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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은 1988년 태동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금은 600조를 넘어

섰고 2041년 2,500조를 넘어서 최고조에 달하나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기초이면서 국가재정 시스템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연기금의 붕괴가 초래할 리크스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 내지 법

률로써 가능한 예방책, 사회적 기구의 설립으로 막을 수 있는 방비책 등은 없는

지, 타 공적연금의 사례와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적용례를 조사, 정리

해보고자 한다.

1)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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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국민연금의 도입은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후 2년이 뒤 1988년 시행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태동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올해는 국민연금 시행 30년을 맞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관리 주체인 연금공단에서도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이다2).

  표 1 기금의 조성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에 이미 언론매체, 시민단체를 비롯한 세간에서는 훗날 과연 ‘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의심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으나 그 어디서도 

명확하고 선명한 대책과 해법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연구목적

2) “ 30년을 맞이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20년 84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 2,561조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2060년에 기금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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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 또는 부족 위험에 대한 방비책으로서, 지급보증의 원리를 제도

화하여 해소할 필요성은 없는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관련 연구결과, 연구 논문, 언론보도, 관련 사이트 검색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

였다.

Ⅱ. 주요개념 및 원리

   1. 지급보증의 원리

   ‘보증(保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에 대해 제3자

가 추가로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고3),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은 그 자체가 ‘보험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4). 지

급보증은 신용보증의 원리처럼 기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이에 대한 일종의 신용공여를 하는 것 – 예컨

대, 수표 지급보증, 자금대출시 모기업의 지급보증 등 -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간의 거래촉진(유지)에 관한 신용

공여적 보증이 아니라 국가(또는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의 공적연금 지급에 관

한 ‘지급보증’에 한정한 것이다.

   2. 재보험과의 차이

   ‘지급보증은 일종의 채권채무관계, 또 다른 표현인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제3

자가 채무자(의무자)의 역할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보험(Reinsurance)’과 

3)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보험연금학과 2018학년도 봄학기 ‘보증과 공제’ 2018.2.23. 수업자료(정홍주 

교수님) 중 원용

4)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는 그 자체가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모럴해저드와 역선택의 문제점을 수반한

다.”(이봉주, 한국에서의 퇴직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19권 

1호, 2008. 6, pp. 9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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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구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재보험은 보험회사(채무자)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자체에 대한 ‘보험’으로 

‘원보험’에 대한 ‘재보험’으로서의 담보 내지 리스크(Risk) 전가의 속성을 

띄고 있으므로5), 지급보증과는 그 실질이 다른 것이다.

   3.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지급보증 방식

   미국은 1800년대 철도산업에 의해 사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연금제도가 시작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실패하여 왔고, 1974년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ERISA) 제정에 

즈음하여 노동부 산하에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PBGC)를 설립하면서부터 연금지급 불능 사태시 대비할 방비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PBGC의 지급보증 방식은 단일 기업주 프로그램(Single 

employers program : SEP)과 복수 기업주 프로그램(Multi employers program : 

MEP)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전자는 단일 사업장 내에서 운

영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기업이 스스로 종업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PBGC가 퇴직연금 급여를 대신지급하게 되

는 것이고, 후자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노조와의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설립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특정기업이 

파산할 경우 산업 내 나머지 기업들이 연대하여 파산기업 근로자의 연금수급

을 보장하는 것이다.6) 이 PBGC는 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수행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에 도입에 있어서 비교사례로서 참고할 좋은 선

례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쉽지 않고 

별개의 운영기관(그것이 보증기관이라 할 지라도)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조세

의 투입을 야기하는 것으로 여론의 설득이 어려울 수 있는 등 제도적, 정치적 

장애요인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국민연금에서의 지급보증 현황 및 개선방안

5) 홈페이지(www.koreanre.co.kr)

6) 김진수,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42권, 

2008, pp.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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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기금 현황

     1) 국민연금은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약 624조의 적립금이 쌓여 있으며, 2017

년 2월말 기준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채권 54.4%, 주식 34.5%, 대체투자 

11.1%로 구성되었다.

  표 2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 2. 누계

조성(A) 551,681 486,278 571,987 582,557 636,277 830,694 56,751 7,909,501

연금보험료 301,277 319,067 340,775 364,261 390,359 417,849 71,141 4,913,570

운용수익 249,916 166,513 230,326 217,414 245,439 412,130 -14,458 2,984,931

기타 488 699 886 882 479 715 68 10,999

지출(B) 120,682 136,410 143,304 157,545 176,527 197,074 34,819 1,670,958

연금급여지급 115,508 131,128 137,799 151,840 170,682 190,839 33,872 1,596,345

운영비 등 5,174 5,282 5,504 5,705 5,845 6,235 947 74,612

증가(A-B) 431,000 349,869 428,684 425,012 459,750 633,620 21,932 6,238,543

운용 3,919,677 4,269,545 4,698,229 5,123,241 5,582,991 6,216,611 6,238,543 6,238,543

공공부문 - - - - - - - -

복지부문 1,271 1,249 1,264 1,362 1,396 1,433 1,427 1,427

금융부문 3,915,683 4,264,473 4,692,534 5,116,983 5,576,819 6,210,372 6,222,622 6,222,622

기타부문 2,723 3,823 4,431 4,896 4,777 4,806 14,494 14,494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연금을 아직 수급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연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연도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 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6. 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07. 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10. 12.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12. 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14. 12. 21,125,135 1,389,472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317 202,536 168,033

’16. 12. 21,832,524 1,661,502 13,192,436 8,060,199 1,881,248 6,178,951 296,757 283,132

’17. 12. 21,824,172 1,760,279 13,459,240 7,691,917 1,787,649 5,904,268 327,723 345,292

’18. 02. 21,835,551 1,766,388 13,497,691 7,635,468 1,773,158 5,862,310 335,569 366,823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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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도별 국민연금 급여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령연금수

급자의 경우 가파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600조를 넘는다고는 

하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향후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있

는데다가 ‘표 4’와 같이 연금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에 비해 더욱 늘고 있어서 

부양비가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도 홈페이지에서 기금고갈을 예상하

고 있으므로(표 1 참고), 지급보증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표 4 급여유형별 연도별 가입자 현황

1,349,626

1,517,649

1,731,560

1,949,867

2,149,168
2,330,128

2,489,614

2,748,455
2,840,660

2,947,422

3,151,349
3,412,350

3,706,516

3,695,544

247,588
279,358 311,868 344,593 378,927 414,241 449,735 485,822 524,992 563,996 605,151 647,445 693,141

693,853

54,467 61,762 67,091 72,166 74,535 76,280 75,895 75,934 75,041 75,387 75,688 75,497 75,486
69,8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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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200,000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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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0

3,600,000

3,800,000

4,000,000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2

(단위:명)

노령 유족 장애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타 공적연금의 지급보증 현황

     1)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가입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적립기금의 액수로 보든지 국민연금이 타 공적연금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인데, 장래 지급불능 등 리스크에 당면했을 때 초래될 국가 

사회적 위험도 훨씬 클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면한 또는 앞으로 닥칠 지급위험

에 대해 ‘지급보증’으로서 제도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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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공적연금 현황
(2016년말 기준)

구 분
직역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 거
(시행연도)

공무원연금법
(1960)

군인연금법
(19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75)

국민연금법
(1988)

적용대상
국가 지방
공무원

장기부사관
장교

사립학교
교직원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
(직역연금적용자제외)

기 여 율
(부담률)

▪국 가 9.0%
▪공무원 9.0%

* ’16년 이후
8%→9%
인상(단계적)

▪국 가 7.0%
▪군 인 7.0%

▪교원
- 국가 : 3.706%
- 법인 : 5.294%
- 교원 : 9.0%
▪사무직원
- 법인 : 9.0%
- 직원 : 9.0%
* ’16년 이후 8%→
9% 인상(단계적)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 : 4.5%
- 가입자 : 4.5%

▪지역 임의 임의
계속가입자: 9%

연금지급률 1.7% 1.9% 1.7% 1.0%
연금개시연령 60→65세 퇴직시 60→65세 60→65세
유족연금률 60% 70% 60% 40~60%
가입자(a) 110만 7,972명 18만 2,721명 31만 3,156명 2,183만 2,524명
연금수급자(b) 45만 2,942명 8만 9,098명 6만 3,782명 413만 5,292명

부양률(b/a) 40.9% 48.8% 20.4% 18.9%
최대지급률 61.2% (’16~) 62.7% 61.2% (’16~) 40% (’28~)

평균연금
월 액

231만원
(퇴직+유족)

264만원(퇴역)
146만원(유족)

263만원
(퇴직+유족)

완전노령 88만원
* 완전노령 : 20년이상
가입한 60세 이상
*노령연금 전체
평균 : 32만원

적립기금 10조 3,211억원 1조 1,042억원 16조 3,610억원 558조 2,991억원
급여지출액 12조 901억원 2조 9,563억원 2조 7,016억원 17조 681억원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집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 지급보증을 규정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 법률로써 국가의 ‘보전금’제도를 두고 연금을 지급하기 부족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도화하고 있

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

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61조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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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7)”고 규정하여, 연금지급액 부족시에

도 지급이 가능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이미 기금고갈이 된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군인연금법에서 지급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3)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에서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언적이나마 지급불능 

사태시에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노령인구 증가 즉 수급

자 증가, 기금운용의 결과에 따른 사유 등 다양한 원인의 모든 지급불능이 위 

‘법률’또는 ‘제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 또는 다툼의 

개연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현재 양호하다는 점과 우선 규정으로 지

급보증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양상이 다르다.

   2. 국민연금의 지급보증 도입 필요성 검토

     1) 국민연금이 제시한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수입 61조 

7959억원 및 지출 20조 570억원, 2021년 기준으로 수입 81조 756억원 및 지출 31

조 870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표 6’ 참고). 비교기간 내에서만 무려 

10조 가량 수지차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표 6 국민연금 중기 재정전망

〈출처〉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서울신문 인터넷 기사(국가지급 보장돼야 ‘용돈연금’ 꼬리

7) 국가법령정보센터(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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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뗀다, 2018.1.5. 22:32 입력, 2018.1.6. 00:13 수정)를 재인용

     2) 600조를 넘는 세계적으로도 3대 기금에 손꼽히는 규모이지만, 국민연금의 

제도적 접근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오로

지 ‘기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연금을 더 이상 연금 지급불능 리스크에 무방비로 

계속 놓아둘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제도화하여 사회보험의 본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타 공적연금에서와 같이 법률로써 지

급보증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또한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와 같이 연금지급 불능에 대비한 일종

의 국영연금보험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별도 기

관 설립을 통한 운영은 앞서 본 법규로서 국가의 지급보증을 직접 정하는 것에 

비하여 독자적 리스크 대응 조직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순기능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 미국의 PBGC와 같은 기관을 도입하더

라도 만일 적립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리스크 

수준보다 낮게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PBGC가 겪은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 있고, 특히 적립인정비율을 100%로 하더라도 연금부채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

금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연금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져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금회계의 정확성 및 투

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8).

     4) 요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보전금’등의 명목으로 국가가 지

급불능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요인

으로 노후보장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를 봉쇄함과 동시에, 연금지급보

증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용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해나감

으로써(또는 법률에서 정한 보전금 등 지급보증 운용과 별개의 독립적인 선택적 

임의가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비하여야 

8) ,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42권, 

200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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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Ⅳ. 평가 및 결론

   1. 평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 수준이었다가 2028년에는 40%까지 예정

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028년에는 40

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는 더

욱 앞당겨질 것이고, 대체율을 더욱 낮추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

며, 기금 고갈을 막기위해 보험료율(기여율)을 높이면 조세저항과 유사한 반발이 

초래될 것이다. 연금 수준의 확정은 사회보험원리, 연기금의 규모, 성장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귀결로서 정해질 것이나, 적어도 이미 정해진 연금의 수준은 

시간이 변하더라도 수급자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

장의 기초이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본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법률로서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여 명시하는 한편, 미

국의 연금지급보증기관(PBGC)의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한다면 안정적이고 신

뢰감 있는 사회보험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맺음말

     국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정해진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는 확

신이 있을 때 노년기 세대의 노후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안정 기반이 

유지될 것이다. 지급보증의 법규적 제도 도입과 지급보증을 실행할 조직 설립을 

동시에 이행함으로써 연금의 지급불능시 지급보증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급보증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성에 대한 개괄적 탐

색에 그쳐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크고, 향후 이에 대

한 학습과 연구를 거쳐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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