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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는 노령 장애 사망의 사회적 위험 발생시에 연금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 등이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4조,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분배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

의 실현을 요구하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료 역시 이러한 헌

법적 요청에 근거하여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강하게 결속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공과금으로서 다른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와는 구별되는 독자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의 실체법적 성립요건인 납부의무

자,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법적 평가는 소득재분배 기능 및 연

금급여와의 관계가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체

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서도 연금보험료의 독자적 성격을 유념하여야

한다.

연금급여의 수혜자인 가입자 자신이 납부의무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사용자라는 판례가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부

담분을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더라도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과 원천

공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 자신을 실체법상 납부

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민연금법상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규

정에 대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에서 조세법규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연금보험료에서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

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

액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하여야 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한계인 것

- ⅰ -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

여액의 수익비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으로는 1에 근접해야 하면서도, 사회연

대의 원리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의하여 고소득자는 수익비가 1에 못

미치는 구조가 예정되므로,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할 수 있는

선에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물질적 최저한의 생계보장 수준 이상의 연금급여

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될 것이 요청되나,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생계유

지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하여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연

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구 국

민연금법상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최저생계비만을 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제도적 현실적 기능, 최저

생계비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점, 보험료부담 평등의 원칙,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 등에 비추

어 최저생계비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서로 연동되어야 하고,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공공부조

등에 의한 보호를 하거나, 사회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연금보험

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일한 보험료율의 구조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

지만, 연금급여와 결속된 연금보험료의 성격상 조세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직

적 공평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금보험료 ‘부과’라 함은 연금보험료 금액을 특정하는 확인행위로서 그 처

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연금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원천공제제도

는 조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제도이나, 연금보험료의 성격상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에 납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료의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소득재분배적 성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고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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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높은 기여,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체계에 적합한 조정을 통한 연금보험료 부과가 요청된다.

주요어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사회연대, 소득재분배, 보험료

부담의 평등

학 번 : 9527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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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

(1)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현재 특수직역 종사자 연금보험법의 적용

대상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

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되고, 법정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며, 연금급여 청구권과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주된

권리의무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인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하

여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의 성격과 더불어 연금제도의 특성상 연금급여는 원칙적

으로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지급되게 되므로 당장은 연금보험료의 반대급

부를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조

세와도 비슷한 부담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 국민연금법은 1998. 12. 31. 및 2007. 7. 23. 2차례의 주요한 개정을 통

하여 연금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급여와 기여의 직접적 관계구조에서 급여만 조정

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고, 개

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재정추계에 의하면 2060년경 기금의 고갈이 불가

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제도가 다시 개혁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

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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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법의 시행 이후로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그 헌법상 재산권적

보호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학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사회

보험수급권의 재산권 인정을 위한 요건을 밝힌 이래로 국민연금법상 연금급

여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

다.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

에 있어서도 그 법적 기준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기본적

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연금급여 청구권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그

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즉 연금재정

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사회보험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는 급여에 상응하여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의 납부가 전제되

어야 하는 것이다.

Ⅱ. 연구의 목적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가입자의 가장 주된 의무로서 연

금급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

는 많지 않다. 이는 연금보험료가 보험수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특성과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부여될 수 밖에 없는 특성에 기인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역시 헌법을 비롯한 규범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법적

근거와 한계를 정립하여 사법적 심사의 기준과 규범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속되어, 소득재분배

의 효과를 가지는 독자적 공과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며, 적극적 분배

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실현이라는 헌법의 요청을 구현하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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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적 성격과 연금보험료의 형성원리들이 연

금보험료의 성립요건과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적절히 반영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연금보험료를 결정함에 있어 법적 한계가 무엇인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연금보험료의 결정과 조정이 사회의 여러

세력간의 정치적 이익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헌

법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연금제도의 본연의 과제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이 논문에서는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와 관련한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법리와 논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금보험료의 성립요

건, 부과 및 징수 절차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각 부문에 있어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과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고, 판례 및 학설의 타

당성을 평가해 보았다.

국민연금법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에 관한 헌법재

판소의 결정은 모두 7건이다.1) 그리고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이 1

1) 헌법재판소 2006. 6. 1. 선고 97헌마190 결정(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

마390 결정(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결정(구 국

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가1 결정(국민연

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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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있다.2) 그 외에 사회보험료 일반에 관한 중요한 결정으로는 국민건강보

험법과 관련된 다수의 결정이 있다.3) 대법원 판결 중 연금보험료와 관련된

주요한 것으로는 3건의 판결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있다.4) 이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법리와 논점

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연금보험료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금보험료의 법적 근거와 형성원리,

그리고 다른 공과금과 차별되는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연금보험료가 가

지는 다른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 등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밝혀본다.

여기에서 밝혀진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실체법적 측면에서 연금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분류하고, 각 요건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논점을

위주로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학설과 판례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어 징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 판례에 나타나는 주요 논점들을 위주로 연금보험료

의 독자적인 법적 성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

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판례와 학설은 연금보험료의 독자적인 법적 성

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고, 연금보

험료는 적극적 분배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실현이라는 헌법의 적극

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1000 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

는 규정을 만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3)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

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026 판결(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국민연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1993. 12. 9. 선고 93구183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31. 선고 2010누4195 판결, 그 외 서울행정법원 등의 다수의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사건 관련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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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방법

국민연금법에 관한 판례 뿐만 아니라 가급적 관련되는 다양한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문헌적 연구방법에 기

초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들을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법해석

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의의, 목적 등

을 살펴서 이를 통하여 연금보험료가 가지는 위상과 독자적 성격이 각 요소

들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법정책학적 방법에 입각하여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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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금보험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제1절 연금보험료의 개념

Ⅰ. 국민연금법 개관

1. 국민연금법의 법률관계

국민연금제도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노령 혹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

이 감소 혹은 상실되거나 사망으로 유족이 부양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

을 국가적 보험기술을 통하여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이고,5) 이를 규율하는

법이 「국민연금법」이다.6)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7)을 구체화하고 입법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라고 정의하고, 사회보험을 “국민

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5)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1, 304면 참조

6)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법으로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있다. 연금보험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

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위험 중에서도 공적연금은 특히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비복지를 

해결 또는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적연금을 종종 

노령연금 또는 퇴직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인재 외,「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128면 참

조

7) 구체적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에 관한 규정과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

용은 ‘제2장 제2절 Ⅱ. 연금보험료의 헌법적 근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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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

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적 제도인 사회보험의 하나인 것이다.8)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부담을 국

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

보험제도의 일종이며, 가입 여부․보험관계의 내용 등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사용자 또

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

적보험제도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인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구

체화하는 제도이다.』라고 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을 보험원리에 부양원리

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라고 밝히고 있다.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특별채권채무관계라

고 할 수 있다.10) 가입자가 한쪽 당사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공법상의 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쪽 당사자가 된다. 가입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에는 연금급여청구권과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이러

한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생

기는 법정 채권채무관계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법관계는

급여청구권의 구성요건이 실현되기 전에 이미 보험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법

률관계의 성립으로부터 급여의 구성요건 실현과 급여의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8) 헌법재판소도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사상의 원류를 이루는 제도로서 오늘날에도 사회보장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9) 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

15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10)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법관계 일반에 관하여 자세히는 전광석(註 5), 9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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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법의 연혁

(1) 국민연금법 형성의 특수성

국민연금법은 1988. 1. 1. 시행되었지만, 그 기원은 1973. 12. 24. 제정된 국

민복지연금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도가 시행되고 있었을 뿐 사회보장에 관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 없던 상황

이었고, 사회경제적 상황도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하였

다.11) 그럼에도 국민복지연금법이 법제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사회복

지적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있었

다.12) 당시 정부는 사회보장보다는 경제성장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

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위한 막대한 양의 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처음부터 관

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13) 그러나 국민복지연금법은 제1차 석유파동, 경기

침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긴급조치에 의하여 시행이 연기되어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성숙

11) 1970년대초 당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였으며, 

취업자 중 50.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겨우 

187.3 달러에 지나지 않는 빈곤한 사회였다.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1998 ; 이인재 외(註 6), 

288면에서 재인용

12) 경제기획원의 주도로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밖으로는 사회보장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경제

개발의 자금조성을 위한 입법이었을 뿐 사회보장법을 실현할 정책적 의지는 없었으며, 1987년 시민

항쟁으로 성립한 민주정권에 이르러서야 사회보장법이 시민혁명의 요구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규범

적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형성의 특징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

흥재,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서울대 법학」제5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참조 

13) 이인재 외(註 6), 288면; 이와 같은 정부의 시각이 한국의 사회보험에 일관되게 관류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사회보험에서 자치운

영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는 차성환․이순옥, “한국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담론201」

제11권 제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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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국민연금의 시행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당시 특수직연금

의 보험료율14)을 고려하면, 특수직연금과 같은 수준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서는 저소득층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함에도, 이는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 및 민간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노동자의 노

후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비례연금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령연금이라 불

리는 독일식 사회보험원리를 변형하여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목표

로 하는 국민연금을 기획한 것이다.15)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에 적정한 생활보

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한 특수직연금제도와는 달리 최저생계

비 보장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형성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16)

(2) 국민연금법의 발전

국민연금법은 1986. 12. 31. 종래 국민복지연금법에서 전면개정되어 1988.

1. 1. 시행되었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대

상으로 하였다. 가입대상을 1992.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그 후 1995. 7. 1.부터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도시

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였으며, 1999. 4. 1. 전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

대하였다. 2003. 7. 1.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면

14) 공무원연금법의 보험료율(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요율)은 1998. 1. 1. 국민연금법 시행 당시는 

13%였고, 1998. 9. 12.부터 15%, 2001. 1. 1.부터 17%로 상향조정되었다가 2010. 1. 1.부터 14%

이다. 

15) 이인재 외(註 6), 287-310면 참조 

16) 차성환․이순옥(註 13), 21면 참조 ; 2012년 기준으로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월 389만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가 20년을 가입하고 받는 연금액이 월 626,940원으로 계산되는데(국민연금관리공

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모의계산 http://www.nps.or.kr), 이는 2012년 표준가구(4인 가구)최저생계비

가 1,495,550원임을 감안하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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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국민연금법은 크게는 2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

하였다. 먼저 1998. 12. 31.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시행 후 문제가 되어 왔

던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급여수준을 40년 동안 가입

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과거소득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고, 사업

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중 3%를 퇴직금전환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폐지하고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도시지역 전 주민에게로 확대하였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

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늘이고, 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 대표 비율을

높여서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모두 10명을 임명하

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1999. 1.

29.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과거 여유자금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

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도부터는 의무예탁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하였다.17)

2007. 7. 23. 국민연금법은 다시 전면개정되면서 급여수준의 인하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재정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급여-보험료 부담상의 구

조적 불균형도 상당 정도 완화시키게 된다.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급여

17) 헌법재판소는 구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도

록 하는 예탁의무규정을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도 연금가입자들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결정; 이에 대하여는 강제예탁제도가 연금가입자의 참여권과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공성

의 원칙은 연금재정의 안정성, 수익성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되어야 함에도 이를 벗어

나 있으며, 헌법상의 시장결제질서와도 상충될 수 있고, 자의적 이자율 결정으로 인한 가입자의 참여

권과 정당한 보상 원리를 침해하며, 예탁증서만 교부할 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신영욱,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

제도”,「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11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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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한 것이다(국

민연금법 제51조, 부칙 제20조). 이러한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

시점은 기존의 2025년경에서 개정 후에는 2035년경으로 약 10년간 늦추어지

게 될 전망이며,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기금고갈시점은

2045년경에서 2060년경으로 약 15년 정도 연기되는 것으로 추계된다.18) 그리

고,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

간을 추가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

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이도록 하였다(동법 제18조, 제19조).

유족연금 수급조건에서 남녀 동일하게 하고,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성격을 강화하였다(동법 제73조, 제76조, 제64조, 제

65조). 고령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급여제도를 재설계하였고(동법 제62조,

제63조), 장애연금 요건 확대, 감액노령연금 추가 감액률 폐지, 2개 이상 급여

발생시 조정방안 개선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급여-저부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확립하

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19)

Ⅱ. 연금보험료의 개념

18) 문형표, “2007년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연금포럼」제28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

구원, 2007, 5면 이하 참조 

19) 현 보험료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경에는 기금고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고,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순수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차후세대 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제도가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비하여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자신이 납부

한 보험료의 현재가치에 훨씬 미달하는 급여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후세대로부터 전세대로의 

세대 간 소득이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

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형표(註 18),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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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재정수단으로 부과되는 것이다.20)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부담금 및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인 기여금의 합계액,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의미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0 내지 12호). 헌법

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사건에서 사회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며, 세금에 의한 국가의 지원은 단지 보충적으로 사회

보험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1)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의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안정과 복

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 보험기술을 통하여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보험가입과 보험료의 징수가

강제되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기능, 성격에 비추어 연금보험료의 개

념을 정의하면, 노령 장애 사망의 사회적 위험 발생시에 연금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 등이 납부하는 공과

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22)

20) 연금보험의 재정방식에 관하여,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받을 연금급여를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동

안 일정한 연금보험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 지출을 

그 기간에 들어오는 갹출료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정적립방식은 완전한 적립방식 

연금보험금보다 낮은 보험금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보험금을 올려서 최종보험금에 도달하는 방식

이다. 일반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제도가 더 적절한지는 임금상승률, 인구

증가율, 이자율 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완전적립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에 높은 보험료율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수정적립방식을 일

단 채택하였고, 국민소득증대를 비롯한 부담능력 향상과 연금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점차 

높여가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재정방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손정식․장충식․정경배,「국민연금과 금

융」, 금융경제연구소, 1988, 69면 이하 참조 

21)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등

22) 사회보험료가 다른 부담금과는 다른 3개의 개념요소를 규정되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의 원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공법인인 사회보험공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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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금보험료의 헌법적 근거와 형성원리

Ⅰ. 서설

연금보험료는 법률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연금보험료와 그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은 최고의 근본규범인 헌법의 이념

과 규범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법의 입법이나 시행

에 있어서 헌법에 근거하고 또한 헌법에 합치하도록 입법, 해석 및 운용되어

야 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23)의 요청이기도 하다.24)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도 국민연금제도가 어떠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

어져 있으며, 그러한 헌법적 근거가 연금보험료의 성격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의 헌법상 근거로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및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사회적 시

장경제질서, 사실적 평등의 요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성, 최저생

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홍완식,「사회보험료 관련 입법

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56면

23)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는 오늘날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였다. 권영성,「헌

법학원론」, 법문사, 2010, 148면-149면; 헌법재판소도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직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

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마13 등(병합) 결정

24) 김영삼 외,「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00,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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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장,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조화, 소득재분배, 보편성, 재정의

분담 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

대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 및 사회보험료의 형

성원리에 따라 형성된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는 그 성격에서 이들 원리

에 따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하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의 근거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연금보험료의 헌법적 근거

1. 사회국가원리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본권

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간접적으로 제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25) 헌법재

판소는 여러 차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우리 헌법은 사회국

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

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

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

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25)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사회적 기본권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회국가원리

를 헌법적 원리로 명시하였다. 독일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

가이다.”, 제28조 제1항은 “각 주의 헌법적 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들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독일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은 첫째,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둘째, 복지의 확대와 복지격차의 해소, 셋째,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 생활수준

의 보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전광석,「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2008,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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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

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26)

이러한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상정되는 국가는 자유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소극적 국가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를 부담

하는 적극적 국가이다.27)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

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

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로 보험의 원칙과 사

회연대의 원칙을 들면서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

여 사회국가원리가 사회보험료의 헌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28)

사회국가원리는 이념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개인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에 의

하면 요보호상태에 있게 되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 개인이 스스로 도울 수 있게 될 때 국가의 관여는 거기에서 멈

추어야 하는 이념상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가 있다.29) 즉 개인의 행복추

구권과 자기책임의 원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생활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에서 연금보험료와 연금

26)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등 

27)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에서

도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28)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29) 권영성(註 23),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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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준을 일정한 소득까지만 한정하는 것도 이러한 이념상 한계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0) 또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에는 많은 재정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은 경제성장정책과 조화로운 가운데 추진되어야

하는 경제정책적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사회국가실현수단으로서 검토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그 성격상 장기적 지속성과 안정성을 그 특징으로 하

고, 연금청구권 등 공법상의 청구권 내지 기대권은 재산권적 보호를 받기 때

문에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

듭한 후에 무리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실시해 나가야 하는 제도적․재

산권적 한계도 있다.31)

2.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

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권이란 인간의 존

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32)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

가 되며, 경제질서의 가치지표로서 의미를 가지고,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

무를 제시하는 헌법상 기능을 가지고 있다.33)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 등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목표로서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조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거한 헌법

상 사회보장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한다.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

30) 이상광,「사회법」, 박영사, 2002, 120면; ‘제3장 제4절 Ⅳ. 2. 상한액 설정의 법적 근거’ 참조 

31) 허영,「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316-320면 

32) 권영성(註 23), 655면

33) 허영,「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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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

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

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

게 되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

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즉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

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

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

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

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34)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

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에 따른 것이며,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

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도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제34조

34)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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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생존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항에

서는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서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보험을 사회보장

의 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라고 하여 사회보험의 헌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하고 있다.35)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

으로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

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며, …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인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을

구체화하는 제도이다.』라고 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이 국민연

금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36)

한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가 특정한 보호나 특

정한 수준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지침을 주는 것은 아

니다.37)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은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 사회정책적 고려,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야

35)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36)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

헌바15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37) 전광석(註 5), 162면 ;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개개의 국민을 위한 구체적․현실적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프로그램權利說, 인

간다운 생활권은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은 단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의보장을 구체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抽象的 權利說, 개개의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접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 具體的 權利說 등이 있다. 권영성(註 23), 6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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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이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정책목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것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재정적인 요인이 극복될 수 있다면 이러한 종

류의 급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측

면에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8) 헌법재판소도 『연금수

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므

로,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

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

다.』라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39)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은 경제생활영역에서 수정자본주의원리를 채택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를 확립하고 있다.40)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밝히

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38)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세계헌법연구」제12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6, 286면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적 심사의 가능성이 취약한 이유는 권리

의 실현에 있어서 이념이 추상적으로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또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사법부가 처분권한을 가질 수 없는 

재정능력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이 없다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판

단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는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이를 실현하는 데 국가의 재정능력과 관련된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청구권

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39)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553 결정;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는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결정,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342 결정 등 

40) 허영(註 33),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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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고 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

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

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

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

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하여 『이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

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

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4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의하여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42)를 포함한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민주복지국가가 헌법상 요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

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41) 헌법재판소 1996.4.25. 선고 92헌바47

42) 소득의 재분배에 관하여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그 밖의 경제질서에 관한 산발적인 규정들은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1차적으로 시장에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사회보장법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조화롭게 혼합하여 사회정의를 실

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전광석(註 5), 169-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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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하여,43)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가 국민연금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

다.

4. 사실적 평등의 요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

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44) 평등의 원칙

은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는데,

평가대상인 개인의 주어진 조건이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45) 즉,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46)

평등의 원칙은 법적 평등과 더불어 사실적 평등도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

는 모든 국민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보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등권의 내용은 우리 헌법에서 사

43)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44) 권영성(註 23), 387면

45) 헌법재판소도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

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등

46)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격주의의 

이념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간존엄성설, 차별이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합리적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

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설, 합리적 차별의 판단을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헙법의 최고원리와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 수단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절충

설 등이 있다. 권영성(註 23), 391면-3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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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본권을 통해서 실현된다.47) 헌법은 기존에 전통사회의 인식, 그리고

사회적 구조 속에서 평등을 누리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집단을 사회적 기본권

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48)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연금수급권과 그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제도 역시 사실적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다.49)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50)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기본권이 표상하는 가치세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다른 헌법규정을 기

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헌법이념의 핵심이다.51)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

47) 전광석,「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254면 이하 참조 ; 법적 평등이 실질적으로는 평등사회를 실

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주목하고,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사실적 평등 혹은 결과적 

평등이라고 부르고, 인격발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을 보

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출발의 평등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한다. 김영삼 외(註 24), 110-111면 

48)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헌법 제32조 제4, 5항),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으며(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는 특히 여자, 노인과 청소년, 그리

고 신체장애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헌법 제34조 제3, 4, 5항), 혼인과 가족생활

에서도 양성의 평등이 촉진되어야 하고, 또 모성이 보호되어야 한다(헌법 제36조 제1, 2항). 경제질

서에 있어서도 평등의 이념은 중요한 지도원리가 되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

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고(헌법 제

119조 제2항),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헌법 

제123조).

49)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

민연금수급권이나 공무원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

본권의 하나이다.』라고 하여, 국민연금수급원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

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553 결정

50) 권영성(註 23), 375면

51)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1헌마31 결정,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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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에 대하여도 지도원리로서 기능하고, 국가권력에게 적극적인 행위

의 의무를 부과한다.52)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사회보장법을 형성함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사회

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며,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관련성을 갖는 인간상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신중할 결정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53) 다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

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국가의 행위의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개별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은 구체적 기본권을 통하여 실현된

다.

행복추구권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어 그 내용에 관하여 뚜렷한 정설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54)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이다.55)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

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56), 사적자치권과 계약의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

52) 전광석(註 47), 244면

53) 김영삼 외(註 24), 41-46면 참조 

54) 행복추구권(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1980년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행복추구권의 성격에 대하여는, 행

복추구권은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으

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포괄적 기본권이며, 기본권전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권영성(註 23), 383면],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합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서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399면 이하], 행복추구권은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지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윤리규범적 성격과 실천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

해[허영(註 33), 337면] 등이 있다. 

55)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56)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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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57) 한편, 행복추구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

하고, 우리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회권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소극적 자유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

며, 오히려 다양한 차원에서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구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8) 이러한 견해에 의한다면

행복추구권은 행복한 삶의 물질적 조건의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헌법적 기

초로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험은 자유권적 성격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회보험주체간의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존속

되는 법률관계인데,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관계는 강제적으로 성립된다. 즉,

가입자는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

고, 사회보험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구체적으로 개인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

는 효과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은 사회연대

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일방적인 부담만을 부과

하는 관계가 아니며,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가지

고 있어 공공복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있다.59) 헌법재판소는 국민

연금의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등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

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 조

항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3헌바10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 등 참조

57)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58) 한국이나 미국의 주류법학은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의미를 로크적 자유주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국

가의 적극적 의무를 배제하고 있지만, 다양한 기원을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는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공화주의적 입장에서는 공적 행복, 덕,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

점에서 이해되며, 평등주의의 입장에서는 행복추구의 물적 조건을 형성시킬 국가의 책무 관점에서 

규정된다고 한다.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민주법학」제38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참조

59) 김영삼 외(註 24), 112-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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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

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

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

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며,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

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

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

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

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60) 국민연금에의 강제가입은 행

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Ⅲ. 연금보험의 원리

1. 사회보험방식 공적연금제도의 원리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전세계 160여 개 이상의 국가

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 중 138개 국가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다.61)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연금보험은 소득능력의 감소, 노령, 사망의 위험을 보호대상으로 하

여, 근로자 및 직업연수생, 농민(농민의 노령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함), 가내

수공업자,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교원, 보육권, 조산부, 요

60)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61) 이인재 외(註 6), 136-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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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요원 등을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불완전 취업자, 공무원 등

다른 법정 제도에 의해 노령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자는 연금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급여로는 소득능력감소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고, 노령연금의 월연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보험가입기간 및 임금

수준의 변동이라는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연금재정은 부과방식으로 운영

되며, 의무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액의 범위 내

에서 19.9%(2011년 기준 노동자․직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데,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연금보험의 과제 이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방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62)

일본의 연금제도는 피용자를 포함하여 만 20세부터 60세 미만의 일본 거주

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하여 기초적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연금제도가 1층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보수비례의 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제도 및 공제연

금제도가 2층을 구성하고 있다. 사업장의 피용자는 후생연금에, 공무원, 사립

학교 교사 등은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이 외에 추가 연금으로서 자영업자 등

은 국민연금기금제도, 확정갹출연금제도가, 후생연금의 추가연금으로는 후생

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 확정갹출연금제도 등이 있다. 급여는

국민연금의 노령․장애․유족기초연금이 공통의 정액급여로서 지급되고, 후

생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수에 비례하는 노령․장애․유족연금이 추가적

으로 지급된다. 연금재정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은 균일부담․균

62) 전광석(註 25), 151면 이하; 박귀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사회보험사각

지대 해소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144면 이하 참조; 독일의 사회보험은 1880년대에 비스마

르크의 사회입법으로 시작되었다. 1883. 6. 15. 공포된 노동자 질병보험법, 1884. 7. 6. 공포된 재해

보험법, 1889. 6. 22. 공포된 장애노령보험법의 3개 사회보험법은 1911. 7. 19. 제국보험법으로 통

합되었고, 1911. 12. 20. 사무직 근로자를 연금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무직근로자보험법이 제정되어 

이들이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근간을 이루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통일적인 사회보장법전의 편찬사업에 따라 제국보험법, 사무직근로자보험법 등의 연금제도는 1992년 

사회보장법전 제6권으로 편입된다. 독일 연금보험법의 생성과 변천에 관하여 자세히는 전광석(註 

25), 43면 이하; 차성안,「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독일 법정연금보험의 유족연금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87-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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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정액으로 부담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는 표준

보수의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등급화하여 16.766%(2012. 9.부터의 보험료율로

서, 매년 0.354%씩 올려서 2017년 9월 18.3%로 고정)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국민연

금 급여비용의 1/2(2009년 이전은 1/3) 및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63)

이들 각국의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강제 가입, 최저수준의 보장,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급여에 대한 권리 등을 공통된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64)

2. 사회보험의 원리

(1) 서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험에는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① 사회보험에서 보

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기여와 낮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낮

은 수준의 기여와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하여져 결과적으로 사회계층간에 소

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배의 효

63) 堀 勝洋,「年金保險法-基本理論と解釋․判例-」, 法律文化社, 2011, 94면 이하; 석재은, “일본의 공

적연금제도”,「임금연구」제11권 제1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54면 이하; 조추용, “일본의 연금

개혁과 노후생활보장정책”,「노인복지연구」제32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33면 이하 참조; 일본

의 공적연금제도는 1941년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연금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고, 이 

법이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

면서 전국민연금이 추진되었는데, 3종 7제도로 분립되어 있던 공적연금제도의 통합화를 도모하게 되

면서 1985년 후생연금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

하는 제도로,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기초연금에 부가한 보수비례연금으로 하는 현행 연금제도의 근

간이 마련된다. 이후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4) 이인재 외(註 6),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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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한다. ③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

체의 통합과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전

국민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

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65)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제도의 구성에 있어 사회보험의 원리

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원

리로서 강제성의 원리, 최저생활보장 원리,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원리, 보편성의 원리, 재정분담의 원리 등으로 나누

어 자세히 살펴본다.

(2) 강제성의 원리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예외없이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66)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서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하는 이

유는 다양하다.67) 첫째,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

의가입에 기초한다면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평균 위험보다 높은 위험집단

이 순차적으로 남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68) 둘째, 대규모

65)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66) 이인재 외(註 6), 136-137면 참조

67)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제도적, 현실적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는 권문일,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

가?”,「월간복지동향」제70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4.8., 8면 이하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04년경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주된 계기가 되어 국민연금 폐지운동, 국민연금 보험

료 합법적으로 안내기 등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

는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김선택,「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24면 이하 참조 

68) 국민연금의 가입이 자발성에 기초한다면, 소득재분배로 손해를 보는 고소득집단이 민간보험으로 빠

져나가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저소득집단이 주로 남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저소득계층에게 적절한 급

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어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다시 저소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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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통하

여 보험료의 저액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 저축하

는 성실한 사람들이 세금을 통하여 위험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야만

하는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고,69) 비용부담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배

분하여 성실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

며 … 』라고 판시하여,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회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연대의 원리를 들고 있다.70)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연금의 강제가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국민연금제도

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며 …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고 …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

다.71)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강제가입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회

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평균 위험보다 높은 위험집단이 순차적으로 남게 되는 현상인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

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현상에 처하게 된다. 권문일(註 67), 9-10면 참조 

69)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노후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5.8%에 이르며, 10가구 중 2가구(18.6%)가 노후를 대비

한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한 연금 종류별로는 국민연금(73.5%)를 제외하면 개인연

금은 21.4%, 퇴직연금은 12.8%, 기타 공적연금은 3.7% 등으로 나타난다. 「2012년 보험소비자 설

문조사」, 보험연구원, 2012.6. 

70)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71)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건강보험의 강제가입과 관련하여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

할 자유와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

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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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고

…』라고 하여 소득재분배가 국민연금제도의 원리라는 것과 강제가입제도가

소득재분배를 담보하는 것임도 밝히고 있다.72)

사회보험은 헌법상 기본 원리인 사회국가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무(헌법 제34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강제성의 근거는 이러한 헌법상 기본 원리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

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73)

(3) 최저생활보장 원리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발생시에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74)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권

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국가가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

들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72)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73)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같은 강제적 조치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된 “사회보장제도”를 실

현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헌법상 직접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국가원리에서 도

출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의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보장의 의무’라고 개념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사회연대의 원칙이 도출되고 이로부터 

국민의 사회보장의 의무도 도출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의무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과잉

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이 헌법의 이념인 사회국가원리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만큼 이익형량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재

숙, “국민연금 강제가입”,「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16면 이하 참조

74) 이인재 외(註 6), 137-138면 다만 최저수준이 어느 수준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관

점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첫째, 최저수준이란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관점, 둘째, 공적연금에서의 최저수준은 개인연금, 

기업연금, 개인보험 등과 같은 다른 경제적 보장제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안락한 생

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한다는 관점, 셋째, 첫째와 둘째 관점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공적연금의 최저수준은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과 결합하여 대다수의 개인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생활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 31 -

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에서도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75)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

민이 물질적인 궁핍과 재난에 봉착함이 없이 자율적인 생활설계에 의한 자조

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사회국

가실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정

책을 추구하도록 국가에 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이라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76)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77) 사회보험에서는 급여가 기존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의 자기기여의 정도가 낮아 보험료에 비례한 급여가 최저생

활비에 미달한다면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져 최저급여가 최저생활비와 최저임

금을 고려하여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78)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75)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553 결정  

76) 허영(註 33), 544-546면 참조; 이흥재 교수는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

여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최저생활 보장원리이다. 이흥재, “신자유주의와 복지행정

의 법이론”,「공법연구」제27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9, 57-59면 

77) 2012. 1. 26. 개정(2013. 1. 27.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최정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귀천,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전환기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79면 

78)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이 제1항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이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사회보장 일반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제1항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고,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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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서는 급여의 하

한선에 대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원리

개별적 공평성이란 기여자가 기여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즉 기여금에 보

험수리적으로 상응하는 액을 연금급여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

적 효율성(사회적 적절성)이란 모든 기여자들에게 어떤 일정 생활수준을 보

장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통상 완전한 개별적 공평성과 완전한 사회적 효

율성이란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지점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적 연금보험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반영하는 주목적은 모든 집단들에게 최

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79)

헌법은 前文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를

선언하고,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고 하여 소득재분배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

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80) 따라서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제3항은 사회보험에서의 사회적 조정의 요소를 고려하는 근거로서 가입자의 자기기여의 정도가 낮아 

보험료에 비례한 급여가 최저생활비에 미달한다면 최저생활비가 최저급여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광석(註 5), 223-224면 ;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에 따른 사회보

장급여의 수준은 공공부조에 적합할 수 있으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하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복지의 패러다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급여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을 더 세분

화하여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진명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42면 

79) 이인재 외(註 6), 138-139면

80) 국가가 소득의 분배정책과 더불어 재분배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 내에서 소득의 분배과정에 국가가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독자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분배된 소득의 일부가 

사회문제의 해결이 위임된 국가 또는 공법인에게 이전되고, 이것을 재원으로 사회적 고려에 따라 개

인 혹은 집단에게 재분배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채택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분화는 필연적이다. 전광석,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구조에 

대한 헌법적 접근”,「사회보장법학」, 한림대학교출판부, 1993, 5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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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의 하나인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소득재분배는 정당화될 뿐만 아니

라,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한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일정 부분 요청되기도

한다.81)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에 의하여 조

성된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개인의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을 고려한 급여의 산정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게 된다. 다만 사회

보험 체계 내에서의 소득재분배는,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

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원

칙이지 그 자체가 자기목적은 아니다.82)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효율성이라

는 두 가지 목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다.83)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그 기본원

리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 』라고 하여 국민연금제

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본원리고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84)

국민연금법상 사회적 효율성의 반영은 보험료의 산정이 소득에 비례하고,

급여가 가입자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

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85) 고소득자는 기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81) 하지만 개인의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청구권이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정책은 시행할 수도 있지만 공공부조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회정책의 시행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는 것이다. 전광석(註 80), 72-76면 

82)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급여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실질소득의 평균화를 목표로 한다면, 이는 헌법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은 아니다. 전광석(註 80), 77면 

83)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자기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

활보장을 위하여 사회보험능력, 즉 보험료납부능력이 없는 자를 사회보험에 포섭하고, 이들에게 보험

료납부의무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체계에 반한다. 사회보험의 체계에서 오는 소득

재분배정책의 한계인 것이다. 전광석(註 80), 78면

84)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85) 국민연금법상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1.2×(A+B)×(1+0.05n/12)이다. A는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n은 20년 초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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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기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5) 보편성의 원리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

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6)

한편 보편주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연금제도는 보험

의 원리, 보험료 부담능력, 공적보험으로서의 획일적 기준의 필요성, 연금과

수명의 관련성,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제한의 불가피성 등으로 인하여 연금제

도의 가입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할 수는 없고, 불가피한 제한

을 둘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운영

원리 내지 속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

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

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87)

입월수를 의미한다.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A)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B)을 동

등한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86) 사회보장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급

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는 이인재 외(註 6), 40-41면 참

조  

87)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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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분담 원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

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

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 헌법재판소도 『사회보험료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

이며, 세금에 의한 국가의 지원은 단지 보충적으로 사회보험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가입자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88)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자

인 보험가입자의 기여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

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다만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고려하는 사회보험의 원칙과 상반될 수 있다.89) 사회보험 역시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 적극적 사회정책실현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그 실

현에 있어서 국가의 비용분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90) 이러한 측면에서

2011. 12. 31.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도입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

료 지원제도는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기여의 원칙을 실현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1)

3. 사회보험료의 형성원리

88)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89) 전광석(註 5), 228면 

90) 사회보장기본법의 총칙인 제5조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재원 조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도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1995. 7. 21. 선고 93

헌가14 등  

91) 강성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법적 의의와 쟁점”,「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한국노동연

구원, 2012,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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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가 사회적 조정의 원리에 의하여 수정된 사회보장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의 형성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

회연대의 원칙'이다.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물론, 사회보험에서는 사보

험에서와 달리 각 피보험자에 대한 개별등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또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보험자의 전체적 재정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

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

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

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

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

며,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소위 '이질

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92)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보험의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리에 관하여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보험의 원리

92)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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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

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집단적 구제제도이다.93) 어떤 개인에게 특정한 손해가 생

기느냐는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

냐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험단체 전체를 장기적으로 관찰하

면 그 손해의 발생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통계학의 확률을 이용하여 손해의 발생률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칙

을 이른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라 한다. 보험은 이와 같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하여 위험단체를 기초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

고발생의 蓋然率을 측정하여 통계적인 기초 위에서 보험료를 각 구성원이 분

담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일정한 기금(보험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은 위험단체

를 기초로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른바

給與․反對給與均衡의 原則 또는 收支相等의 原則이 지배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제도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기초가 존재하는 것이다.94) 다만 보험

계약에서 급여․반대급여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별적인 보험

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보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받게 되는 보험금액과는 개별적으

로 등가성이 없고, 보험단체 전체로서 파악할 때에만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되

는 것이다.95)

93) 양승규,「보험법」, 삼지원, 2002, 22면

94) 양승규(註 93), 23-24면

95) 양승규(註 93), 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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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보험에서 보험의 원리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대상으로 하여 보험방식

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러한 보험의 원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다만 사회보장에서 보험의 원리가

이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사보험의 원리, 기술, 방식이 이용됨을 말

할 뿐이며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이 사보험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96)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보험의 원리를 채택한 이유는 국

가가 사회보장의 운영비를 재정적인 이유로 전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다는 재정상의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 사회정책적인 중요한 이유를 내포하

고 있다. 사회보험의 역사를 고찰하면 보험료는 사회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급여가 단순한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청구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산조사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하나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주체의 자치를 더욱 강조할 수 있

게 하는 근거로 주장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회급여가 원호의 원리에 따라

실천될 때 국가의 관리와 관여는 더욱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97)

사회보험이 이러한 보험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무갹출노령

연금 등 무갹출보험이 공적부조체계가 아닌 사회보험법체계에서 도입되는 것

은 비록 연금혜택을 갖지 못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정책론적 기준에서의

평등은 달성하더라도 보험의 원리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하여 법체계적 정당

성이 훼손될 수 있다.98)

96) 이상광(註 30), 338면

97) 이상광(註 30), 339면; 이달휴,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법과 정책연구」제5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5, 841면

98) 김영삼 외(註 24), 100면; 김해원,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사회보장연구」제26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2,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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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질성의 원칙

사회보험에 있어서 동질성의 원칙이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이 원칙

적으로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의 급

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99) 즉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사회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와 피보험자

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구성

원이 하나의 동일위험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를 내어 기금을 구성하고, 위험

이 발생한 구성원에게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제도의 일반적인 원리

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의 동질성은 자연발생적이거나 보험기술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의하여 사회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연대집단을 확인

하고 이들 연대집단을 묶는 동질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선존하

는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입법자의 보험공동체형성을 기속한다는 견해가 있

고100), 이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동질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면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일정

한 집단을 위험공동체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

다.101)

위와 같은 동질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를 異質負擔

이라고 하고, 동질성의 원칙에 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를 異質給與라

한다. 납부의무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을 추정할만한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

99)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동질성의 원칙에 관하여 자세히는 홍완식(註 22), 72-80면 참조

100) Josef Isensee, Umferteilung durch Sozialversicherunsbeitrage (Berlin; Duncker & Humblot) 

1973, 18면 이하; 전광석(註 80), 79면에서 재인용; 입법자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연대집단을 확인하고 이들 연대집단을 묶는 동질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사회관계 및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실태를 감안하여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도 한다. 홍완식

(註 22), 76면 

101) 전광석(註 80),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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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이질부담이 허용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

부하고 그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용

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책임,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동질성의 원칙

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혼인, 가족제도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가족이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음에도 보

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이질급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의 사회정책수단으

로서의 사회보험에서 이질부담과 이질급여가 어떠한 기준과 어느 정도의 범

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는 사회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거나 헌법규정을 통

한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102)

(3) 사회연대의 원리

(ⅰ) 의의

인간은 사회 속의 존재이므로, 개인의 가치실현은 다른 사람과의 조화 속

에서, 즉 사회적 조화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개인이 혼자서 달성할 수 없

거나 힘든 것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달성할 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 속에는 상부상조의 의식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가장 순수한

사법적 형태로는 민법상의 조합이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는 전체 국민의 조화된 발전을 통해서만이 충분히 실현되

며 또 국민 각 개인의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소 국가 그 자체의 원만

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파악하여 국민 전

체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협력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현대의 사회보장제

도는 상부상조의 의식에서 나아간 사회공동체의 연대의식에 바탕하고 있

다.103) 헌법재판소가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이라고 표현

102) 홍완식(註 22), 80면

103) 상부상조의식과 사회연대의식에 대하여는 이상광(註 30), 375-3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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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점에서도104) 사회연대의 원리는 사회공동체 전체의 상호부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대라는 단어는 프랑스에 기원을 두며, 원래 로마법에

서 ‘공동체의 책임 또는 의무 내지 보증’을 의미하면서 ‘연대보증’이라는 뜻

으로 프랑스 민법에 들어와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105) 이러한 연대라는 개

념이 법적인 채무연대의 의미를 넘어 인간 문제의 해결과 고통의 해소에 대

한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로 전화한 것은 프랑스 혁명과 그 혁명정신의 확장

에 기인한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주의 국가의 자의적 지배에 반대한

다는 의미에서 자유, 봉건적 신분제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평등, 그리고

사회통합의 이념으로 형제애라는 세 가지 이념을 제시했는데, 공포정치 이후

단두대와 등치된 ‘형제애’가 프랑스 인민을 동원할 수 있는 상징물로서의 가

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자 이러한 이념적 결손을 보충하는 새로운 상징적

자원으로 등장한 것이 ‘연대’였고, 이 원리가 프랑스 혁명 후 로마법적인 전

통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나폴레옹 법전에 수용되면서 근대 규범적 의미를 획

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06)

이와 같이 사회연대의 원리는 사회공동체에서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부상조

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규범적 근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

회국가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107)

(ⅱ) 사회보험에서 사회연대의 원리

사회보험은 국가가 개인들 간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제화한 제도라는 점

104)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105) 라이너 촐,「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연대의 역사적 기원, 변천 그리고 전망」, 최성환 옮김, 한

울, 2008, 31-32면 

106) 김종엽,「연대와 열광 - 에릴 뒤르켐의 현대성 비판 연구 -」, 창작과 비평사, 1998, 197-201면 

프랑스 혁명 이후 연대의 원리가 점차 사회․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1896년 이후 제3공화정의 

공식 철학으로 상승하였고, 프랑스 복지국가 출현의 이념적, 정치적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107)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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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험의 원리와 함께 사회연대의 원리가 사회보험의 중요한 형성원리가

된다.108)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비록 소득의 일정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건

강보험의 건강한 피보험자나 연금보험의 고소득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연금

보험에 가입한 다른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함께 부담한다는 사회

연대의식․위험공동체의식․상부상조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고, 이

러한 측면에서 사회연대의 원리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

한 사회윤리적 기초가 된다. 한편으로 사회연대의 원리가 무너질 경우 사회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사회국가원리의 실현도 한계에 직면한다.109)

(ⅲ) 사회연대의 원리의 기능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 즉 개별

적 위험율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료와 보험급여 간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실현가능성이 아닌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

료가 산정되고110), 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도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 기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보험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연대의 원리이다.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보험의 원리가

수정받게 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111) 국민연금법에

108) 김해원(註 98), 155면   

109)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연대의식의 요청은 사회국가원리의 사회윤리적 한계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

상광(註 30), 121-123면 참조 

110) 헌법재판소도 『사보험에서는 상업적·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

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는바, 이러한 성격은 특히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뚜렷하다. 

사보험에서는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 즉, 위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소득)

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즉,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

에 의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을 철저히 적

용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의 차등부과를 통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

정 등 

111) 소득재분배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는 헌법 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

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라고 규정하여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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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

에서 나타나고, 또한 급여산정에 있어서 가입자 개인 소득의 평균(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과 피보험자 전체의 평균소득(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112) 헌법재판소도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

은 자에 비하여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상

당연』하다고 한다.113)

사회보험의 동질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

인 사용자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이질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

역시 사회연대의 원리이다.

사회연대의 원리는 사회보험에의 의무가입을 정당화시킨다. 의무가입을 하

도록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과 함께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이 필요한 국민들만을 그 가입대상으로 한다면 주로 경제력이 열악

한 국민들만이 사회보험의 보험집단으로 편성되어 소득재분배집단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연대의 원리 하에 경제력이 있는 국민들이라고 하더

라도 사회보험의 보험집단으로 편성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회연대의 원리는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

를 지향한다는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 및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의 규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보험의 특징을 이루는 사회적 조정의 요소

들(소득 비례 보험료 부과, 급여산정에서 피보험자 전체의 평균소득도 고려)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즉, 소득재분배 자체를 목적으

로 하여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급여의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의 실질소득의 평균

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관련당사자의 기본권의 관점에서도 한계

를 일탈하게 되므로, 소득재분배가 자기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자세히는 전광석(註 80), 72면 참조; 

소득의 재분배는 원칙적으로 세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보험에 있어서 광범위한 소득

의 재분배는 인정될 수가 없으며, 사회보험료의 부과에서도 단지 사회보험의 취지에 상응하는 사회

보험자간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적인 차등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허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차등

을 합리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여야 한다. 홍완식(註 22), 160면  

112) 註) 85 참조

113)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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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114)

제3절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

Ⅰ. 연금보험료의 특징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은 사보험의 보험료 및 조세를 비롯한 다른 공과금

과의 비교를 통해 잘 나타나는바, 아래에서는 우선 이들과 구별되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보험 보험료와의 차이

사회보험에의 가입과 탈퇴는 계약자유의 원리에 맡겨지는데 반하여, 사회

보험에의 가입과 탈퇴는 법적으로 강제된다.115) 또한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

험료와 보험급여간에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어지는

데 반하여,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등가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지

지 않는다. 사회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보험료의 산정시 고려되는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보험위험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소득이 주로

114) 사회연대의 원칙은 재정조정 및 위험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독일의 의료

보험제도는 분권화된 조합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각 조합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조정 및 위험구조조정의 논의가 있었고,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었던 것도 

사회연대의 원리였다. 즉 사회보험사간의 경제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보험위험의 격차를 조정할 

필요성의 근거가 된 것이다. 홍완식(註 22), 81-87면 참조

115) 김용하, “사회보험제도 보험료 부과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제53권, 한국보험학

회, 1999, 140면 이하에 의하면,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에서 민영보험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료 부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요청하는 보험료 부

과의 公正性, 보험료의 적용․부과․징수의 전 과정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 가입자의 순응비용이 과다

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부과의 簡明性, 각 사회보험별로 상이한 부과기준을 표준화 하는 

등으로 사회보험 관리비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效率性을 들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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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다. 즉, 사회보험가입자의 소득이 주된 사회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여

기에 각 사회보험에 따른 보험료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되어진다. 이러한

체계는 부과대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사보험과 다른 특징이며,116)

조세 특히 소득세와 유사한 점이기도 하다.117) 이는 사회보험에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조정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118)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의료보

험의 형태를 사회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하면서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의료보험의 형태는 사회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사보험에

서는 보험가입의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험법적 관계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

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

가 부과됨으로써 사회보험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이로써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무가 인정되면서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법적 보

호관계가 성립하며, 피보험자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시 법에 규정된 급여청구

권을 가진다. 사보험에서는 상업적·경제적 관점이 보험재정운영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관점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보

험의 이러한 성격은 특히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뚜렷하게 표현된다. 보험

료의 산정에 있어서 사보험에서는 성별, 연령, 가입연령, 건강상태 등의 피보

험자 개인이 지니는 보험위험, 즉 위험발생의 정도나 개연성에 따라 보험료

116) 사보험에서 보험 목적물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보험계약자가 임

의로 그 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액 1단위당 가격개념이 된다.  

117)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등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경기조절기능을 수행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김완석,「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0, 31-32면 참조; 연금보험료에서도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공평이라는 이념의 실현에 기인하는 것인데(‘제3장 제4절 Ⅰ. 

서설’ 참조), 그 외에도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의 노령․질병․장애․실업․사망 등으로 인하여 통상소득을 급

격하게 상실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생활의 수준을 평상시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소득대체기능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18) 홍완식(註 22), 57-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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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즉 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보험수리

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회연대

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

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며, 이러한 목적은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

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119) 즉,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적 보험법률관계의 성립

과,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의 부과라는 점에서

사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조세와의 차이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

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120) 헌법재판소 역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

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121)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므로 납부의무자의

119)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120) 현행법상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임승순,「조세법」, 박영사, 2010, 4면

121)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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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사회보험료가 국가에 의하여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 같이 인식될 수

도 있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95조), 징수시 일정한 우선순위를 보

장하고 있어(법 제98조) 일응 조세와의 유사성도 인정된다.122) 이러한 관점에

서 조세의 가장 큰 특징이 그 강제성에 있다는 점과, 국민들이 납부하는 일

반 조세 역시 국방, 치안, 그리고 일반 행정 서비스와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

한 반대급부의 제공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라는 견

해123),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세라고 통칭하자는 견해124)도 있다. 또한 사회

보험료의 명칭을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혹은 pay-roll tax로 부르고

이를 조세부담률에 포함시켜 조세수입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다.125)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4조에 직접적으로 근

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에서도 그

기초를 두고 있어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와 제59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조항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는 조세와는 헌법적 근거가 다

르다. 산정방법에 있어서 사회보험료는 일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소득에 비례

적으로 부과되고 산정의 상한이 존재하는 반면에,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122) 서울고등법원 2010. 8. 31. 선고 2010누4195 판결은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

성의 효과 역시 국세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

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소멸시효를 원용하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해석되는바(대

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등 참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에 관한 국민연금공

단의 징수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소멸되고 법적안정성에 비추어 이에 기초한 

궈닐의 행사는 항상 부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권한 

및 그에 대응하는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역시 절대적으로 소멸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금보험료

를 납부받을 수 있음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그 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연금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하

고 있다. 

123) 김영용, “국민연금 강제가입”,「헌법재판소판례연구」, 자유기업원, 2003, 4면.

124) 최원,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대한 헌법적 고찰”,「사회보장연구」제25권 제3호, 한국사회보

장학회, 2009. 8., 137면 참조

125) 김태성,「사회복지정책입문」, 청록출판사, 2007,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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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인 소득세는 과세대상소득에 따라 누진적이거나 상한이 없는 차이가 있

다.126)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론상 조세는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

당하는 모든 국민이 납부의무자인데 반하여,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급여에의

혜택을 위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사용자 및 특별한 이해관계인

에게 부과된다. 조세는 조세납부에 상응하는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고 일반적

국가작용의 재원이 되는데 반하여,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로서 사회보험급여

가 원칙적으로 주어지며 사회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재정수단으로 부과된

다.127) 헌법재판소 역시 연금보험료가 조세와 다르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

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

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128)

결론적으로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는 그 헌법적 근거, 산정방법,

납부의무자의 범위, 직접적 반대급부의 존재 등의 측면에서 조세와는 분명히

구별되므로, 부과의 강제성에 중점을 두어 조세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비록

연금보험료가 조세에 속한다는 견해가 강조하는 사회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

명확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등의 법적인 요청은 타당하고 사회보험료의 부과

징수에서도 지켜져야 하겠지만, 조세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회

보험료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독자성이 사회보험료의 체계 전

126) 조세는 개인의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징수되고 경우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사

회보험료는 모든 피보험자가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적 위험에 비

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한다. 전광석, “사회보장재정에 대

한 재정헌법적 분석”,「강원법학」제11권, 강원대학교, 1998, 214면 참조

127)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차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달휴(註 97), 848면 이하 ; 홍완식(註 22), 

58-61면 참조

128)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2001. 4. 26. 선고 2000헌마390 결정, 2007. 4. 

26. 선고 2004헌바29 결정,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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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3. 기타 공과금과의 차이

사회보험료와 조세 외의 공과금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부담금, 특별부담

금 등이 있다. 사용료는 국가 등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한 재화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부과 징수되고, 수수료는 공무원의 행정적 서비스

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 징수되는 것이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헌법상 명

시적 근거 규정이 없지만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반대급부가 인정된다는 점에

서 이를 헌법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129) 강학상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

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하고, 이

를 분담금이라 부르기도 한다.130)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

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131)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하여 제40조,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등 관련 조항을 들고 있다.132)

129) 이장희‧손상식 등,「공과금 부과와 위헌심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101면 

130) 김남진‧김연태,「행정법Ⅱ」, 법문사, 2010, 532면; 박윤흔‧정형근,「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9, 514면; 홍정선,「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1, 573면; 헌법재판소도 『일반적으로 "부담금

"은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고, 공익사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상자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

131)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결정

132)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체계로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

과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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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금보험료는 다른 공과금과는 기본적으로 그 헌법적 근거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가입자 내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

져오는데 반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공공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행정서비스

를 받는 자에 대하여만 그 대가관계에 등가적으로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사

회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유사한 점이 있지

만, 부담금의 부과에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는다.133) 연금보험료

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되

는 점에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공익사업의

경비를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과도 그 성격을 달리 한다.

Ⅱ.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

1. 사회보험료의 성격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

공과금이다. 특정의 반대급부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이익

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

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47 결정『우리 헌법은 국가의 특별한 공익사업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권한을 입법자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헌법 제40조, 제

119조, 제120조, 제122조 등),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담금 부

과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부담금제도의 설정은 헌법이 

허용하는 기본권 제한의 범주에 포함된다』 

133) 홍완식(註 22), 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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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134) 즉, 사회보험

료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면서도, 급여혜택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부과되는

독자적 성격의 공과금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조세를 포함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를 의미하는 것

으로, 조세, 사용료 및 수수료, 부담금(분담금), 사회보험료, 특별부담금 등이

있다.135) 공과금은 모두 공통적으로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과제의 재정적 기

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세를 중심으로 공과금법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

다.136) 각 공과금은 그 헌법적 근거, 산정원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서로 구별될 수 있다.137)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의 법적

성격도 다른 공과금과의 구별되는 특유의 요소들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

헌법은 조세에 의한 국가 재정의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 외의 각종

공과금의 부담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헌법적 근거하에

허용된다.138)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34조에

134)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135)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8호에서 공과금을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세 등은 공과금에서 제외되는 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두 국세기본법상의 공과금 정

의에 포함되는 차이가 있다. 공과금의 일반적 정의에 관하여 박상희,「각종 부담금제도의 분석과 개

선방안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4, 46면 참조 

136) 김성수,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헌법실무연구」제4권, 헌법실무연구회, 2003, 312면

137)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과금을 조세, 사용료 및 수수료, 분담금의 3가지로 분류하거나,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추가하여 4가지로 분류하여 왔다. 독일 기본법은 제105조 이하에서 조세, 제70조 이하

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와 분담금, 그리고 제74조 제12호에서 사회보험료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

리고 각 공과금의 산정원리로서 조세에는 담세능력원칙이, 사용료 및 수수료와 분담금은 이른바 등

가성원칙과 비용부담원칙이, 그리고 사회보험료에는 사회보험법상 연대적 배분원칙이 각각 적용된다. 

김성수,「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13면; 정광현,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헌법

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2005, 295면 참조

138) 차진아,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공법연구」제33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5, 312면 

참조; 조세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8조는 조세의 납부를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고 제59

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적 조세부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바, 헌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이 일차적으로 조세에 의해 이루어질 것

을 예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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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한 국가의 분

배와 조정이라는 헌법의 적극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과도한 조세부과를 막

기 위하여 탄생한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는 그 방향성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139)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에서도 이러한 헌법의 적극적 요청이 반영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적극적 분배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

책에 무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연금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조세와 큰 차이

를 보인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갹

출한 가입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보험은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에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담

능력 즉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담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

본적인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

어 소득재분배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부담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험 내에서도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관계는 각 제도

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본다.

그리고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갹출하는 것이

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사용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국가의 적극적 사회정책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근거하여 국가의 비용분담

139) 다만 현대국가에서 조세의 기능이 정책 실현 기능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차이는 큰 의미를 부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현대에 있어서의 조세의 기능은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이라

는 고전적이고도 소극적인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

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그러한 상태를 형성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라고 판시하여 조세의 기능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

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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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당화된다. 사회보험료는 그 체계적 정당성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하며, 보완적으로 사용자에

게 부과하거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

익자에게 부과하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조정되어 사용자에게도 부과되

는 공과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2. 사회보험료 내에서 연금보험료의 차별적 성격

연금보험 외에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관하여 보면,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부담능력 즉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고,140) 보험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여 가입자의 질병에 따라 같은 수준의 급여가 이루어진다.141) 즉,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및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142)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가입자의 질병 등 일정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보험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가입자의 최소한의 의무인 보

험료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가입자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및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140) 건강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로 충당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각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가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을 곱하여 산정된다(동법 제69조 제4항, 제5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

법 제38조). 

141)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는 요양급여와 출산급여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이 있는데,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로서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요양급여의 내용은 ① 진찰․검사, ② 약제 또

는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이다(국

민건강보헙법 제41조).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는 보건복지부령의 형태로 제정된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142) 김영삼 외(註 24),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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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반대급부인 보험급여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른 사회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다른 사회보험과 동일하지만, 연금급여는 가입자

자신의 소득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즉, 소득에 따라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달리 납부하게 되고 그 소득에 기초

하여 연금급여의 일정부분이 산정됨으로써, 결국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다르게 지급받는 것이다. 물론 연금급여는 연금보험료와

완전한 등가 내지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고,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가입

자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

에 소득계층에 따라 비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라는 원

리를 구현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

회보험 내에서는 각 제도에 따라 보험료와 반대급부인 보험급여의 상관관계

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소득재분

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의 과다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하여, 연금보험에서는 보험료의 과다

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보험료와 급여가 다른 사회보험보다 강

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연금보험료의 독자적 성격

결론적으로, 연금보험료는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

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

비의 부담인 수익자부담금의 성격도 지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과

제를 위해 반대급부가 없으면서도 과업과의 관계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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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연금보험료는 적극적 분배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실현이라는 헌법의 요청을 구현하는 것으로, 반대급부

인 연금급여와 강하게 결속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공과금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과금 등과는 차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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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금보험료의 성립

제1절 서 설

연금보험료 채무는 특별한 행정행위의 효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법정채무이다. 연금보험료 채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국

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히 사

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국

민연금법 제8조, 제9조). 또한 가입자 자격 취득시기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며,143)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와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 연

체금 등도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성을 지니는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채무는 법에 의하여 가입자 자

격을 취득하게 된 때에 객관적으로 당연히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144)

대법원도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

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

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

143) 가입자 자격 취득시기는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 또는 사용자가 된 때, 

혹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제외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었던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게 된 때, 18

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그 

취지에 따라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국민연금법 제11조). 

144) 한편 조세채무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성립시기

를 정하는 실익은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출자자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세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115-119면 참조;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에 관하여 ‘성립’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법정채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시기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

다고 할 것이고, 조세와 같은 성립시기를 별도로 규정할 특별한 실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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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라고 밝힌바 있

다.145)

실체법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는 ‘납부의

무자’, ‘소득’,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들 수 있다.146) 이러한 요건이 갖

추어지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채무가 얼마라는 연금보험료가 특

정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실체법적 측면에서 연금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국민연금법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관하여는 기준소득월액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147)

14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제1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야 하는 점(제8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는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

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혹은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등으로 객

관적으로 정해지는 점(제11조 제1항),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

입되지 않는 점(제17조 제2항 본문),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

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제77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용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제105조 제1호)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연금보험료를 임의

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

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

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

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하였다. 

146) 조세채권채무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의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와 대비하여 

볼 수 있다. 이창희(註 144), 110면 참조 

147) 조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으로서 소득‧재산‧소비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떤 것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성요건적 논의가 있다. 이창희(註 144),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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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제2절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본구조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고, 보험료율은 9%로 법정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제4항).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원과 상한액 389만원의 범위148)에서 사업장가

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신고 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

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

조).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는 당해 종사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으

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에는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액을 근

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

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

시 혹은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초로 해당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구분 1988~1994 1995~2009 2010 2011 2012

하한액 7만원 22만원 23만원 23만원 23만원

상한액 200만원 360만원 368만원 375만원 375만원

148) 2012. 3. 14.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에 따른 것

이며, 적용기간은 2012. 7.부터 2013. 6.까지이다. 2009. 12. 30.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

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가상승룰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하한선의 조정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 (2007년 개정 이전은 표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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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가입기간 중에는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자격 취득 시의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

으로 결정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이란 사용자의 경우 농업소

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호).149)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제외된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 이에 해당하며, 다만 학자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 제12조 제3호).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

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

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 다만 가입자는 이를 높게 결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0

조).

제3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Ⅰ. 가입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149) 2010. 8. 1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으로 제3조 제2항 제6호의 부동산임

대소득 규정은 삭제되어 사용자와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가입자의 노령․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충하여 준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부동산임대소득 등 투자소득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소득이 아니어서 사회

적 위험 발생시 보충 또는 대체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부과는 체계

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원(註 124),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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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반씩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150) 지

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

담한다(동법 제88조 제4항). 농어민과 사업장가입자 중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서는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사회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납부의무자

와 피보험자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동질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부

과되는 異質負擔에 해당한다. 사용자에 대한 이질부담이 허용되는 헌법적 근

거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연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151) 이질

부담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납부의무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을 추정할만한 특

수한 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바로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연

대의 원리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의 정당성도 도출될 수 있다.152) 헌법재판소도 『사회보

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

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 사회연대의 원칙은 … 보험의 급여수혜

150) 1998. 12. 31.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 사용자, 

퇴직전환금에서 각 3%씩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퇴직금전환금에 의한 보험료 부담

분을 폐지하였다. 

151)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결정

152) 독일에서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갹출하는 근거를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찾고 있다. 사용자의 이러한 보호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의존관계 혹

은 공생관계(rechtliche Symbiose)에서 파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비스마르크 이래 사용자가 근로

자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여 온 사회보험의 전통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질부담이 허용된다고 한

다. 독일에서도 연금보험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다. 

홍완식(註 22), 79면 ; 전광석,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헌법판례연구」, 

법문사, 2000, 94면 ; 전광석(註 25), 169면 참조 ; 한편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

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되기는 하지만,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

하여 높은 인적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목적에 상응하지 않은 높은 사회보험료

의 부과는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홍완식(註 22),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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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소위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다.』라고 하여 사용자 보험료 납부의무의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153)

Ⅱ.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1. 판례의 입장

국민연금법은 ‘납부의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154)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연금법상의 법률관계는 공법

상의 특별채권채무관계인데,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란 실체법적으로 파악하

여 특별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를 의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일부 개정된 것)상 『갹출료155)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 가입자는 단순히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사용자라고 판시하였다.156) 즉, 국민연금법에 의

하여 형성되는 공법상의 특별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채무의 채무자는 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보수월액 등

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9조), 갹출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153)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154) 국민연금법 제88조의 2, 제89조, 제91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에서 ‘납부 의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55) 갹출료라는 용어는 국민연금법이 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연금보험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56) 서울고등법원 1993. 12. 9. 선고 93구18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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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사업장가

입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월의 보수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는 데 대하

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공단에 대하여 직접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

고 공단에 대한 갹출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한다.

2.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연금보험료는 그 개념상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보험의 급여수

혜자인 피보험자가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공법상의 채무이고, 급

여수혜자가 아닌 사용자도 보험료 중 일부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이질부담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부담금 및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합

계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공단이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며,157)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법

제88조 제2, 3항)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가 ‘부담’한

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실체법적인 ‘보험료 납부채무를 진다’는 의미라는 것은

분명한데,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를 실체법적인 보험료 납부채무

를 진다는 의미가 아닌 단지 사용자에 대하여 ‘원천공제의무를 진다’는 의미

로만 보는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힘들고, 위에서 본 연금보험료의 개념

에도 어긋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

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에 체납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근로자는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

157) 연금보험료 ‘부과’의 의미에 관하여는 ‘제4장 제2절 연금보험료 부과의 법적 성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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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더라도(법 제17조 제3항),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의 납부의무자는 당연히

가입자 본인이라고 할 것이다.158) 사업장가입자의 공단에의 신고의무와 사용

자가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공제제도를 규정한

것은 연금보험료 징수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징수

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에서의 원천징수제도와 같은 취지의 제도로 볼 것이므

로, 이를 근거로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159)

결론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의 납부의무자는 가입자 본

인이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각 가입자 본인이 될 것이다.

제4절 기준소득월액

158) 서울고등법원 1993. 12. 9. 선고 93구18329 판결에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

41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는 현행 국민연금법과 달리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

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이었다. 그 후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

정된 국민연금법은 제17조 제2항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

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

로 산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항에서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근로자는 자신의 기여금을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구 국민연금법의 규정에서 위 판례가 갹출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근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조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등).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원천공제를 조세의 원천징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이 원

천공제되었다면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징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그에 해당하

는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가입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국민연금법은 사업

장가입자의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률적

으로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판결이 기여금의 원천공제를 

조세의 원천징수와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갹출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 가입자는 

단순히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일응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조세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단지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수인설에 따른 견해와도 상통한다. 註) 282 참조 

159) 원천공제제도의 성격에 관하여는 ‘제4장 제3절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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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연금보험료를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소득이란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금액

으로 포착된 소득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의 재원인

연금재정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보험료를 각 가입자에게 얼마나 부담시키느냐

의 문제이다. 연금보험료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법정채무로서 강제성에 기반

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공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

금제도와 같은 공적연금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연령, 성, 직업 등을

불문하고 가입자 전체의 사고발생률에 대응한 평균보험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응능부담원칙을 따르

고 있다.160) 그렇다면 왜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이 공평한 것인가?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의 발전 역사에서 그 이

유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161) 공평이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세

계근대사에서 19세기 초 이래 약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따져 그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에게 퍼져 나가게 되었다. 즉, 소득이 높아 잘 사는 사람은 그

에 따라 세금을 더 내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법제 속에 뿌리박히게 된 것이

다. 한편으로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

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되고,162) 나아가 정말 가난한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

여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하여, 우리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160) 이인재 외(註 6), 158면 

161) 이창희 교수는 소득세의 역사는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 나쁘게 말하면 인민주의의 역사라고 한다. 

소득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창희(註 144), 249면 이하 참조

162) 헌법재판소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

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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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는 모두 인민

주의적 공평이라는 이념에서 나온 것으로 본질이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

이다.163)

이와 같은 소득에 비례한 연금보험료의 부과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보

험료 부담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소득의 파악 및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

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한 결정(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에 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고, 그 외 다수의 결정례에서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사법심사의 중요한 기

준으로 삼고있다. 소득 및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사회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그에 따라

법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소득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하여 그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소득의 범위와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

하여는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정의규정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과 구 국민

연금법상 표준소득월액의 정의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에서 이러한 소득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위임입법

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는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결정에서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연금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고,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있어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본

163) 이창희(註 144),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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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헌법재판소의 판례

구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정의 규정164) 등에 대한 위헌제

청사건165)과 구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표준소득월액의 정의 규정166)

에 대한 위헌소원사건167)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였다.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

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

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

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

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

164)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신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

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7. 23. 전문개정으로 위 조항은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

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라고 개정되어 소득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 하였다. 

165)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166)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는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

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7. 23. 국민연금법의 개정

으로 위 조항은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밥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다. 기존의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

으로 개정하면서 ‘기준소득월액’을 규정하게 되었다. 2007. 7. 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보

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안이유 참조 

167)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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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내용은 여전히 타당하고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을 위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

준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세행정법규

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조세

법규에서의 심사기준보다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즉,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일반적 심사기준인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

로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고,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이며, 연금보험료는 조세와는 다른 것이므로,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

고 법의 기능으로서의 소득재분배의 적절성을 유지하여 종국적으로 법이 지

향하는 분담성원칙을 실현하고, 소득신고를 기초로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가 이루어지는 체계에서 지역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적정성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소득형태나 발생양태의 특성상 기존의 세법에 의하여

파악되는 범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능한 한 세법상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

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소득형태나 발생주

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

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 국민연금법의 소득의 정의 규정은 규

율대상인 소득의 형태나 발생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

을 가지고 있어 위임에 있어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고, 그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하였다.168)

168)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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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국민연금법상 표준소득월액의 정의 규정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

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

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

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

해질 것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 국민이 표준소득월액

의 등급의 구분 및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체성, 명확성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였다.169)

2. 검토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심사기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여

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

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

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여,170)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을 위임입법에 관한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171)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판단은 수권법률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172)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

169)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170)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결정

171) 헌법재판소의 위임임법 위헌심사기준에 관하여 자세한 분석은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저스티스」제96호, 한국법학원, 2007.2. 65면 이하 참조 

172)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결정『위임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

한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것임을 요

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

터 예견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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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173)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은 구체성, 명확성

의 요구가 강화되고,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것일 때에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174) 또한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모

법의 위임규정을 보고 하위법으로 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175)

(2) 연금보험료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연금보험료는 그 부과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와 유사성이 있고 재

산권 등 기본권침해의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적 근

거와 산정원리에 있어 조세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연금보험료는 반대급

부인 연금급여를 전제하는 것으로 일방적 부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작용을 분류할 때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함 사회보험은 국

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수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76) 또한 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

는 것인데, 소득은 그 개념 자체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수입으로서 자산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며,177) 현실적으로도 자영자의 소득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소득형태나 발생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17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12 결정 등

174)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결정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

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175)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가15 결정 등 

176) 김동희,「행정법Ⅰ」, 박영사, 2011, 17면 

177) 역사적으로 소득의 개념에 관하여 所得源泉說은 소득을 재화생산의 계속적 원천으로부터의 수익으

로서 일정기간 내에 유입된 재화의 총량으로 정의하고, 純資産增加說은 소득을 일정기간 내에 있어

서 납세자의 순자산의 증가로 파악하며, 그 외에도 시장소득설, 소비형 소득개념 등이 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소득이라는 개념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임승순(註 120), 359-362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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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과 규율대상으로서의 특성에 비

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에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심사기준이 조세법규에

서의 심사기준보다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타당하고, 위

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법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은 연금제도의 이념적 근거인 사회국가원리, 연금제도의 목적,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이며,178) 그 내용에 따라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져 연금보

험료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설정의 근거조차 두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Ⅲ.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과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 헌법재판소의 판례

평등의 원칙은 연금보험료에 있어서는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

정통합을 규정한 것과 관련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사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보험법상의 보험료의 부과에 있어

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178) ‘제3장 제4절 Ⅳ. 2. 상한액 설정의 법적 근거’ 및 ‘제3장 제4절 Ⅴ. 3. 하한액 설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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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한을 받는다. 특히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

법상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의 요청은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

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즉 납부의무자의 균등부담의 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의 규범적 평등과 공과금의 징수를 통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일 입법자가 규범적으로만 국

민에게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

민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다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즉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를 부과

하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

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서 납부의무자간의 균

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179) 즉,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규범적으로 평등하게

규정될 것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에 있어서도 평등한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사회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

며, 이는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다

만 헌법재판소는 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원리와 관련하여 『그런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 헌법원리라 할 수 없고 사회보

험에 관한 입법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일

179)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12. 31. 법률 6093호로 

개정된 것)의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의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율에 

차이를 감안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100% 파악되므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하

여 소득을 추정하여 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였는바,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보험료 부

과체계를 이원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

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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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으로 관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

우에는 이 원리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

다.180) 사회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은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

되지만, 이는 절대적 헌법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2.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은 규범적으로 평등하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실

상의 결과에 있어서도 평등한 부담이 될 것을 요청한다. 즉, 동일한 소득의

가입자는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자신의 실제 소득

에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단일

화하여 소득비례 단일부과체계를 취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모두 동일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도

록 규범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에 있어서 필요경비 공제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근

로자에 비하여 자영자의 소득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소득파악율에 근

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득파악율에 차이가 있다면 비록 규범적으로 평등하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

다. 입법자가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절차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에 병행하여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모

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181)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추정소

18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휴직자에게도 휴

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사건 

181)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입법자에게 요청하는 판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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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정당화할 여지가 큰 것이다.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은 연금보험료 구성요건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에서 필요경비의 공제 문제와

추정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하여 검토한다.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은 그 외에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

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해당부분을 분석 검토하면서도 보험료부

담의 평등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살펴본다.

3.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하여 보면, 국민연금법 시

행령 제5조 제1항,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

로소득182)을 뺀 소득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즉, 근로제공의 대가

로 받는 각종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바로 기준소득월액

이 되고, 소득세 결정에서와 같은 추가적인 근로소득공제 등이 없다.183)

한편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중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의 사

용자나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얻기 위하여는 당연히 일정한

필요경비의 지출을 필요로 하고,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182) 비과세소득은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즉 비과세소득은 저축 또는 일정한 투자의 장려, 이

중과세의 회피, 담세력 없는 명목상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외,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농․어민의 부업의 

장려, 서민 또는 농민의 자산형성지원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 등과 같은 공익상의 목적의 위하여 

설정된 세제상의 우대조치인 것이다. 김완석(註 117), 233면

183) 소득세법상 소득세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으로 한정하여 소득세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각종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

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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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필요경비와 같이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곤란하고, 설사 개별적

인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확인에 엄청난 행정력이 소

요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실액공제를 하지 않고 당

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근

로소득공제라고 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세

법상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적 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184)

그런데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각종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바로 기준소득월액이

될 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있어서도 규범적으로 가입자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185)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보

험료를 갹출하는 자들의 공동체연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으로,

입법자에게 연금보험에 적합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결정할 입법형성권이 보장

된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 보험집단 내부의 동일한 지위

에 있는 보험가입자들 상호간에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결정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그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율에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186) 그런데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에도, 근로자에게는 필요경

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은, 소

184) 김완석(註 117), 376면 

185) 특정 사회집단이 사회보험료의 부과로 인하여 다른 사회집단에 비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경

우 또는 특정 집단만이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면제받는 경우에 그 부담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다른 집

단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며,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보험료가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기준이었던 것도 평등원칙이라고 한다. 홍완

식(註 22), 104면 

186) 註) 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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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범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임금근로자나 자영자 모두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일정한 필요경비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통된 것이다. 다만 임

금근로자의 경우 개별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는 점에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필요경비를

파악하는데 있어 현실적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근로

자의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연금보험료 균등부담의 원

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면, 근로자

의 소득에서도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87)

4. 추정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에 근거하

여 결정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그런데 이는 전년도 소득이 금년 또

는 내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근

거자료일 뿐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188) 그리

187) 최원(註 120), 144-145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의 구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이 있다고 한다. 그 외 종합소득

공제 중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데 그 입법취지

가 있는 것이므로 이 역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특별공제 

중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과

세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적 지출의 공제이므로, 이 역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188) 만일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경우로 연금

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되는 경우라도 납부 예외시까지의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연금법에는 납부 예외의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전년도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규정이 없다. 즉,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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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

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이 제시 혹은 통지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기초로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 결정한다(동법 시행령 제6조 제2

항). 또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신고 혹은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

고, 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공단이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결정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임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

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이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이러한 기준소

득월액의 결정은 추정소득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정의 규정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

건에서 신청인은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을 중위수 표준

소득월액으로 직권결정하거나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 여부나 개인사업자의

수입 또는 매출을 근거로 표준소득월액을 직권추정하여 추정소득, 신고권장

소득과 같은 법률에 근거 없는 연금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 재산권을 침해하

고,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189) 이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는 추정소득에 근거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

여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법의 기능으로서의 소득재분배의 적절성을 유지하여 종국적

으로 법이 지향하는 분담성원칙을 실현하고, … 지역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적

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소득형태나 발생양태의 특성상 기존의 세법에 의하

여 파악되는 범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능한 한 세법상 파악되지 않는 부

료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추정을 통하여 부과

되는 것이다. 최원(註 124), 146면 참조

189)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주된 판단대상

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였다. ‘제3장 제4절 Ⅱ.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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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

입자 사이의 형평과 분담성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득파악의 정

도가 다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소득 추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을 암시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파악에 있어 사업장가입자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험료부담의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

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여러 방법으로 추정한 소득에 근

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

입기간 중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모든 가입자

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 연금보험료가 반대급부인 연금급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도 추정소득에 근

거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190)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간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간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관성이 있을수록 사회보험 수요자, 즉 사업

체 및 자영자 등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을 적용

할 수 있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191),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도

19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

지만,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는 

구조로서, 결국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

우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되, 사업주가 매년 3월 15

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액을 반환하는 구조로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제16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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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Ⅳ.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결정

1. 서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제도

를 두고 있고, 그 상한액은 389만원이다.192)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제도는

상한액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에 비례

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제도의 법적 근거와 그 설정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

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설정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

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와 상한액 설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상한액 설정의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

도가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

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도 소득상한

선을 360만원을 최고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

으므로 고소득자들의 경우 위 소득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상 아

무런 보험료 부과 없이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필요한 최소한

도로 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것이며…』라고 하여 기본권제한의 방법 내

191) 김용하(註 115), 167-170면 참조

192) 2012. 7.부터 2013. 6.까지 기간 동안 적용되는 상한액이다. 註) 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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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93) 과잉금지

의 원칙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설정의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상 한계에서도 찾

을 수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초기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폐단과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방어하고, 내실있게 하

기 위한 국가운영원리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국가의 구성작용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책임의 원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생활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적 한계성 때문에 연금보험에 있어서도 소득의 일정한

한계까지만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194)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연금보험급여의 목적론

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 고소득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뛰어넘는 과다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을 일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통의

연금수급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고, 한정된 금전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곳에 사용할 일

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사회보험이 필요치 않은 고소득자

에게도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여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개인이 선호하는 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개인들의 행복추구권

193)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194) 이상광(註 30),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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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195)

민영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고소득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되어,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넘는 정도

의 연금수급권을 예정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다른 민영보험에 가입할 필

요를 못느끼게 됨으로써, 결국 다른 민영보험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196)

이상과 같은 법적 평가에 비추어 보면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

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적 한계와 생활안

정을 위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연금보험의 목적과 연금보험료

의 납부에 따른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에 비추어 그 법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3. 상한액 설정의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설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구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표준소득월액197)의 정의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제시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의견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전반적 체계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의 실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정

함에 있어서 그 상한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향후 수급받게 되는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막대한 금액이 되어 형평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를

훼손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선에서, 하한의 경우에

는 저소득자도 개략적으로 완전 노령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년의 가입기

간을 가입하였을 경우 향후 연금급여가 1인 기준의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급

195) 홍완식(註 22), 118-132면 참조

196) 홍완식(註 22), 139-142면 참조 

197) 註) 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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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설정”된다는 것이

다.198)

즉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소득자가 향후 높은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준다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을 넘어 연금수급으로 인한 고소

득을 실현시켜 줌으로써, 높은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급권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물론 연급급여

는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평균소득월액과 수급권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함께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수익비가 낮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가입자는 자신이 기여한 보험료보다 그 수익비가 높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효

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도 사실상 보통의 연금급여 수준

보다 월등하게 높은 연금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다른 연금수급권자들의 입장

에서는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보험료에 따른 연금

급여를 계산하였을 때, 가입자의 평균 연금급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연

금급여가 산정되지 않도록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와 연금보

험의 목적, 재산권, 행복추구권 및 기타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 책정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상한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 최고액보다

높은 소득을 받는 고소득자는 자신의 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최고액을 기준으

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저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199) 특히

198)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의견부분 참조

199) 이상윤,「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225면에 의하면,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우리나

라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 2011년 기준소득월액구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1년 최저생계비(1인 

기준)인 532,583원을 고려하였을 때, 기준소득월액 545,000원 미만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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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국민연금법은 동일한 보험료율의 방

식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는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이 덜한 역진적 결과를 초래한다.200)

4.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

(1)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한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설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판단한 것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

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재산권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201) 청구인들은 ‘연금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원래 받을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어 미달액 만큼은 대가 없는 강제적 징수이

므로 연금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성격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

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

인가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고려하

여 입법자가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으로서 연금보험료와 급여 사이에 비례관

계를 반드시 상정할 것은 아니고, …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에 비하여 자기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연

금급여를 받게 되어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비율상 16.4배의

2%를 차지하고, 하한액이 적용되는 235,000원 미만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0.28%이다. 반면 기

준소득월액 상한액인 3,750,000원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8%에 이른다.「2011

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24호)」, 국민연금공단, 2011, 92-92면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자

료 참조

200) ‘제3장 제5절 연금보험료율’ 참조

201)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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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면서 3.2배의 급여만 받는다)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수익비 1.31

로 1.0을 상회한다), 이는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

이의 소득재분배로 인하여 고소득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여 조세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202) 즉 최고등급 소득자도 연금보험료 대

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한다는 것을 연금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하

다거나 부담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의 경우도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결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가장 주요한 목적

은 노후보장인 것이며,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액 사이에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소득대체방식에 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가입자는 자신의 기여분이 자

신의 노후에 사용되어진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이러한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수급액이 적어도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03)

202)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세와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논거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정

을 반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등

203) 최원(註 124), 153면 이하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수익비 1 이상)는 논리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한계에 대한 기준으로 보고, 2007. 7. 23.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2007. 8. 1. 

기준 만27세가 되는 고소득 독신남이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33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대여명

인 만 76세까지 11년간 노령연금으로 기본연금액을 수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수익비가 약 0.9

로서 1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국민연금법의 보험료 부과 규정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고,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으므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즉, 급여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2007. 7. 23. 국민연금법 개

정은 고소득 독신 남성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므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에서 헌법적 한계는 그 한계와 가장 근접하여 있는 독신 남성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급여액이 같은 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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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재정에 대한 수익비 분석

연금재정의 분석에 있어서 기여과 급여구조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수단 중의 하나는 일생동안 납부한 보험료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

여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비분석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가 장기적으로 보험수리적인 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득재분

배로 인해 소득계층별로 수익비에 있어 차이는 있을지라도 평균적으로는 보

험료총액과 급여총액이 일치하는 1에 근접해야 한다.204) 국민연금의 수익비

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1을 넘는다면, 이는 결국 급여총액에 대한 보

험료 부담분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보험료 수준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국민

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205) 즉 사회보험의 특성상 소득재분배적 요소로 인해 특정계층(주로 저

소득층)에게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하더라도 수익비가 1 미만인 계층(주로 중

상소득계층)이 함께 공존하여 전체 평균 수익비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206)

보험료총액 대비 급여총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평균적으로 1에 근접하는 균

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연금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 즉, 보험단

체 전체로서 파악할 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지

급되는 보험금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급여․반대급여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연금급여 지출에 대한 재원을 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충당하는 경우 수

204) 권문일,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

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8, 117면; 이인재 외(註 6), 296면 참조

205) 권문일(註 204), 117면 

206) 권문일,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한국사회복지학」제41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5.,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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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등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세대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

담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207), 모든 소득계층에 대하여 수익비가 1을 넘는 보

험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과도한 보험료 부과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게 될 것이다. 적

립방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과거세대가 자신의 적립액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지급받은 경우에 연금재정의 고갈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현재

세대 및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208) 비록 국민연금기금에서 급여

지출재원으로서 기금의 운용수익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209)

연금급여액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운용수익의 창

출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보험료총액 대비 급여총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연금재정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

져올 수밖에 없다.

(3) 사회보험 원리에 의한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 조정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수익비가 1에 근접하도록 보험료와 급여가 산

정되어야 할 것인데, 한편으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특성상 사회적 조정에

따른 소득재분배 원리에 의하여 저소득가입자는 고소득가입자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수익비를 실현하고, 고소득가입자는 저소득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207)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고, 이는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208) 급여수준을 인하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경 고

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금고갈 이후 급여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필요보험료율이 

2065년경에는 23.9%, 2070년에는 24.3%로 예상되어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이 명백하다. 문

형표(註 18), 6면; 註) 19 참조

209) 2011. 12. 기준으로 기금조성의 누계액을 보면 연금보험료가 2,708,841억원, 운용수익이 

1,215,421억원, 기타 6,275억원으로 전체 기금조성액의 약 30%가 운용수익이고, 연금급여지급 등 

기금지출의 누계액은 총 704,598억원이며, 운용되는 기금은 3,930,538억원이다.「201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24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2, 323-329면 기금운용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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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익비를 실현하게 된다. 즉 사회보험료의 형성원리인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보험료를 주로 하여 조성되는 연금기금과 연금급여 사이에는 전체적

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지면서도, 급여에 있어서 헌법상 사회연대의 원

리에 의하여 요청되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소득재

분배 원리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수익비가 1에

근접하도록 하되, 저소득가입자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하고, 고소득가입자는 수

익비가 1에 못미치는 보험료-급여의 구조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다.210) 고소

득자의 수익비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211)

(4) 수익비와 연금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개념에는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

되고,212) 연금급여 청구권과 같이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

질이 강한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고 인정되고 있다.213) 그렇다면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전제하는 공과금으

210) 권문일(註 206), 63면에 의하면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 당시 국민연금급여수준이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70%에서 60% 수준으로 감액 조정되었는데, 당시 개정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보험료율 9%는 감액된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지균형보험료율 17~18%에 미치지 

못하여 여전히 최고소득계층 조차도 연금 수익이 보험료 가치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음을 지적하며, 

고소득계층이 지불한 보험료 중 일부가 저소득계층의 연금재원으로 이전되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한다. 

211) 만일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생이 보장된다면, 전체 조성되는 기금 대비 

급여지출의 수익비는 1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험료와 급여의 수익비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나, 현

실적으로 운용수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생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속

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수익이 시가기준으로 하였을 때 손실(4,191억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註 209), 기금운용현황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

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가입자의 참여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12)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213) 학설은 대체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권영성(註 29), 558면; 허영(註 33), 490면; 헌법재판소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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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는데, 연금급여를 재산권으로 보호함에 있어 연금보

험료에 상응한 연금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수급자

의 자기기여금과 관련한 등가물에 대하여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

는바, 자기기여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연금청구권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는 연금의 절대액의 보장이 아니

라, 연금보험이 가지는 원인관계를 존중하여 동일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피

보험자간의 보험료 납부를 통한 기여의 비율을 반대급여의 산정에 있어 유지

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214) 그리고 보험료와 급여 간의 엄격한 등가성이 지

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회급여수급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215) 연금청구권은 재산권

적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만,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

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를 인정한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것으로는 헌법재판소 2004.6.24. 선고 2002헌바15 결정 등, 군인연금 수급권의 재산

권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9 결정 등,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재산

권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00. 6. 9. 선고 99헌마289 결정)에서 구체적

으로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 인정을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

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

야 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라는 기준에 대하여는, 재산권 인정의 범위를 너무 좁힌 것이고[김영삼 외(註 24), 197

면],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전광석(註 5), 157면], 입법자의 입법형

성권을 제한시키는 소극적인 한계개념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김해원(註 98), 171면]는 비판이 있

다. 

214) 전광석, “재산권과 사회보장청구권”,「사회보장법학」, 한림대학교출판부, 1993, 132면

215) 이상광,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의 보장-독일․오스트리아의 판례를 중심으로-”,「판례월보」제

316호, 판례월보사, 36-37면 참조; 사회급여와 본인의 기여간에 등가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없는 원

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법상의 연금산정은 피보험자의 보수, 보험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가입하고 있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사회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여 주는 것

이 일반이기 때문이며,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인 데에도 기인하며, 사회보험에는 국고의 보

조가 있는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급여와 수급권자의 기여간에 엄격한 등가성을 요구하기는 어렵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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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으로 인한 사회적 기속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서,216) 재산권에 의한 절대적, 계량적인 보호가 아닌 상대적․비례적으로 보

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217)

5. 검토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적 한계,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

다는 연금보험의 목적,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따른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에 비추어 그 법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고소득자가 향후 받게

되는 연금급여가 다른 수급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

치게 높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자신의 소

득보다 낮은 수준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소득 대

비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 비하여 낮은 기여를 하게 되어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보험료의 형성원리인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연금도 연금보

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가 가입자 전체를 평균하였을 때 1에 근접하

도록 정해져야 하지만, 헌법상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득재

분배 원리에 의하여 저소득가입자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하고, 고소득가입자는

216) 입법자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의 급여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다. 전

광석,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헌법판례연구」, 법문사, 2000, 93-94면 

참조 

217) 전광석(註 38), 283면 법치국가원리를 경직되게 운용하여 기본권이 일단 성취된 개인의 법적 지위

의 현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입법적 탄력성

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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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가 1에 못미치는 구조가 예정된다. 따라서 수익비가 1을 상회하여야

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결정에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가 연금보험료가 조세와 성격이 다름을 밝히기 위한 논거로 들고 있는 최고

등급 소득자도 수익비가 1을 상회한다는 점은 연금기금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그 점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설정의 하나의 기준은 아닌 것이다.218)

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결정

1. 서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012. 7. 1.부터는 24만원이다.219)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이 24만원에 못미치더라도 24만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24만원의

9%인 21,6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5항). 이렇게 본다면 국민

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제도는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설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설정에 관하여 그 법적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제도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

하며, 최저생계비와 연금보험료 하한액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2.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18)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수익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의 보험료 부담(지원)이 늘

어난다면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급여의 수익비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기금 운

용수익의 안정적, 지속적 발생을 보장하기는 어렵고(註 211 참조), 조세로 조달되는 국가의 보험료 

부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1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변동내역은 註) 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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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표준소득월액의 정의 규정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20)에서, 청구인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는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을 최저생

계비 이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 없이 포괄위임을

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상의 원

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조세법규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조세법규에서의 심사기준보다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 않거나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타당하므로, 오직 최저생계비만을 표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정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강제가

입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에서는 일단 가입자격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

의 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을 규정함에 있어 기초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자에게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지 않거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로 인하여 기초생활이 곤란하게 될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연

금보험료 납부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표준소득월액을 이

같이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되거

220)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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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

고 하였다.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최저생계비만을 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보

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미 빈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수급권

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등은 국민

연금법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가입제외와

국민연급법에 의한 납부예외신청 역시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한 생활을 하

고 있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

판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221) 이와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입장을 긍정하면서 국민연금에의 가입은 가입자, 특히 저소득자에

게 이득이 되므로 오히려 저소득자에게도 가입 기회를 되도록 폭넓게 부여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소득월액의 최저액을 반드시 최저생

계비 이상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222)

3. 하한액 설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

민이 물질적인 궁핍과 재난에 봉착함이 없이 자율적인 생활설계에 의한 자조

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사회국

가실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물질적인 궁핍

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223) 그리

221) 서정희,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액 설정”,「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18면 이하  

222) 이상윤(註 199), 225-226면

223) 허영(註 33), 544-545면 참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범력에 의하여 사회보장에서의 급

여의 수준도 이에 맞추어 평가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보험에서 급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임금대체

급여로서의 성격도 유지해야 한다. 김영삼 외(註 24), 146-1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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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지침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최저생활보장을

사회보장의 원리로서 제시하고 있다.224)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과 사회보험

의 원리, 그리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국민연금법의 목적(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장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자에게도 최소한의 물

질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기도 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와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상

응하는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수준에서의 보험료 하한액의 설정

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장래 자신의 급여가 물질적 최저한의 생

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

다.225)

그런데 연금보험료의 하한액 설정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요청된다고 하더라

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연금보험료의 부과가 저소득자의 소득에

비추어 생계유지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 물질적 최저생활을 침해하여 결과적

으로 자율적인 생활설계에 의한 자조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현재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226) 헌

224) ‘제2장 제2절 Ⅲ. 2. 사회보험의 원리’ 참조

225) 구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표준소득월액의 정의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제시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의견에서 하한액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전반적 체계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의 실현방법 등

을 고려하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한의 경우에는 저소득자도 개략적으로 완전 

노령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년의 가입기간을 가입하였을 경우 향후 연금급여가 1인 기준의 최

저생계비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설정”된다는 것이

다. 즉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래 연금급여가 최소한 최저

생계비는 상회하도록 급여산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의견부분 참조

226)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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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에 위반될 수도 있다.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

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계층의 현재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헌

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경

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이는 경제적 능력, 즉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227) 그런데 연금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를 부담한 능력이 없는 소득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 제도를 요구하는 사회

국가원리에 반할 수도 있다.228)

결국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물질적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연금급여가 지

급되도록 그에 상응하여 정해져야 하면서도, 더불어 저소득자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게 되어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평등원칙 및 사회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도 요구되는 것이다.

4. 생계유지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의 위헌성

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

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직접

적으로 입법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

마33 결정;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등 

227)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제3장 제4절 Ⅲ. 2. 보험료부담의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참조 

228) 헌법재판소도 『본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면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 제도를 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에 반한 소지도 있을 것』임을 적시한바 있다. 헌법

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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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국민의 장래 생활 안정과 복지 증

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하여 장래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강제하는 것

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원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보험의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되는 것임에 틀림없

다. 한편으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 대다수를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

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자기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보험료납부능력이 없는 자를 사회보험에 포섭하

고, 이들에게 보험료납부의무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체계에

반한다.229) 즉, 사회보험에 포섭된 가입자는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정도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보험료의 부과가 저소득자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바, 국민연금제도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제도에 의하여 현재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그 방법 내지 수단에 있어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30) 즉, 국민

229) 전광석(註 80), 78면 참조 

230)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

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

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

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

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등 참조 ; 이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성의 원칙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이준일, 

“헌법상 비례성원칙”,「공법연구」제37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9, 27면; 김형성, “과잉금지의 원

칙과 적용상의 문제점”,「헌법실무연구」3권, 2002,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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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목적인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특히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하여도 반드시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이를 추구하여야 하는지(적합성의 원칙), 또는 다른 사회보장수

단을 선택하여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

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지(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장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재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 되어

결과적으로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큰 공익

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의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사회정책적 고려, 사회

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231) 따라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하여 이들도 사회

보험에 포섭하여 보호할 것인가, 또는 이들에 대하여는 사회보험이 아닌 공

공부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입법

231)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

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

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

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

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

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

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헌법재판

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97헌바42,97헌마354(병합) 결정 등;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1000 결정, 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결정; 그 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기준(1997. 5. 29. 선고 94헌마

33 결정),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1996. 10. 31. 선고 93헌바55 결정) 등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서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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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의 납부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정도의 소득계층에게도 사회보험의 목적 하에 모두 사회보험의

대상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

으로 저소득자의 현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결과 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 제도를 요구하는 사회국가원

리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한 이러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에 포섭하여 연금보험료

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의한 보

호 등 다른 사회보장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232) 그리고 생계유지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소득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

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어 장래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재의 빈곤을 초래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생활보장

의 원리에 의한 사회보험제도가 오히려 현재의 최저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균형성을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5. 최저생계비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범위

232) 연금보험료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도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완화된 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註) 2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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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최저생계비의 계

측 및 발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233), 최저생

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급여기준으로도 사용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능력 판결기준의 근거로 사

용되고, 빈곤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선정 등을 위한 기

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234)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방식

(Market Basket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에 의하면 최저생계비의 구

성 내용 중 비소비 항목으로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분담금이 포함

되어 있다.235)

2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

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은 계측조사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민간단

체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이

에 따라 통상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실계측은 1999년, 2005년, 2007년, 2010년 이루어졌으

며, 법 시행 초기에는 5년마다 한번씩 계측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4년 법개정으로 2005년도

부터는 매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34) 허선, “한국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점과 과제”,「한국사회정책」제15권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331면

비목 주요 구성 항목 금액(원) 비율

식료품비 식비, 가족외식비 564,330 37.7%

235)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일반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하는 생활실태조사를 거쳐, 가구균등화 지

수를 도출하고, 필수품 선정 및 품목별 가격과 사용량을 결정하는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절차

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도출한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구성 내용은 비목별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비소비 항목에는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mw.go.kr 중 최저생계비 안내 ; 허선(註 234), 337-338면 참조 

      2012년 표준가구(4인 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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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의 적용과 비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연금법상의 지역가입자에서 제

외된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

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 조건부수급자규정(동법 제9조 제5항)236)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야 하고,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일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서 연

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연금

주거비 전세보증금, 관리비, 이사비, 복비, 도배비 236,908 15.9%

광열수도 전기, 수도, 난방 110,389 7.4%

가구집기 가구 43,392 2.9%

피복신발 옷, 신발 61,694 4.1%

보건의료 안경, 병원비, 약값 66,560 4.5%

교육 교재비, 학습지 등 70,556 4.7%

교양오락 TV, 컴퓨터, 장난감 29,020 1.9%

교통통신 버스비, 택시비 152,606 10.2%

기타소비 이미용품, 장신구, 잡비 88,080 5.9%

비소비 조세, 사회보장분담금(연금, 건강보험 등) 72,015 4.8%

합계 1,495,550 100%

2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은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노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보장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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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

칙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237)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평등

원칙의 요청은 부담능력 즉,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되고,238) 소

득 기준 보험료 산정 원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거나 예

외를 설정할 수도 있다.239) 그런데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하여 국민

연금의 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다른 소득계층에 대하여

는 재산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에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

과하는 것으로, 보험료 부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가 되기 위한 또다른 요건인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을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라고 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만 합리적 근거 없이 가족으로부터 받

는 이전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시켜 사회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

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240) 더욱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 정도에 차이가 없다면, 소득에 비례한 부과체계를 취하고 있는 국

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상호간에 소득이 아닌 재산이

나 부양의무의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부과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이

237) 서정희(註 221), 22면 이하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38)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제3장 제4절 Ⅲ.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참조 

239)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결정 

240) 부양의무자에 대한 고려와 관련하여 이 외에도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가

중시키고, 특별한 근거 없이 부양의무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결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서정희(註 

221), 23-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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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두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

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즉,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동법 제

91조 제1항). 그러나 소득의 상실이 아닌 소득의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

험료 납부예외의 사유가 아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가 소득의 부족으

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241)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는 소득 상실의 경우가 아닌 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

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못미치더라도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공공부조 급여는 받지 못

하면서 자신의 소득보다도 높을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맞추어진 연

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242)

6. 국민연금 납부실태와 사각지대

납부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법적인 가입대상자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자는 510만 명으로서 전체 가입자의 26.5%(지역가입자의

58.7%)에 이르고, 이들의 85.2%는 실직․휴직, 사업 중단 등의 경제적 문제에

서 기인한다.243) 도시지역 거주자에게로 지역가입자가 확대되어 전국민연금

241) 서정희(註 221), 27면

242) 현재 국민연금법상 하한액 제도는 하한액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저소득자의 보험료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한액 제도가 저소

득층에게 소득재분배로서 기능할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광석(註 80), 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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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시작된 1999년 이후로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개선되지 않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지역가입자 중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주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들만 지역가입자로 남게

되거나, 신규 가입하더라도 여성 취업,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납부예외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44)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

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0년 8월 임금근로자 전체의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율은 71.7%인데, 그 중 시간임금이 중위값의

2/3 미만인 경우의 저임금 근로자는 공적 연금 가입율이 37.7%에 불과하

다.245)

이러한 실태를 분석해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요건을 갖

추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규모 (단위: 천 명) 비중 (%)
사업장가입자 10,415 54,2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3,575 18.6
납부예외자  5,100 26.5 [100.0]

실직‧휴직  3,927     [77.0]
사업 중단   420    [8.2]
기초생활 곤란   263    [5.2]
재학   321    [6.3]
기타   168    [3.3]

임의가입자    90 0.5
임의계속가입자    49 0.3
전체 19,229 100.0

24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가입과 급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적용․가입의 측면에서는 

①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

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미만인 자 등의 법적인 적용 제외자, ② 납부예외

자‧장기체납자 등 가입대상자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며, 급여 측면에서는 ③ 가

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계층, ④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으나 연금액이 적어 노

후 빈곤에 노출될 계층, ⑤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배제된 현 세대 노인층이다. 이병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66면 

참조; 2010. 12. 31.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

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1, 납부예외자현황  

244) 강성호,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재정학연

구」제4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11, 95면 

245)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0. 8 ; 이병희(註 243), 7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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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장래에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양의

무자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계층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금보

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의 실효

성이 없게 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7. 검토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이므로 연금급

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246)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물질적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연금급여가 지

급되도록 그에 상응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금급여의 월별 지급

액은 원칙적으로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넘지 못한다.247)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물질적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연금급여 요청과 연금급

여액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제한을 동시에 고려하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물질적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 이상으로 설정될 것이 요

청되고, 이것이 하한액 설정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생계유지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하여

공공부조 등 다른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246) 가입자의 기여가 없는 무갹출보험이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에 도입되는 것은 보험의 원리의 본

질적 내용과 충돌하여 법체계적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제2장 제2절 Ⅲ. 3. 사회보험료의 형성원

리’ 참조  

247)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53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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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 평등원칙, 사회국가원리 등에 현저히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

시키는 것이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248)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한 노령 등 위험에 대한 보호는

공공부조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

이 필요한 것이다.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가입자 제외 규정과 소득 상실 등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

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

권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최저생계비가 연금보험료 부담능력을 평가

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요건에 따라 달리 취득하는 것은 보

험료부과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물질적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최저

생계비는 그 계측방법에서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까지 포함하

여 결정되므로,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자라고 하더라

도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부과가 생계를 위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

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응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며, 국민연금법

에서도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를 가입

248)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결정 註 223 참조



- 104 -

자에서 제외하여 최저생계비가 사회보험료 부담능력의 암묵적 기준으로 작용

함을 부인할 수 없고,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준소득월액(표준소득월

액)의 하한액이 최저생계비에 상당히 근접하여 설정되었던 연혁적 사실249)을

고려한다면, 물질적 최저생계의 보장 수준과 보험료 부담능력을 결정함에 있

어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최저생계비와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은 서로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연금법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제도 및 저소

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자를 형평성

있게 포괄하여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생계

유지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를 고려함이 없이 모두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의 가입 및 납부 실태를 보더라도,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의 비율이 높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가

입율이 낮아, 법적 가입대상으로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이상을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사이

의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의 측면에서도 최저생계비라는 일률적 기준이 적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최저생계비와 연동되도록

설정하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면

제하고 공공부조 등의 별개의 사회보장수단에 의한 보호를 하거나, 사회보험

제도 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연금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250) 이러한 측면에서 2012. 7. 1. 시행된 국민연금법이 사업장

249)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1995. 4. 1.부터 22만원이었는데, 당시 노동부 산

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수준산정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결정한 1995. 9.~1996. 8. 적

용 생계비는 288,150원이었다. 정인수, 최저생계비 연구 개선내용 및 과제, 노동경제논집, 제19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6.12., 참조 ; 현 국민연금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4만원

으로 1995년에 비하여 9% 상승하였음에 반하여, 2012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53,354원으로 

1995년에 비하여 92% 상승하였다. 註)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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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

득계층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251)

다만, 보험료부담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본래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을 어느 정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섭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최근 대

륙유럽형의 복지국가에서는 보험료 산정방식의 변화와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

을 통해 사회보험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재정이 조달되는 사회보

호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252)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노동시장

이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가진 1차 시장과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보이는 2차 시장을 나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사

회보험 제도 자체가 일부 노동자를 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조세기반의 보

조금제도나 사회부조제도의 규모가 작아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크게

250) 독일의 사회보장법은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칙적으로 가입자인 근로

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되, 월 40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불완전취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

금의 15%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박귀천(註 62), 146면; 전광석(註 25), 169면 참조

251) 2011. 12. 31.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3은 제1항에서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입법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

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2. 7. 1.부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원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동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73조의 3). 2012. 7. 1.부터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

담금과 기여금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담금

과 기여금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2012. 6. 29. 고시 제2012-72호 「소규모사

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정」

252) 독일, 프랑스 등 대륙유럽국가의 이중구조의 제도화에 대하여는 장지연,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이

중노동시장의 제도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2, 12면 이하 참조; 고

용단절 이전의 생활수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급여를 보장하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을 통

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해 온 대륙유럽국가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일제 고용과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양대 축으로 하는 사회모델을 발전시켜 왔는데, 1980년대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의 증가를 허용해 오면서 이들을 사회보험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금 제

도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체계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하고,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의 구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내재화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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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면서, 사회보험의 보호와 그 사각지대로 이중화되고 있다고 분석된

다.253) 사회보험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 기여에 근거하여

권리로서 보호되는 급여와 사회보험운영의 자치라는 사회보험의 장점들을 고

려한다면, 가능한 사회보험이 모든 근로자 및 국민을 포괄하여 운영되고, 통

합적이고 일관된 원리를 가지고 소득보장체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보험료납부능력과 재정조달의 문제, 기여에 기초한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법체계적 정당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물

질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의 설정,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사회보험에의 포섭범위, 사회

보험에 포섭된 저소득계층을 위한 보험료지원정책 기타 정책적 보완 등의 구

체적 내용과 기준은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앞서 살펴본 현행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설정의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율은 9%이다(법 제88조 제3항, 제4항).254) 즉 가입자

의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253) 장지연(註 252), 18-22면 

구 분 1988~1992 1993~1997 1998~1999. 3. 1999. 4.이후

사업장가입자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지역가입자 3.0 6.0 9.0 9.0

임의가입자 - 6.0 9.0 9.0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254)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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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앞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

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적 기준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높은 보험

료율에 따라 부과된 사회보험료가 납부의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그의 재산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가 되는 될 정도로 사회보

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사용자에게 과다한 인적 비용을 발생시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생계유지를 위협하는 정도의 사회보험료 부과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명백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

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255)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보자

면,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의 구조에서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은

불가피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기금의 적립을 위하여는 보험료율이 인

상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256)

현행 연금보험료율 방식은 공제가 없고 소득에 관계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

을 부과한다.257) 그런데 동일한 보험료율의 방식은 대개는 저임금근로자와

255) 입법형성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1000 

결정, 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결정 등 註) 206 참조

256) 이에 관하여는 註) 19 참조 ;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 민주주의원리와의 긴강관계에 

따른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우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여율에 비해서 급여가 높은 수준으로 예

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수입의 증가와 지출의 감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여야 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수준을 낮추

고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는데, 지출을 줄이는 조치는 2차례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조치는 취해지지 못하고 있

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통한 불이익은 당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정치적 

역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헌법적 이념에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갖도록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에 정치적 장애가 있는 것이다. 전광석(註 38), 

283면

257) 반면 근로소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으며, 최저 소득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

고, 2009년 전체 근로소득자 1,429만 명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575만 명(40.2%)에 

이른다. 이병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월간 노동리뷰」2011년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7면 참조; 조세에 있어서 담세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세금에 어떤 차등이 있어

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비례세와 누진세에 있어서 수직적 공평(실질적 평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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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상대적 부담이 큰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258)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동일한 보험료율 제도는 고소득층

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사정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일

뿐, 동일한 보험료율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반면 누진적인 과

세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에서는 납세자인 고소득층으로부터 대

상자인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직접 이전되어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259)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급부가 전제되지 않는 조세와는 달리 연

금보험료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속되어 있

다는 점에서, 동일한 보험료율 방식의 연금보험료율 자체가 가지는 저소득계

층의 상대적 높은 보험료 부담의 효과가 연금급여 산정에 있어서의 소득재분

배 기능으로 인하여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에

서 동일한 비율에 의한 보험료 부과가 조세에서와 같은 정도로 수직적 공평

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 문제가 있다. 이창희 교수는 수직적 공평에 관한 입법재량에는 양끝의 한계가 있고, 법률이 이 한

계를 넘는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하나는 어떤 세금이 또는 모두 묶어 보았을 

때 세제 전체가 소득격차를 오히려 벌린다면 이는 위헌이고, 반대쪽의 한계로 입법부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말살할 정도의 누진적 세제를 입법할 수 없고, 이 한계를 넘는 누진세제도는 위헌이

라고 한다. 이창희(註 144), 55면 참조;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서 50%의 단일세율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해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258) 이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적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

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공식고용

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병희(註 257), 16-20면 

참조 

259) 사회보험에 의한 수직적 재분배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담분을 늘려서 사회보험재정에서 

조세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인재 외(註 6),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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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

제1절 개설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

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소득을 월액으로 하여 공단

이 결정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

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60)

연금보험료가 결정되어 납부되는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의 규정

을 보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의 소득

신고(법 제21조),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법 제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7 내지 10조),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법 제88조), 건강보

험공단의 납입고지에 따른 징수절차(법 제88조의 2)의 단계로 진행된다.

사용자 및 가입자의 소득 신고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돕

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띤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31조).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

득월액 결정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

고(법 제108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110

조), 기준소득월액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261)

260)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88 결정,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등 

261) 다만 연금급여 산정을 위하여 계산하는 표준소득월액평균액은 각종급여 산정을 위하여 매년 사업

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한 것에 기초하여 공단이 산정‧통지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므

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2002. 11. 14. 

선고 2002구합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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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부과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연금보험료 채무의 내용을 특

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부과’라는 용어는

2009. 5. 21.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하도록 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위 개정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처분’이라고 표현한바 있고, 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연금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부과라는 용어와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연금보험료의 부과의 의미와 그 법적 성

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지는 연금보험료 채권의 효력과 관

계된다.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채권의 자력집행권을 인정하여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절차를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5조). 또한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

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7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다(법 제98조). 효력에 있어서 공과금으로서의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의 징수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원천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90조), 서울고등

법원의 판결 중 원천공제제도를 조세의 원천징수제도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이 있다. 원천공제제도의 성격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채무의 소멸원인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납부에 의한 소멸

이다. 그 외에 국민연금법은 징수권의 소멸사유로서 가입자의 사망, 노령연금

수령,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99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조세채

권은 권리실행의 단계에 따라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고 제척기간과 소멸

시효를 각각 두고 있다.262) 그러나 연금보험료에 있어서는 부과의 개념과 그

26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도는 연혁적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여 납세자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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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에서와 같이 연금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조세에서는 과세관청이 미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파악하지 못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이 있기도 전에 소멸시

효가 완성됨으로써 악의적인 조세포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만, 연금보험료에서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산입

되지 않고,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의 결속관계라는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

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세에서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는 원고가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위 취업일부터 객

관적으로 발생되고, 다음달 10일과 같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라 피고(국민연금공단)는 구법 제78조에서 규정한 납기전 징수

사유가 없는 한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그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고 판시하였다.263)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

게 된 때에 객관적으로 당연히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그 소멸시

효는 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이하에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연금보험료 부과의 성격과 원천공제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본다.

된 후에 과세사실을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세부과권은 시효소멸하지 

아니하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되게 된 것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역사적 이유와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창희(註 144), 137면 이하 참조 

263) 서울고등법원 2010. 8. 31. 선고 2010누4195 판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조세와 동

일하게 보고 있다.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역시 국세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소멸시효를 원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등 참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

여 절대적으로 소멸되고 법적안정성에 비추어 이에 기초한 권리의 행사는 항상 부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권한 및 그에 대응하는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역시 절대적으로 소멸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있음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그 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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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금보험료의 부과의 법적 성질

Ⅰ. 문제의 소재

조세 등 공과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에 부과의 의미는 반드시 행정청이 부

과처분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미로도 쓰인

다.264)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관계에 터잡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확한 크기를 찾

아내는 것으로 강학상 행정법상의 확인행위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확정으로

서의 관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다.265)

여기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

다. ‘부과’가 부과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지느냐 여부에 따라 연금보험료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부과’라는 별도의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한다면, 보험료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기준소득월액 결정처분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절차

등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절차

가 존재하고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연금보험료부과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66)

264) 이창희(註 144), 제116면 참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3945 판결 『증여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

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

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

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65) 임승순(註 120), 166-167면 참조 

266) 물론 이 경우에도 기준소득월액 결정처분과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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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 소

득의 정의규정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

단이사장은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주장하며, “국민연금에 있어서 가입자격

(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이 확인되고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통지되면(법 제21조) 연금보험료는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표준소

득월액의 9%로 법률상 자동확정되고 이와 같이 자동확정된 월별 연금보험료

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과절차가 필요

없고, 공단의 월별 보험료 고지행위는 이와 같이 확정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단순히 징수절차상의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하는 징수

처분에 불과할 뿐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단의 보험료 납입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이 보험료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스스로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소득월액 변경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공단의 표준소득변경거부처분에 대

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보험료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툴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67) 즉,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말할 때의 부과란 일반적으로 가입자에

게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일 뿐,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로서 부

과처분은 아니라는 견해인 것이다.

Ⅱ. 판례의 입장

법원은 다수의 항고소송 판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는 말을 사용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역가

267) 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의 

의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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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납부방식으로 납부하여 오던 중

자동이체계약을 해지하자, 공단이 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그 적법여부를 판단한

사례,268)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서

를 반려한 후, 종전과 같은 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경우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그 적법여부를 판단

한 사례,269) 공단이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지 않고

해당 월 연금보험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고지한 경우 이를 “이 사건 처

분”이라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그 적법여부를 판단한 사례270)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공단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실제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 표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 해당등급의 연금보험료 차액을 부과

고지한 경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이 있

는데271), 이 사건에서 법원은 표준소득월액 변경결정과 연금보험료 차액 부

과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소득’의 정의규정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서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직접적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리된 학설이나 판례가

보이지 않는바, 국민연금보험료는 납입시기가 법정되어 있고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상의 요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점에서 당해 사건에서의 연금보험

268) 서울행정법원 2007. 9. 6. 선고 2003구합37966 판결, 법원은 공단이 소득변경신고에 대한 통지 

등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69) 서울행정법원 2006. 12. 13. 선고 2004구합6945 판결

270) 서울행정법원 2004. 6. 1. 선고 2004구합596 판결, 원고(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에 비

례하여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금보험료 산정내용을 다투었고, 법원은 가입자

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각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

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7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구합31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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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납입고지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 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수긍할만한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청법원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적시하였고, 제

청이유에서 …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의 문제점을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 제청법원의 제

청취지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272)

Ⅲ. 검토

먼저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

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단은 …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

데, 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면서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공단은 …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273) 적어도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부과’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산정방식을 보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법정 보험료율

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이 있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 조세와 비교하면, 연금보험료 채무가 특

272) 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결정

273)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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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

정짓는 신고납세방식과는 다르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의 방식과 일면

유사한 점이 있지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법정 연금보

험료율에 따라 연금보험료 채무가 자동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

하지는 않다.274)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부과처분은 조세채무의 확정의 의미도 가지

고, 확정시기는 부과처분을 하는 때이다. 조세의 확정에 따른 효과는 조세채

무자 아닌 제3자와 조세채권자인 국가 사이의 우선권을 정함에 있어 조세채

권은 그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

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국

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에 관하여 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납

부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법정되어 있으며(법 제89조 제1항), 연금보험료

를 징수하는 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

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등기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법 제98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연금보험료의

우선권을 정하는 기준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연금보험료의 확정시기

를 정할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 연금보험료의 ‘부과’를 부과과세에서 조세의

확정의 의미를 지니는 부과처분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연금보험료 ‘부과’의 의미를 찾는다면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연금보험료 금액을 특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금액의 특정이라는 의미의 ‘부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할 수는 없고, 기준소득월액에 법정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구

체적 연금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연금보험료의 부과가 존재한다고

274) 조세채무 확정의 방식으로서 신고납세, 부과과세 등에 대하여 자세히는 이창희(註 144), 129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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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확인적 의미의 부과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

여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권리 구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가? 연

금보험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하여 다

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부의무자의 권리 구제가 된다면 연금보험료의 부

과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연금보험료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기준소

득월액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1달분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

며 연금보험료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 이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자체를 다투

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275) 따

라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과는 별개의 연금보험료 금액의 특정이라는 의미의

연금보험료 부과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을 다투

는 것만으로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권리 구제가 모두 확보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이른바 확인적 부과처분으로서의 연금보험료 부과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권익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행정의 효

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법 제88조의 2), 연금보험

료 부과의 처분성을 인정한다면, 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의 성격도 단순히 징

수처분의 성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과처분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다.276)

275) 서울행정법원 2004. 6. 1. 선고 2004구합596 판결의 사례에 해당한다. 註) 270 참조

276) 서울행정법원 2007. 9. 6. 선고 2003구합37966 판결은 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신

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질만 띠고, 부과과세 방식의 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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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Ⅰ. 원천공제의 성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여 원천공제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90

조).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일

부 개정된 것)상 원천공제제도에 관하여 『기여금의 “원천공제”와 갑종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는바,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당함으로써 납세의무

를 이행한 것이 되나 국민연금법상 갹출료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고 가입자

는 단순히 원천공제를 당할 의무를 지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공단으로부터 갹출료 중 일부인 기여금을 근로자의 매월의 보수에

서 공제하여 징수할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갹출료 중 일

부인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것만으로는 갹출료가 납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였다.277) 즉, 국민연금법상 원천공제제도를 조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다

른 것으로 보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이 임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Ⅱ. 조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의 비교

서는 부과처분의 성질을 띠지만 납세고지 없이 바로 독촉장을 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징수절차라는 

성격도 띤다. 이창희(註 144), 131면 참조 

277) 서울고등법원 1993. 12. 9. 선고 93구18329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국민연금법이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7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이 존재하기 전의 구 국민연금법상

의 판단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註) 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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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원천징수란 원래의 납세의무자(원천납세의무자)와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을 내신 걷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계산으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278) 원천징수제

도를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로 보아 비용이 가

장 덜 드는 방향으로 소득의 원천이나 중심에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279)

원천징수에서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라는 3면에 걸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280)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공법상 의무로서 세액

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소득세법 제127조, 128조), 세액을 원천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세액상당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

158조).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는 일단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를 면한다.28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

의무자 사이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상권 행사와 관련

된 사법상의 채무관계만 존재한다.282)

278) 이창희(註 144), 189면 

279) 이창희(註 144), 191면 참조; 원천징수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로는 ①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

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하고, ②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

의 조기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

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의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고, ④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며, ⑤ 소득의 발생과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납부 사이의 시차를 단축함으로

써 경기의 자동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임승순(註 120), 482면 

280)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창희(註 144), 192면 이하; 임승순(註 120), 482면 이

하; 소순무,「조세소송」, (주)영화조세통람, 2012, 488면 이하 참조

281) 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등

282)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종래 일본에서는 ① 수급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고 원천

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단지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수인설(受忍說)과 ② 수급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게 된다는 납세의무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납세의무설을 취하였다. 소순무(註 280), 489-490면 참조; 우리 대법원도 원천징

수의무는 원천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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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원천공제제도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사업장가

입자의 소득의 원천에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조세의 원천징수제도나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있어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원천공제

의무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

하여 내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고(법 제90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법 제17조

제2항 후단)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2분의 1)에 대하여는 연

금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온다. 다만, 국민연금법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된 체

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직접 기여금을 낼 수 있다(법 제17조 제3항).283) 즉, 근로자에게 사

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조세의 원천징수제도에서와 달리 연금

보험료가 납부된 것과 같은 효력이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Ⅲ. 검토

『 원천징수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

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

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28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규정은 국민연금법이 1998. 12. 31. 법률 제

562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위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위의 경우 일률적으로 그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 서울고등법원 1993. 12. 9. 선고 93구18329 

판결은 개정 전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국민연급 납부의무자의 문제에 대하여

는 '제3장 제3절 Ⅱ.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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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가 동

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과금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득의 원천에서 징

수 또는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

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일단 원천징수의

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세액을 국가에 납

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를 면하는데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

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 효력이 없고,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조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이 임금에서

공제되었음에도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연

금보험료 납부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연금보험료의 독자적 공과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속된 공과금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는 반대급부인 연금급여를 보

장하는 것이며,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의 재원인 연금기금의 주된 구성요소

이다. 그런데 기여금이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하여 연금기금으

로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 원천징수제도에서와 같이 납부의 효력을 인정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연금급

여를 지급하는 것이 되고, 이는 사실상 기여가 없는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체계에 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속된 공과금으로서의 연금보험료

의 법적 성격을 일관되게 관철한다면, 기여금이 임금에서 공제되었는지와 상

관없이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납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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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입기간에서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대한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적어도 사용자에 의한

연금보험료 미납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몰라도,

자신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근로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기간을 모

두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둔 원천공제제도

가 오히려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금급여수급권을

제한하게 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284) 이

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급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

으로 산입하되, 근로자에 대한 체납 통지 이후에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법원판례285)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에서 2/3이상의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라

고 하여,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

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효력을 부정하고 납부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286)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속된 독자적

284)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의 미납사실을 알게 되어 연금보험료의 소멸

시효가 완성한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절대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추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방법조차 없게 되므로, 징수의 효율을 위하여 도입한 원천공제제도가 실제 공제된 연금보험료를 징

수하지 못한 채 근로자의 피해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28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026 판결

286) 국민연금법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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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원천공제되었으나 기여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 가입기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다만,

가입기간 산입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의 일관성을 도모한다면 앞서와 같이 근

로자에 대한 체납 통지 이전의 기간도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지급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에 산입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제도를 조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의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고, 원천공제제도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천공제의무자가 되고

근로자는 원천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다만 원천납부의무자가 원천공제의

무자로부터 원천공제를 당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

속된 공과금이라는 연금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의 원천징수제도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의 하나로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를 규정하고, 여기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에는 제17조 제

3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여금을 

낸 기간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에 포함시키면서도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기간은 언급하고 있

지 않으므로, 문리적 해석에 따른다면 위 대법원의 판단에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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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연금보험료는 노령 장애 사망의 사회적 위험

발생시에 연금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가입자 또

는 사용자 등이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정의되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가입

자의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정책의 형성에 있어서는 광

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연금보험료 역시 보험수리적 분석에 기

초한 거시적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연금보험제도가

가지는 법적 가치와 원리에 기초한 법적인 틀을 지키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연금보험료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금보험료의 법적 근거와 형성원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가지는 독자적인 법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여 법적

평가의 기준을 밝히고 연금보험료의 체계를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우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4조,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분배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실현을 요구

하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료 역시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근

거하여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강하게 결속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공과금으로서 다른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강하게 결속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

는 연금보험료의 성격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의 실체법적 성립요건이라 할

수 있는 납부의무자,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 항상 연금급

여와의 관계가 고려되어 그 법적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보

험료의 부과․징수 체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도 이러한 연금보험료의 독

자적 성격을 유념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납부의무자와 관련하여, 연금급여의 수혜자인 가입자 자신을 납부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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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부담분을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

부하므로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가입자인 근로자 자신이 아닌 사용자라

는 판례는 연금보험료의 개념과 성격, 기여금 원천공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 자신이 실체법상 납

부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연금법상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규정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서 문제가

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가 반대급부인 연금급여

를 전제하는 것으로 일방적 부담의 성격을 지니는 조세와 다르고, 사회보험

이 수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세법규에서의 심사기준보다는 완화된 심

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전제로 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에 가입자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고려되는 것이지만, 사회연대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사회보험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소득에 따른 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된

다. 연금보험료가 규범적으로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함은 물론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추정소득에 근거한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연금보험료가 반대급부인 연금급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설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설정은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적 한계, 연금보험의

목적, 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

정되고, 장래 현실적 급여의 형평성, 보험료부담의 평등 원칙 등이 훼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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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분석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설정의 기준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

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는 가입자 전체를 평균하였을 때 1에 근접해야 하면서도,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의하여 저소득자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하

고, 고소득자는 수익비가 1에 못미치는 구조가 당연히 예정된다. 연금급여액

은 가입자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고려하되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한 조

정을 받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도록 결정되므로,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

가 1을 상회할 수 있는 선에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물질적 최저한의 생계보장 수준의 연금급여가 지

급되도록 그에 상응하여 설정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생계유지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하여 다른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보

호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료를 부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험료 부담의 평등 원칙, 사

회국가원리 등을 현저히 침해하여 비례원칙에 반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소득상실의 경우 보험

료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지원을 하는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상 표준소

득월액의 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최저생계비만을 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제도적 현실적 기능, 국민연금제도에서 최저

생계비가 보험료 부담능력의 암묵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평등의 원칙, 저소득계층에서의 국민연금의 사각

지대가 형성되는 실태 등에 비추어 최저생계비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서로 연동되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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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험료를 면제하고 공공부조 등에 의한 보호를 하거나, 사회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연금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다.

동일한 보험료율의 구조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큰 역진적 결과를 초

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연금보험료는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결속되어 소

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므로 조세에서와 같은 정도로 수직적 공평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 체계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연금보험료 ‘부과’의 의미는 조세법에서 조세채무의 확정의 의미로

서의 부과처분과는 다르지만, 연금보험료 금액을 특정하는 확인행위로서 연

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제도에 대하여 이를 조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다

른 성격의 것으로 본 판례가 있지만,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원천징수제도와 제도적 취지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의 기여금이 공

제되고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단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

지한 후에는 납부의 효력이 없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바, 이는 연금보

험료가 반대급부인 연금급여를 전제하는 공과금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근거한 연금급여의 지급

구조이므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지속적으

로 추구하기 위하여는 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평하고 안정적인 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료가 가지는 반대급부인 연금급

여와 결속되어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는 공과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연금보

험료에 대한 법적인 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고, 연금보험료 관련 사

법적 심사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의 해소를 위하여도 급여에 대한 조정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연금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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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적 성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고소득자의 상대적 높은 기여와 보

험료부담능력을 고려한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의 조정이 필요하

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라 저급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어려

운 문제가 있다. 기여에 따른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

면서도 보험료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사회보험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고소득층의 상대적 높은 기여와 국가의 기여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근원적으로 사회연대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한때 국

민연금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거부

하는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연금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 등 명백한 문

제점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 여론의 향배를 의식

하여 연금제도가 운영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규범적, 체계적 정당성이 정립

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따라

서 국민연금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헌법에 기초하

여 규범적인 정당성을 가지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다면, 국민의 신뢰

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

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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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ributions of

the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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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Pension contributi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represent a

public impost which is paid by subscribers or employers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subscribers' incomes, aiming to pay pension benefits in the

case of occurrence of social risks such as retirement, disability, and death.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rticle 34 and socialist market

economy order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xist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by active distribution and co-ordination. Pension

contributions are also in line with these Constitutional requests. Pension

contributions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distinguishing them

from other public imposts and social insurances. Pension contributions are

strongly tied to pension benefits, which are a consideration of

contributions, and perform a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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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decisions regarding the obligor for payment, monthly

standard earning, and contribution rate are always made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nsion contributions, and are assessed for their

legal legitimacy.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regard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system of contributions in the National Pension

Act are also conducted carefully bas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nsion contributions.

Whe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analyzed, it might be

seen that the benefit/contribution ratio should exceed 1 in all income

brackets. However, based 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earning and

expenditure in insurance, the benefit/contribution ratio should be close to

1 in the average of total subscribers. But the benefit/contribution ratio of

the low-income bracket should be above 1, and the benefit/contribution

ratio of the high-income bracket should be below 1, according to income

redistribution based on social solidarity.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monthly standard earning does not need to be set to keep the

benefit/contribution ratio above 1 in all income brackets.

The lower limit of monthly standard earning needs to guarantee a

minimal livelihood.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breach of the

Constitution when contributions which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lower limit of monthly standard earning are paid to the lowest income

earners who are below the level of minimal livelihoo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when the amount of the lower limit of monthly

standard earning is set, the standard used cannot be solely the minimum

cost of living. However, in view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lower limit of monthly standard earning hav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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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ly linked. These are as follow; the institutional/realistic functions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fact that qualified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which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a standard are excluded as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equity

of insurance contributions, the actual condition of non take-up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 person whose income is lower than the lower

limit of monthly standard earning needs to be exempted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protected by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If he/she

would be a subscriber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supports are needed such as reduction of pension contributions.

In terms of pension contributions, relatively higher contributions of

high income earner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appropriate adjustment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lower income

earners considered by the ability of contributions payment are needed in

order to stabilize pension finance and to resolve the non take-up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keywords : national pension system, pension contributions, monthly

standard earning, social solidarity, income redistribution,

equity of insurance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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