 이후、 60～64歳층에서 就業率이上昇。
60～64歳에 대해서는、自営業者등의数가 減少傾向에 있으나、雇用者数가 増加하고、
就業率은 上昇傾向。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13

定年制와 高年齢者 雇用
定年制와 高年齢者 雇用施策 経緯定年制와 高年齢者 雇用施策 経緯

高年齢者雇用安定法에 의거 1998年4
月이후 60歳定年制가 義務化、60歳未
満의 定年은 原則적으로 違法 無効

계속고용제도의내역

満의 定年은 原則적으로 違法・無効
65歳까지의 雇用을 確保하기 위해、
2006年부터、65歳 未満의 定年을 定
한 企業에는 以下의 措置 중 하나를한 企業에는、以下의 措置 중 하나를
채택할 것을 義務화
① 定年의 연장
② 継続 雇用制度의 導入② 継続 雇用制度의 導入
③ 定年 규정의 廃止
다만、継続雇用의対象者를 限定하는 基準
을 労使協定에서 정하는 것은 可能

희망자전원이 65세이상까지일할수있는기업

2013年4月부터 継続雇用 対象者를
労使가 限定할 수 있는 제도를 廃止
다만、대략적으로公的年金（老齢厚生年
金）의 受給開始 年齢이후의 期間은 限定

出典（그래프）：厚生労働省 職業安定局 2014 年「高年齢者 雇用状況」（2014年10月31日）

金）의 受給開始 年齢이후의 期間은 限定
可能



高年齢者雇用에 関한 労働政策의 現状 14

定年制와 高年齢者 雇用
定年制와 高年齢者 雇用施策 経緯定年制와 高年齢者 雇用施策 経緯

高齢者의 就労니즈가 多様하다는
점에서、 高齢者의 취업장소를 企業
내에서의 雇用으로만 요구하는 것은

70세이상까지일할수있는기업

내에서의 雇用으로만 요구하는 것은
限界에 도달하고 있다。

高齢者의 活用과 活躍의 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方策을 생각할 수 있다위하여 、아래와 같은 方策을 생각할 수 있다。
① 高齢期의 就労・社会参加를위한 意識改革
② 地域社会의 지원자로 활약하고、「企業人」
에서 「地域人」으로의円滑한 移行

③ 地域 中 企業 大企業等③ 地域의 中小企業에서、大企業等에서얻은
専門的 知識과 技術、経験을 활용한다

④ 65歳를 넘어서도 추가로 企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高齢者 活用의 방향성일할 수 있는 高齢者 活用의 방향성

生涯現役 社会의 実現을 위한 就労의 방향성에 関한 検討会 報告書 （2013年6月）

出典（그래프）：厚生労働省 職業安定局 2014 年「高年齢者의雇用状況」（2014年10月31日）

公的年金과 高年齢者의 就労 15

定年制와 年金 受給開始 年齢
労働法制와 社会保障法制의 経緯

施行年（改正年） 労働法制（定年制） 社会保障法制（受給開始年齢）

1957年（1954年） 男子55→60歳（1957年부터＋1歳／3年）

労働法制와 社会保障法制의 経緯

1960年代 55歳定年이 一般的

1986年（1986年）

1986年（1985年）

60歳以上 定年努力 義務化
定年制에서의 男女差別 禁止1986年（1985年） 定年制에서의 男女差別 禁止

1987年（1985年） 女子55→60歳（1987年부터＋1歳／2年）

1998年（1994年） 60歳未満 定年 禁止

2000年（2000年） 65歳까지 雇用確保措置 努力 義務化

2001年（1994年）
定額部分：60→65歳（男子2001年度、女子
2006年度부터＋1歳／2年）

2006年（2004年） 65歳까지 雇用確保措置 義務화

2013年（2000年）

2013年（2012年） 対象者를 限定할 수 있는 제도를 廃止

報酬比例部分：60→65歳（男子2013年度、
女子2018年度부터＋1歳/2年）

出典：人事院 公務員의高齢期 雇用問題에関한研究会 第１回 資料10「 国家公務員의定年制度 経緯等」等을参考로作成

2013年（2012年） 対象者를 限定할 수 있는 제도를 廃止
/

注）労働法制에서는 高年齢者雇用安定法 및 男女雇用機会均等法、社会保障法制에서는 国民年金法・厚生年金保険法 및 이들을 改正
하는 法律을 対象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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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齢年金의 受給開始 年齢
特別支給 老齢厚生年金의 受給開始 年齢이 段階的으로 연장（2013年４月）特別支給 老齢厚生年金의 受給開始 年齢이 段階的으로 연장（2013年４月）

出典：政府広報온라인（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301/2.html）

公的年金과 高年齢者의 就労 17

老齢年金의 조기・연기 受給
本人이 希望하면 本来 支給開始年齢에서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年金을 受給本人이 希望하면、本来 支給開始年齢에서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年金을 受給
하는 것이 可能。
앞당겨 受給하는 경우는、請求時点에 맞춰 年金이 減額되고、연기하여 受給
하는 경우는 請求時点에 맞추어 年金이 増額하는 경우는、請求時点에 맞추어 年金이 増額。

조기지급 연기지급

（参考）조기연금시 減額率 （参考）연기연금시 増額率

請求時 年齢 조기화에따른減額率 請求時 年齢 연기에따른増額

60歳 30%
61歳 24%
62歳 18%
63歳 12%

66歳 8.4%
67歳 16.8%
68歳 25.2%
69歳 33 6%

出典：出典：第25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2014年10月１日）資料 「高齢期의就労과年金受給의방향성」

63歳 12%
64歳 6%

69歳 33.6%
70歳 42.0%

둘 다 1941年４月２日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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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職老齢年金 制度
現行의 在職老齢年金制度는 60대의 前半과 後半에서 그 구조가 상이하며現行의 在職老齢年金制度는、60대의 前半과 後半에서 그 구조가 상이하며、
각각의 구조에 따라 支給停止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음。
다만、60대의 前半에 支給되는 特別支給 老齢厚生年金은、支給開始年齢이
段階的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2025年（女性은 2030年） 이후 基本的으로段階的으로 높아지기 때문에、2025年（女性은 2030年） 이후 、 基本的으로
60대 前半에 대한 支給停止 効果는 사라짐。

特別支給 老齢厚生年金（60～65歳 対象）에 適用되는 調整措置

賃金（보너스포함월수입）과 年金（定額部分포함）의 合計額이 28万円을 상회하는 경우
賃金의 増加２에 대하여 年金額１을 停止
賃金이 46万円을 초과하는 경우는 賃金이 増加한 만큼 年金을 停止。

＊ 2004年 改正에 의거 在職中에 一律 ２割의 年金을 停止하던 제도를 廃止。2004年 改正에 의거 在職中에 律 割의 年金을 停止하던 제 를 廃止。
＊ 「28万円」은 夫婦２人의 標準的인 年金額相当을 報酬月額으로 한 現役被保険者의 平均月収를 基準으로 設定。
＊ 「46万円」은 現役 男子 被保険者의 平均月収를 基準으로 設定。

老齢厚生年金（原則 65歳 以上 対象）에 適用되는 調整措置

65 70歳 賃金과厚生年金（報酬比例部分）의 合計額이 46万円을 上回할경우에는65～70歳：賃金과厚生年金（報酬比例部分）의 合計額이 46万円을 上回할경우에는
賃金의 増加２에 대해서 年金額１을 停止（2000年 改正시 導入）

＊ 基礎年金은 支給停止의 対象外로 全額 支給。

70歳以上：65～70歳와 동일하게 取扱（단、保険料 負担은 없음）。

出典：第25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2014年10月１日）資料 「高齢期의就労과年金受給의방향성」

＊ 2004年 改正前에는 支給停止를 하지 않고、年金을 全額支給하였음。

注）研究者들은、수차례의조정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就労인센티브에 마이너스効果라는
影響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평가하고 있음。

検討시의 論点

公的年金과 高年齢者 雇用의 政策 方向性 19

検討시의 論点
① 65歳까지 일하는 것을 標準으로 하는 경우의 年金制度 設計 방향성

60歳台 前半인 사람의 保険料 拠出能力
 60歳台 前半의 就労実態와 향후 전망

現在、20～60歳의 40年間이 保険料 拠出期間이라는 점을 基本으로 設計된
年金制度를、20～65歳의 45年間을 就労期間으로 보고 設計할 것

 60歳台 前半의 就労実態와 향후 전망
 早期引退를 選択하는 사람의 給付와 負担（保険料免除 取扱을 포함）의 방향성

「全国民이서로 지원하는 구조의 拡大」를 할 지, 「拠出能力과 意思가 있는 사람만의 選
択的 拡大」를 할 지択的 拡大」를 할 지
給付費用의 累積的 増加에 따른 国庫負担의 増加와 그 財源確保

② 65歳 이후도 年齢에 관계없이 다양한 근무방법으로 就労機会가 拡大되는 것을
前提로 한 就労와 年金受給의 選択방법의 拡大前提로 한 就労와 年金受給의 選択방법의 拡大

労働力 人口가 減少傾向인 상황에서、持続的인 経済成長과 発展을 위해서는、
65歳이후에도 年齢에 관계없이 就労할 수 있는 機会의 拡大가 必要하며、그에
따른 年金水準의 確保에도 연결되는 것이 밝혀졌으나、그러한 社会를 実現하기

보다 弾力的인 就労과 年金受給의 組合을 可能하게 하는 制度의 수정（연기受給選択의
拡大 등）

따른 年金水準의 確保에도 연결되는 것이 밝혀졌으나、그러한 社会를 実現하기
위해서 必要한 年金制度의 수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出典：出典：第25回 社会保障審議会 年金部会（2014年10月１日）資料 「高齢期의就労와年金受給의방향성」을토대로作成

拡大 등）
就労인센티브를높이기 위한 制度의 수정（在職老齢年金등）
全体的으로 就労期間을 늘려서 受給開始年齢을 늦추도록 하는 政策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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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현재 고령사회*에 들어선 데다 앞으로
도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2040년에는모든국가가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

고령화 사회: 65세이상고령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7~14%인국가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EU의 인구 피라미드EU의 고령화 전망(65세이상

고령사회: 65세이상고령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14~20%인국가

초고령사회: 65세이상고령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이상인국가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EU의 인구 피라미드EU의 고령화 전망(65세이상
인구비율)

마 터부제목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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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감소

 EU의 노동공급은 2022년 2 17억명으로 2010년 대비 7백만명 증가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EU의 노동공급은 2022년 2.17억명으로 2010년 대비 7백만명 증가
에 그친 뒤 점차 줄어 2060년에는 1.95억명으로 축소될 전망

 연금 및 노동개혁에 따른 55~64세 인구의 취업 증가에 비해 경제활동가능인구(20~64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동개혁에 따 세 구의 취 증가에 비해 제활동가 구(
세)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기인

고용인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노동공급 관련 지표 전망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고용인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노동공급 관련 지표 전망

마 터부제목 타

자료 EU집행위(2012)

(2010년) (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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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집행위(2012)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 EU집행위(2012)



EU의 잠재성장률은 2010~2020년*의 1.5%에서 2021~2030년에
는 1.6%로 약간 높아졌다가 2041~2060년에는 1.3%까지 낮아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는 1.6%로 약간 높아졌다가 2041 2060년에는 1.3%까지 낮아
질 것으로 추산

 노동공급은 2020년대 초반까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노동공급은 2020년대 초반까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2022년 이후로는 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잠재성장률1)의 요인별 기여도기간별 잠재성장률 전망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잠재성장률1)의 요인별 기여도기간별 잠재성장률 전망
(%)

GDP성장률 1.4

총요소생산성(TFP) 1 0마 터부제목 타총요소생산성(TFP) 1.0

자본축적 0.5

노동공급(∑A~D) -0.1

총인구(A) 0.1

고용률(B) 0.1

생산가능인구(C) -0.2

노동시간증감(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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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 EU집행위(2012)

주: 1) 2010~2060년 평균

회원국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수준에 머물 전망
국가별 잠재성장률 전망

(%)

잠재성장률 총 요소생산성1) 자본축적1) 노동공급 65세이상 인구비중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잠재성장률 총 요소생산성1) 자본축적1) 노동공급 65세이상 인구비중

2010 2030 2060 2010 2060
변화
(%p)

2010 2060
변화
(%p)

2010 2060
변화
(%p)

2010 2030 2060

독 일 1 2 0 5 0 8 0 5 1 0 0 5 0 4 0 5 0 2 0 3 0 7 1 1 20 6 28 4 32 8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독 일 1.2 0.5 0.8 0.5 1.0 0.5 0.4 0.5 0.2 0.3 -0.7 -1.1 20.6 28.4 32.8

프 랑 스 1.6 1.6 1.6 0.7 1.0 0.3 0.4 0.5 0.1 0.4 0.1 -0.4 16.7 23.4 26.6

이 탈 리 아 0.3 1.4 1.5 0.0 1.0 1.0 0.2 0.5 0.3 0.1 -0.1 -0.2 20.3 25.7 31.6마 터부제목 타
스 페 인 0.7 2.2 1.6 0.3 1.0 0.7 1.3 0.5 -0.8 -0.9 0.0 0.9 17.0 23.1 31.4

영 국 1.2 1.9 1.8 1.0 1.0 0.0 0.6 0.5 0.0 -0.3 0.2 0.5 16.5 21.4 24.6

폴 란 드 4.3 1.5 0.6 1.4 1.0 -0.4 1.1 0.5 -0.6 1.8 -0.9 -2.7 13.5 22.6 34.6

슬 로 바 키 아 3.5 1.7 1.0 2.2 1.0 -1.2 1.1 0.5 -0.5 0.2 -0.6 -0.8 12.3 20.7 33.5

라 트 비 아 -1.9 1.9 0.6 0.6 1.0 0.4 2.0 0.5 -1.5 -4.4 -1.0 3.4 17.3 23.2 35.6

E U 지 역 1 2 1 5 1 4 0 6 1 0 0 4 0 5 0 6 0 0 0 1 0 2 0 2 17 4 23 8 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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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 지 역 1.2 1.5 1.4 0.6 1.0 0.4 0.5 0.6 0.0 0.1 -0.2 -0.2 17.4 23.8 29.5

주: 1)1971~2010년중EU15개국평균인1.0%, 0.5%로각각수렴한다고가정 자료: EU집행위(2012)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지출 확대

 고령화와 관련된 공공지출비율(EU 27개국의 GDP대비 기준)은 2010년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고령화와 관련된 공공지출비율(EU 27개국의 GDP대비 기준)은 2010년

26.0%에서 2060년에는 29.7%로 3.7%p 상승할 전망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전망회원국별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전망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전망

마 터부제목 타

자료 : EU집행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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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 EU집행위(2012)

연금지출 증가

 연금지출 비중은 2060년 12.9%에 달하여 2010년(11.3%)보다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연금지출 비중은 년 에 달하여 년( ) 다
1.6%p 증가할 전망

— EU의 대다수 국가는 현재의 납입금을 기초로 수혜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PAYG(pay as you go)방식을 채택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국별 연금지출 전망연령별 연금수혜비중 전망

지급하는 PAYG(pay as you go)방식을 채택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마 터부제목 타

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EU집행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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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 EU집행위(2012)



교육비 및 실업수당 지출의 소폭 감소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교육비지출 비중은 2060년 4.5%로 2010년(4.6%)보다 0.1%p 하락할 전

망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국별 실업수당 지출 전망국별 교육비지출 전망

 실업수당지출 비중은 2060년 0.7%에 그쳐 2010년(1.1%)보다 0.4%p 낮
아질 전망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마 터부제목 타

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EU집행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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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집행위(2012) 자료 : EU집행위(2012)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1. 1. 고령층고령층 고용고용 촉진촉진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2. 2. 여성의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율 및및 출산율출산율 제고제고마 터부제목 타

33 이민이민 확대를확대를 통한통한 노동력노동력 공급공급3. 3. 이민이민 확대를확대를 통한통한 노동력노동력 공급공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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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의 인구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취학기간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층 및 여성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의 경제활동 촉진과 출산율 제고, 이민유입 확대 등에 정책적 노
력을 경주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대부분의 국가에서 파트타임제 확대, 각종 규제 철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고령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업급여의
축소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의 취업유인을 제고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축소,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의 취업유인을 제고

고령층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 저하를 억제마 터부제목 타동시에 노동생산성 저하를 억제

고령층1)의 교육활동 참가율 (%)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OECD 평균

26 29 38 61 4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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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55~64세, 2007년 기준 자료 : OECD

주요국의 고령층 고용촉진 정책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 법적 은퇴연령을 2029년까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
- 조기연금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
- 58세 이상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점진적 지급 중단

파트타임 근무보조금 제도(subsidised part time employment scheme*)를 폐지하여 동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독일

- 파트타임 근무보조금 제도(subsidised part-time employment scheme*)를 폐지하여 동
제도를 악용하여 조기 은퇴하려는 유인을 억제

*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받는 제도
- 고령층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고령층 고용조건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령층 근 자를 용한 기업에 금 지원 및 령층 용 건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
으로써 고령층 고용을 촉진

- 법적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조기퇴직제도 및 의무퇴직연령(70세)를 폐지
-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할증(surcote)제도 도입마 터부제목 타

프랑스 - 고령자 채용 기피 문제의 해결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 해고시 실업보험 기금 부담금
(Delalande tax)을 폐지
 채용시 연령 차별 금지

용 호법(E l P i A )에 따라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 연장

스웨덴

-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Act)에 따라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 실업수당 지급 조건을 강화
 조기퇴직제도 폐지
- 6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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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인하
-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정책 실행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유로지역 주요국의 고령층 경제활동참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의 책적 력 유 지 주 국의 제

가율 및 평균은퇴연령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평균은퇴연령고령층1)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마 터부제목 타

주: 1) 55~64세 자료 : OECD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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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55 64세 자료 : OECD 자료: Eurostat

EU 주요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EU 주요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

해 각종 수당제도를 통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고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취업과 육아의 양

립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고학력·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확대하기 위해 Blue card제도

마 터부제목 타
(2009년 도입), 단일 이민 허가제도(2011년 도입) 등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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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1. 1. 공적연금의공적연금의 수혜수혜 축소축소 및및 납입기간납입기간 연장연장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2. . 확정기여형으로의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을전환을 유도유도마 터부제목 타

3 민간연금민간연금 활성화활성화3. . 민간연금민간연금 활성화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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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금제 의 기본유형1)유럽 연금제도의 기본유형1)

비스마르크형 베버리지형 노르딕형

공적연금제도 위주로 발달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특 징

－공적연금제도 위주로 발달

－독일이 1889년 최초 도입

－기업연금제도 발달

－영국이 1908년 최초 도입

－공적연금제도 위주로 발달

－덴마크가 1891년 최초 도

입

－은퇴 전 수준의 생활 유지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정책 목표 －은퇴 전 수준의 생활유지 －노후빈곤 방지
－은퇴 전 수준의 생활 유지

․평등

공적연금관리 정부․노․사 정부 정부

공적연금급여수준 과거임금에 비례 과거임금에 비례 정액제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공적연금급여수준 과거임금에 비례 과거임금에 비례 정액제

재원조달
방식

공적연금

(재원구분)

부과식

(사회보험료)

부과식

(조세)

부과식․부분적립

(조세․사회보험료)

기업연금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의무) 적립식(가입자유)마 터부제목 타방식 기업연금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의무) 적립식(가입자유)

개인연금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자유) 적립식(가입자유)

도입국가

중․남구권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영미권

(영국․아일랜드․

북․동구권

(스웨덴․핀란드․국가 독 이 리아

벨기에․체코)

국 아

네덜란드2)․덴마크3))

웨

폴란드․헝가리)

주: 1) Esping-Anderson(1990)의 분류방식 적용 2) 네덜란드는 비스마르크형 →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체계 전환
3) 덴마크는 노르딕형 → 베버리지형으로 연금체계 전환

자료: 박진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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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진호(2007)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조기은퇴 방지 및 은퇴연령 연장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조기은퇴 방지 및 은퇴연령 연장

* 연금 수령에 필요한 의무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금수급의 개시연령을 연
장(영국, 체코, 프랑스)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 조기은퇴에 따른 연금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설계하
여 고용주로 하여금 조기은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은퇴 대신 다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

 공적연금의 기여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마 터부제목 타
* 독일은 기여율을 2001년 19.1%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22%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프랑스도 2008년 7.85%이던 기여율을 10.35%로 조정

* 소득대체율의 경우 독일은 현재의 41%에서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35%* 소득대체율의 경우 독일은 현재의 41%에서 2060년까지 단계적으로 35%
까지 낮출 계획이며, 프랑스(59%→53%), 스웨덴(35%→23%) 등 대부분의 회원
국들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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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

* 독일, 스페인 등은 연금기여자의 수가 적어지면 이에 비례하여 연금급여 수준이 자
동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지속성지수*를 연금지급액 산출에 도입함으로써 고령화에 탄력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적으로 대응

* 지속성지수 ＝ 1－[연금수령자/(연금기여자)]. 평균수명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
금기여자에 비해 연금수령자가 늘어나면 지속성지수가 낮아지면서 연금지급액도 자동적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기여자에 비해 수령자가 늘어나 지속성지수가 낮아지 서 지 액 자동적
으로 축소

 남녀간 연금수령의 연령 불일치 시정마 터부제목 타
* 2009년 현재 27개 회원국중 13개 국가에서 여성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남성보다

빨라 이들에 대한 연금지출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관련제도의 변경으로
2020년경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제외)에서 남녀간
연금수급의 개시연령이 같아질 것 예상연금수급의 개시연령이 같아질 것으로 예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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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금개혁은 연금지출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겠
지만 령화에 따른 부양비율 상승 유발되는 연 지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지만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 상승으로 유발되는 연금지
출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부족하여 2060년에 연금
지출 비율은 2010년보다 1 5%p 높아질 것으로 전망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지출 비율은 2010년보다 1.5%p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항목별로 보면, 수령연령의 상향조정(-2.9%p) 및 소득대체율 인하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항목별 면 수령연령의 상향 정( p) 및 득대체율 하
(-2.7%p)가 연금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

2010~2060년중 연금지출/GDP 비중 변동요인마 터부제목 타
(GDP대비, %, %p)

2010년 부양비율
연금개혁 효과

노동시간 2060년
연금적용률 소득대체율

비율 변화 변화 비율
연금적용률

변화

소득대체율

인하
고용변화 기타개혁

11.3 8.5 -2.9 -2.7 -0.8 -0.6 0.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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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여 기금
운용수익 변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운용수익 변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
* 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일정수준으로 정하여 국가 혹은 기업이 직

접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연금운용 수익과 납입액이 퇴직급여 지급액을 하회할 경우 국가
및 기업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함 반면 연금가입자가 운용사를 선택하여 기여액을 운용토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및 기업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함. 반면 연금가입자가 운용사를 선택하여 기여액을 운용토
록 한 후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게 될 급여를 정하는 DC형은 기금운용 수익
의 변동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DB형보다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작음

 이탈리아는 1995년 연금구조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이탈리아는 1995년 연금구조를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
(DC)*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연금지출의 증가세가 완
만해졌으며 GDP대비 공적 연금지출 비율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마 터부제목 타
예상(2010년 15.3% → 2060년 14.4%)

 이탈리아외에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확정기
여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도 전환 여부를 고려중여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도 전환 여부를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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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금은 국가재정의 부담 가중, 경제위기의 발생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가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가 공적연금 가입자의 후 득
장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회원국들은 기업․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상 우대 제공, 납입액중 일

부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연금의 활성화를
도모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

도모

 스웨덴은 연금가입자가 총임금의 18.5%를 의무 납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중 86%(총임금 기준으로는 16%)는 현재의 연금수마 터부제목 타하고 있는데, 이중 86%(총임금 기준으로는 16%)는 현재의 연금수
급자에게 연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4%(2.5%)는 개인계정에 적
립하여 각자 선택한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뒤 일정 수익을 돌려받
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일부 민영화하였음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일부 민영화하였음

 다만 공적연금의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이민을 할 경우 연금의
지속성을 EU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민간연금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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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을 EU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민간연금의
경우 이와 같은 보장이 없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마스터제목스타일편집

마스터부제목스타일편집마 터부제목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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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Ⅰ. 서론
 논의의 목적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부양 문제

 다른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고령화 속도
인복지 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세대 간 갈등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2013년 65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는 0.420, 빈곤율은 48.1% (통계

청, 2014)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비 (국민연금-1988년, 퇴직연금-
2005년)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모색할 필요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모색할 필요
 상호보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인 일자리 정책의 율성 제

3

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Ⅱ.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2층 퇴직수당
퇴직연금(DC, DB, 복수계좌),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1층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기 연금

0층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공무원 등 민간피용자 자영자 비경제활동인구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자료: 이용하, 정해식(2008) 및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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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국민연금 가입현황
 국민연금 가입자수: 약 2,100만 명

 전제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 58.3%, 지역가입자 40%
 40～49세>50～59세>30～39세>30세 미만 순

(단위: 명, %)

구분

연령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인원 비율

계 21 125 135 (100 0) 12 309 856 8 444 710 202 536 168 033계 21,125,135 (100.0) 12,309,856 8,444,710 202,536 168,033

30세미만 3,544,750 (16.8) 2,292,872 1,247,732 4,146 -

30-39 5,584,087 (26.4) 3,735,507 1,828,767 19,813 -, , ( ) , , , , ,

40-49 6,173,377 (29.2) 3,707,715 2,402,987 62,675 -

50-59 5,654,878 (26.8) 2,573,762 2,965,214 115,902 -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자료: 국민연금 월별통계, 국민연금공단, (2014. 12)60세 이상 168,043 (0.8) - 10 - 168,033

5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연령계층: 30대가 국민연금에 82.8% (임금근로자)

 30대 외 연령계층에서는 40～49세, 15～29세, 50～59세, 60
세 이상 순 (통계청, 2014)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자료: “사회보험 가입현황,” 통계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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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임금수준별; 400만원이상 임금근로자는 96.6% 가입(3
개월 평균, 임금근로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 낮음 (통계청, 2014)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자료: “사회보험 가입현황,” 통계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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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퇴직연금 가입현황퇴직 가 황
 전체 상용근로자수의 51.6%인 총 5,353천명
가입가입
 전체 상용근로자수(임시, 일용직 제외): 1,037만 명
 개인형 IRP 가입 근로자수: 1 441 193명(‘14 9) 개인형 IRP 가입 근로자수: 1,441,193명( 14.9)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P 특례

근로자수(천명) 5 353 3 149 2 119 85근로자수(천명)
(%)

5,353

(100)

3,149

(58.8)

2,119

(39.6)

85

(1.6)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2014.12)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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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퇴직연금 가입현황퇴직 가 황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전체 사업장의 16 3% 전체 사업장의 16.3%

 300인 이상(대기업) 78.8%, 300인 미만 16.2%, 
30인 미만 14.9%30인 미만 14.9%

구분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합계

(A)도입(A)도입
사업장 수 168,217 72,706 25,731 6,683 1,013 1,197 275,541

(B)전체사
업장 수 1,435,703 182,026 55,552 11,390 1,468 1,337 1,687,476
업장 수 , , , , , , ,

도입비율
(A/B,%)

11.7 39.9 46.3 58.7 69.0 89.5 16.3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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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개인연금 가입현황개 가 황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수 876만 명 (2013년 말, 보험개

발원)
 전체 인구대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17.1% 에 불과

 연령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40대(29.6%), 30대(26.6%), 
50대(25.0%) 순으로 높아 소득활동이 활발한 연령이
연금가입에 적극적

60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 2% 70대는 2 1% 60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 70대는 2.1%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10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계속)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계속)

 국민연금 수급현황
 노령연금 수급자 수 약 290만 명 (2014.12월 당월)

 2014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37.6% 수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014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 수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

계 50~59세 60~64세 65세~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국민연금 연령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계 50 59세 60 6 세 65세 69세 0 세 5 9세 80세 이상

계 2,907,498 100,321 855,954 944,832 681,621 255,195 69,575

남성 1,997,356 69,983 612,809 651,872 458,678 162,686 41,328남성 1,997,356 69,983 612,809 651,872 458,678 162,686 41,328

여성 910,142 30,338 243,145 292,960 222,943 92,509 28,247

주: 2014년 12월 당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주: 2014년 12월 당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자료: 국민연금 월별통계, 국민연금공단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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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계속)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 (계속)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 478,180월 (특례제외)

 노령연금 최고액: 1,731,510원 (특례제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334 410원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334,410원

<국민연금 연급종별 월평균 지급액><국민연금 연급종별 월평균 지급액>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소계구분
(특례제외))

장애연금
연금

소계

(특례제외)
20년이상 10~19년 소득활동 조기 특례 분할

최고 1,731,510 1,731,510 1,731,510 1,661,130 1,433,420 1,450,570 963,250 669,680 1,344,760 864,250

평균
323,280 
(412,970)

334,410 
(478,180)

869,800 408,260 527,190 485,190 205,770 167,340 424,870 253,570 

주: 2014년 12월 당월 기준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주: 2014년 12월 당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 월별통계, 국민연금공단 (2014.12)

12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계속)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계속)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
 공적연금제도 가입 사각지대 존재

 18∼59세 인구의 약 50%는 국민연금의 비납부자로 적용 사각지
대에 노출대에 노출

 2014년 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약2천 95만 명 중 납부예
외자와 장기체납자는 모두 약 569만 명외자와 장기체납자는 모두 약 만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중 약 27.1%에 해당함.

 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납부예외자이며, 장기체납자수도 크
게 줄어들지 않 있음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미미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전체 사업장대비 11 7%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전체 사업장대비 11.7%

 낮은 개인연금 가입 유지율
 10년 이상 가입 유지율 10%미만 추정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

 10년 이상 가입 유지율 10%미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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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계속)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실태(계속)

 소득대체율 관점
명목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 40% (2028년까지)
 기초연금 10%기
 퇴직연금 30-35%

 그러나 실질소득대체율은 ?
국민연금 실질적인 가입기간은 40년 미만일 가능성 국민연금 실질적인 가입기간은 40년 미만일 가능성
 평균가입기간 약 23년 예상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20년 가입기준 11-19%, 백혜연(2015)

 낮은 개인연금 유지율 (10년 이상 유지 - 10% 내외)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14



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완화
 사업장 가입자 확대 및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장 가입자 확대 및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 위한 제도 개선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 사업 적극 활용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장기적으로는 크레딧 제도 확대 고려
 E.g., 출산크레딧- 첫번째 자녀도 인정, 군복무크레딧 – 6개월 → 12개월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 등
 관련부처 간 공적자료 공유체계 보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장

려세제(EITC))

 퇴직 연금제도의 활성화퇴직 연금제 의 활성화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강화
 퇴직 전후 연금수급과 근로활동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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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고령자 고용대책 (지은정, 2015)
 법적 지원 강화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강화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 3%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내실화
 공공부문 47개 민간 83개 직종 공공부문 47개, 민간 83개 직종
 민간자금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사회공헌(기금)과 연계 사회공헌(기금)과 연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실화 및 기간 연장
 6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고령자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

우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2017년까지 한시적 지원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16



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제도적 지원 강화
 현재는 알선 중심이나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

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현재는 알선 중심이나, 기업의 노동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
원 필요
 세금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개선, 건강관리, 교육훈련 강화

 시간제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
 노인의 근로욕구와 노인의 신체능력에 따라 시간선택 선호도가 다

름
(임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희망소득이 낮아짐 (임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희망소득이 낮아짐

 (근로시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제 근로 희망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정책 필요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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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Encore life 지원
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적 의미 있 입

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수입도
지속되며,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영역의 일자리 창출. 
 비영리 기관과의 연계 강화비영리 기관과의 연계 강화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19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인프라 강화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전달체계,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관련 직원의 역량 강화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령자의 희망은퇴연령과 기업의 최대 용 가능한 연령간의 격차 고령자의 희망은퇴연령과 기업의 최대 고용 가능한 연령간의 격차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고용문화조성, 대국민 홍보 노력 미
흡. 특정 시기에 집중흡. 특정 시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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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사회공헌도 지원해야

Ⅳ.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대책(계속)

사회공헌 지원해야
 모든 고령자들이 일자리만 원하는 것은 아님
 모든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추구

2015 은퇴연금협회 국제세미나21

Ⅴ RemarksⅤ. Remarks
 100세 시대를 맞아 Active aging을 지향하는 고령자 고

용 및 복지정책 필용 및 복지정책 필요
 근로활동과 연급 수급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연금 및 고용관련

정책 개선의 필요성정책 개선의 필요성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이 연계되는 사회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고
 고령자 고령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혜택 부여 → 고령자

고용 유인을 확대하는 정책 개발 (알선사업 → 고용수요 유발)
 고령자의 사회참여 특히 지식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도 고령자의 사회참여, 특히 지식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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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및 서비스

사단법인 은퇴연금협회(RPA)는 국내최초 은퇴/연금 관련 전문협회로 고용노
동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지원
과 은퇴교육을 지원하여,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퇴직 후의 삶에 대은퇴연금협회(RPA)

ServiceService
i i O ii i O i

한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고자 설립한 은
퇴/연금 관련 전문협회 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단체로서 역할 수행
-근로자 중심제도, 운영체제 구축
-퇴직연금제도 발전, 생애설계 연구

■ 교육 서비스
은퇴 및 퇴직연금 관련 교육 수행

Association OverviewAssociation Overview

■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내최초 은퇴/연금
관련 전문협회로 공식 인가(2013.7.)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질적인 공익서비스 -은퇴 및 퇴직연금 관련 교육 수행
-은퇴 및 퇴직연금 전문강사 양성

■ 정보 및 평가 서비스
-은퇴 및 퇴직연금 관련 종합정보 제공
-근로자/기업별 맞춤정보 및 컨설팅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질적인 공익서비스
제공 및 신뢰성 보유

■ 은퇴인력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 것이 최고의 설립목표

전문성전문성 및및 공신력공신력
NetNet--WorkWork

■ 평가 서비스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지표 개발 및 제공

가는 것이 최고의 설립목표

■ 은퇴/연금보험관련 국내최고의 인력 임원진
-학계 및 금융계 최고의 전문가로 임원진 구성

■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원사업

전문성전문성 및및 공신력공신력
■ 은퇴 및 퇴직연금 유관단체
■ 퇴직/연금교육 관련 Net-work

■ 취업관련 국내 Net-Work(On, Off-Line)

■ 인적자원 관련 Global Net Work

1

연구 및 개발
■ 은퇴/연금교육 관련 국내최고의 강사 Pool

■ 인적자원 관련 Global Net-Work

설립 목적 및 Vision

새로운새로운 은퇴문화은퇴문화 전파를전파를 통한통한 국민행복시대국민행복시대 완성완성Goal

행복행복 나눔문화나눔문화 확산확산새로운새로운 은퇴문화은퇴문화 정착정착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보호Vision

근로자 교육, 컨설팅 장·노년층 일자리 창출 금융상품 및 연금 조사연구

은퇴 / 연금 자격제도 운영사업,서비스
분야

은퇴 및 연금 강사양성

만원의 행복나눔 운동

중소기업 복지시스템 운영

금융소비자 민원 상담 및 지원

금융시장 감사·감시 강화

국내최고의국내최고의 연금자문위원연금자문위원, , 관련정부기관관련정부기관, , 협력협력 민간민간 연구소연구소 및및 단체단체 등등추진기반

은퇴 및 연금 강사양성 중소기업 복지시스템 운영 금융시장 감사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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