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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 연 

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시키는 연금 민영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민영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을 통 

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본 연구 

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연금 민영화를 실시해 온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 민 

영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금 민영화로 인하여 정부의 연금 

재정은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지출 

부분과 민영화 유인책으로 실시된 조세혜택 및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할 경우，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는 일정 정도 반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금 민영 

화 이후 퇴직자틀의 평균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결국. 연금 민영화를 실시함에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연금 본 

연의 옥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머 리 말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경제성장률의 저하， 노동시장의 변화는 현재 부과방식 

(Pay-As-You-Go 이하 PAYG) (1)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에 재정 위기를 가져 

왔고 이에 따라 연금 개혁의 펼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공적 연금 민영화(2)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친화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 

시하였다. 세계은행 [World B때k(l994) ]이 제시한 주요 내용은 첫째. 공적 연금 부분을 

(1) 연금 체계는 기금 운영 방식에 따라 부과방식 (PAYG)과 적립방식으로 나뀐다. 부과방식은 

현시점의 퇴직자의 연금액이 현세대의 기여액으로 충당되도록 하는 것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는 의미에서 비적립체계라고도 불린다 반면 적립방식은 개개인이 노동기간 동안 지불하는 

기여금에 바탕하여 퇴직시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때 적립된 기금은 수입을 낳는 자산에 

투자되어 수익을 낳는다. 

(2) 민영화라고 하면， 좁게는 국가 소유 자산을 민간부분에 매각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국가 부 

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작동을 확대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괄하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영국 공적 연금 부분을 축소하고. 공적 

연금의 일부를 사적 연금이 대산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과정을 연금 민영화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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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둘째， 대신 사적 연금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개개 

인들이 자신의 노후 소득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적립된 사적 연 

기금 재원을 통하여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국에 

서도 이러한 거조 하에 퇴직 연령 및 공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개개인의 연 

금 기여액을 증가시키면서， 연금 급여액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등 공적 연금 부분을 대폭 

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줄어든 연금 부분은 개개인들이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하여 

스스로 보충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적 연금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적 연 

금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연금 개혁은 공적 연금에 부여되었던 퇴직 연금의 안정적인 지 

급과 소득분배 개선의 역할을 방기한 채， 연금의 성격을 단순히 개인 저축 수단으로 대 

체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사적 연금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축소된 공적 연금만으로는 퇴직 후 생계 유지가 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연금이 대체로 연기금의 운 

영 수익에 연동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액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실제로 연금 민영화를 실시한 나라들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칠레는 1981년에 공적 연금의 완전 

민영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당시로써는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1994)의 모태가 되었다〔조영훈(1998) J. (4) 하지만 이러한 연금 개혁조치는 피 

노체트(Pinochet) 군사정권 시기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동자의 86%가 사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금 체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노동 인구의 55%를 넘 

은 적이 없는 등(Singh (1996) J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례 연구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적 연금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사적 연기금의 적립량도 상 

당하여 사적 연기금 발달의 금융시장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주요 연구 대상이 되 

고 있다〔송원근(2001) J. 그러나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적 차원의 사회보장 영역이 약하 

고，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서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역시 본 

연구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 반면에 , 영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공적 연금의 민영화 조 

(3)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국민연금관리공단(2αlOa) , 
Disney and lohnson(려s.)(2001) ， Hughes and Stew뼈벼8.)(2α)()) ， OECD(2α)()) 동을 참고할 수 

있다. 

(4) 비록 1970년대 중반의 경제불황 이후 몇몇 나라들에서 복지삭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했 
지만， 그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의 완전 민영화는 논외였었다〔조영훈(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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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관되게 ‘年金 民營化’의 기조를 유지하 

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Disney(2001) J. G7 국가 중 유일하게 공적 연 

민영화 조치를 취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W퍼iamson(2아)())J.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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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이르면 노동자의 약 70% 정도가 사적 연금체계에 가입되어 있고， 사적 연금 

기금량도 GDP의 80%를 넘어서는 등 연금 민영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현재 영국은 

연금 재정이 안정정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연금수급자들의 평균 소득도 증가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연금 민영화의 과정과 성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 영국이 가장 적합하다. 

연금제도의 일부를 사적 연금인 기업연금이 대체할 수 영국은 1970년대 중반에 공적 

그 이후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연금 민영화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공적 연금 부분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공적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적 연 

금익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연금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 

는 등 계속해서 공적 연금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GDP대비 공적 연금 

지줍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연금 개혁 조치들은 향후 공적 연금 

지촬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들의 퇴직 소득은 개혁 이전 

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적 연금의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연금 민영화의 결과로 지적되고 있는 위의 현상들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연금 민영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시키는 공적 연금 도입기인 1950년대부터 블레어(T. Bl없r) 정부 집권 직전인 1990년대 후 

반까지로 한정한다. 블레어 정부 집권 이후에도 연금 개혁 법안들이 마련되었지만. 최근 

에 와서야 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블레어 집권기에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연금 개혁 조치들도 연금 민영화의 연 

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서 제외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영국의 연금 민영화 과정의 특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영 

국의 연금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연금 민영화의 특정을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연금 민영화의 결과 직접적으로 공적 연금을 제공하는 주체인 정부와 공적 연 

금의 혜택을 받고 있던 개개인들이 각각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두번째 연구과제는 연금 민영화의 결과 정부 재정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적 

연금 지출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지급되는 총지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금 민영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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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가적인 비용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셋째， 연금수급자의 소득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소득 구성의 변화와 소득 분배 문제를 기준으로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나 

타난 연금소득자들의 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영국 연금 민영화의 결과 드러 

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영국 연금 민영화의 한계를 밝힐 것이다. 

2. 英國 公的 年金制度의 民營化 過程

이 장에서는 공적 연금의 연금제도 변화 과정 (5)을 연금 민영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처 공적 연금의 도입 취지와 초기 공적 연금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본 후，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연금 개혁 가운데 

에서도 특히 공적 연금 부문의 축소와 공적 연금 외부화 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친 이후에， 영국의 연금 민영화 과정의 특정을 대 

하여 규명할 것이다‘ 

2.1. 公的 年金制度 導入

영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 연금 체계는 基魔年金(Basic State Pension: 

이하 BSP)과 所得比例年金(State Earning-Related Pension Schemes: 이하 SERPS)의 2층 체 

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연금수급 연령이 

되는 노인에게 정률의 연금을 지급한다. 소득비례연금은 피고용언을 대상으로 하여 (6) 

근로 기간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을 합한 공적 연금의 연금 급여수준은 평균 소득의 68%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적 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초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2.1.1. 公的基흉年金(BSP) 導入

영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16. 17세기부터 실시되었던 국가 차원의 빈민 구제 제도인 

(5) 영국 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수 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1997. 

2아뼈)은 영국의 연금제도의 변천사와 공적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연금 제도 

에 대한 비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주은선 (2001)은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보수당 정부의 

연금 정책과 최근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연금 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 Blake(1995)는 

영국의 연금 체계와 연기금 제도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연금제도의 발전과 운 

영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 정부 기관인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www.dwp.gov.uk)과 Govemment Actu때’s Department (www.gad.gov.uk)의 자 
료들은 영국의 연금 제도를 보다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6)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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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民法(Poor Law) ’ 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7) 근대적 형태의 노인 연금은 1908년 

老人年金法(πle Old Age Pensíons Act)의 제정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당시 도입된 노인 연 

금은 조세에 의한 비기여제 연금으로， 주당 소득이 12실링 이하인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資塵調흉(m않ns-test)와 일정한 도덕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급여가 지 

급되도록 하였다 (8) 1925년 연금법 (The Wídows' , Orphans’, and Old Age Contributory 

Pensions Act)의 도입으로 국가차원의 기여형 연금 체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9) 이로 

써 노인 연금은 기존의 조세 방식에서 보험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연금 수여에 있 

어 자산 조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연금수급 연령도 70세에서 65세로 5년 단축되었다. 

미망인과 고아에게도 일시적이나마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급대상은 여전 

히 일부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무원 등과 같은 봉급생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잔여적 (resíd뼈1) 성격을 띠었던 영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이후 양차 

대천을 겪으면서 制度的 福피止 體系(institutional welfare system) 하에 재편된다[Johnson 

(1994) J . (10)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보편적인 

의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 (11)에 기초하여 1946년 國民保險法(National Insurance 

(7) 대체로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EIizabethian Poor Relief Act)을 국가 차왼의 사회 보장 제 
도의 효시로 보고 있다[Beverage (l942) J . 빈민법은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계 
속 이어지다가 1948년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재정으로 폐지된다. 

(8) 1909년 5월 말 현재 노인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50만 명이었다[Beverage(I942) J 당시 재무 
부의 연간 비용 추정치는 약 θx)만 파운드로 예상되었으나， 노인 연금수급이자 수가 1911년 

에 9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함으로 인하여 연간 12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다[Blake (1995) J. 
(9) 연금 체계의 대상을 1911년 도입된 국민 건강 보험 체계 (Na디onal H않lth Schemes) 에 가입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Blake (I 995) J. 
( tO) 사회 복지 학에서 는 복지 모형 을 크게 잔여 적 (residual) 모형과 제도적 (ins디tul:ton외)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잔여척 모형은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경제에서 보충이 안 되는 빈민이나 

보호를 펼요로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펀적인 성격을 띠고 있 

다〔김상균 (1987)). 

(' 1)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허Insurance and Allied Seπices)'" 라 

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사회보장 플랜 (the Plan for Social Security)의 주안점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출생. 결 
혼，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한 지출에 대한 사회 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체계 

는 다음의 6가지 근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정률의 생존 급여 , 정률 기여 ; 행정 체계의 
단일화. 급여의 충분성 ‘ 포팔성 ; 등급에 따른 적용[Bev려dge (l942) J. 

한편， 베버리지는 공적 연금이 최저한의 생계유지 보장 수준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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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이 제정(1948년 시행)되었다. 국민보험법의 제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기여에 

기반한 공적기초연금(BSP)이 도입되었다. 

공적기초연금(BSP)은 소득이나 고용형태에 상관 없이 공적 연금수급 연령 이하의 모 

든 사람들이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 연금 체계이다. 최저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람 

들이 정률의 기여액을 國民保險基金(Natio때llnsurance Fund: 이하 NIF)에 납부한 것을 기 

금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 급여는 연금수급 연령인 사람들에게 기여 연수에 따라 매주 

균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12) 하지만 기초연금(BSP) 급여액이 최저생계비 아하로 책정되 

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소득 보조를 받아야만 했다 (13)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기금 운영을 담당하는 국민보험기금은 도입 당시에는 적립방식으 

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하려면 1946년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가 

퇴직하기 시작하는 1990년경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연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었다. 하지 

만，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동시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소 낮더 

라도 공적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14) 이를 위해 재무부로부터 기금을 보조 받았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점차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연금액도 증가하였고， 연금 수령 

자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기여를 통한 기금액 충당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다(Johnson(I994)J. 1958년에 발표된 보수당 정부 백서(Provision for Old Age) 

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은 1948년에 85억￡에서 1957년 150억￡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지 

만， 실제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민보험 기금량은 재무부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이의 

1/1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1970년 정도가 되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다(Blake (l995) J . 결국 국민보험기금의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15) 

이상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예를 들변， 사적 보험 체계 가입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lake(1995) J. 
(12) 도입 당시의 연금액은 주당 D.30(당시 평균 소득의 약 14%)로 책정되었다. 
(13) 추가적인 소득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m않ns-tested)를 통하여 자격 요건을 입증 받 

아야 한다. 자산조사 급여 (공공부조)는 일반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 생계비지원(Income 
Support) , 주택 급여 (Housing Benefit) , 소득기 반구직 자수당(UA) , 지 방세 급여 (Council Tax 
Benefit) , 근로가족 소득지원(WFfC) , 사회기금(Soci머 Fund) , 근로장애인 소득지원(Disa버ed 

Persons’ TaxC빼ìt) , 장애근로수당(DWA) 등이 있다〔김승택 (2001) J. 
(14) 1948년 법 시행과 동시에 기폰의 연금수급자에게 새로운 수준의 연금을 반영하여 지급하도 

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10년 동안의 기여 이후에 연금수급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였다[Blake(1995) J. 
(15) 1975년 사회보장 연금법에서 공적 연금의 재정 방식이 부과방식 (PAYG)으로 확정된다. 



英國의 公的 年金 民營化 過程과 結果 잃
 

2. 1.2. 公的所得比例年金(SERPS) 導入

기초연금(BSP)과 함께 국가가 보장하는 강제 연금 체계로 공적소득비례연금(SERPS) 

이 1975년 社會保障年金法 (Social Security Pension Act) 에 의 해 도입 (1978년 시 행 ) 되 었 

다(16) 소득비례연금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급여수준과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다 

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기초연금(BSP)의 급여수준은 도입 당시부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 

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연금 급여액의 지수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공적기초연금 

(BSP)은 임의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증가에 연계하여 급여액이 조정될 뿐 

이였다[Blake (l995) J. 1950 60년대에 전후 호황에 힘입어 실질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였 

지 만‘ 기초연금 급여에 실질 소득의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기초연금 

의 급여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만들었다. 결국 정액의 기초연금만으로는 베버리지가 

제기하였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무리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노후 소득 보 

장켜 현실화를 위한 연금 체계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둘째. 企業年金體系(17)의 발달은 소득 격차 문제를 야기하였다. 영국의 기업연금체계 

는 20세기 초에 이미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고 있었고 전후 호황기를 거치면서 급속하 

게 발달하여. 1967년의 기업연금 가입자 수가 1.220만 명(노동 인구 대비 가입률 53%)으 

로 최고조에 달하였다((表 1> ) . (18) 그 결과 기업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에 더하여 퇴직 

(16) 1959년 개 정 국민보험 법 에 서 부가연금제 도(State Graduated Retirement Pension Scheme: SGRPS) 

가 제정되어 1961년부터 기존의 정액제 기초연금(BSP)에 더하여 소득비례기여에 의한 소득 

비례급여가 지불되도록 하였지만‘ 이는 1975년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SERPS)가 도입되연서 

폐지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SERPS)는 부가연금제도를 계승하 

여 발전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17) 기업연금체계(OccupationaJ Pension Schemes)는 민간 기업의 연금체계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공공 서비스 체계(군인‘ 교사‘ 경찰 소방관 등등)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연금 
체계도 포괄하는 체계이다[Blake( 1995) J 

(18) H없mah(1986)는 1950년대 .60년대 당시의 대기업의 성장. 관료제적 작업 조직의 형성‘ 그리 

고 완전고용 하의 노동력 부족이 고용주와 노동자 양쪽에게 연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고 분석하고 있다 

연금과 직업 이동성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은 기업연금체계가 개개인의 재 

직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Ippolito (1997)는 기업연금체계가 고용 

주들에게 노동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방볍으로서 혹은 신입사원 모집과 해고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장기간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인센티브체계로서 작용할 수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금은 좀더 생산적인 노동자를 신입사원으로 뽑거나 고용을 유 

지하는 데 있어 단순히 기본 급여를 근무기간에 따라 많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단 

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Disney & Emmerson(2002)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연금이 더 낮은 

이직률과 더 긴 근무기간을 본질적으로 야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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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企業年金 加入 現況 (단위 m피ion ， %) 

사기업 공기업 
노동인구 대비 

연도 합계 총노동인구 기업연금 가업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1936 1. 3 0.3 0.8 0.2 2.6 

1953 2.5 0.6 2.4 07 6.2 21. 9 34 18 28 

1956 3.5 0.8 2.9 0.8 8.0 22.7 43 21 35 

1963 6.4 08 3.0 0.9 11.1 22.9 63 21 48 

1967 6.8 1. 3 3.1 1. 0 12.2 23.2 66 28 53 

1971 5.5 1. 3 3.2 1.1 11. 1 22.5 62 28 49 

1975 4.9 1. 1 3.7 1.7 11.4 23.1 63 30 49 

1979 4.6 1.5 3.7 48 11.6 23.4 62 35 50 

1983 4.4 1. 4 3.4 1 9 11.1 21. 1 64 37 52 

1987 4.4 1. 4 28 20 10.6 21.6 60 35 49 

1991 4.5 2.0 2.3 1 9 10.7 22.5 57 37 48 

1995 4.1 2.1 2.0 2 1 10.3 22.5 52 39 46 
」

資料 Minisσy of Labour Gazette (1938 , May) , Government Actuary(2αJQ) (19) , Blake(2003)에서 재 

인용. 

후 제2의 수입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Titmuss (1955)가 ‘two nations in old age’ 라고 묘사 

하였듯이， 기업연금체계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 

[Atkinson & Sutherland (1993) J. (20)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금 개혁 방안이 모색되었고， 1975년 사회보 

장 연금법에서 정액의 基鍵年金(BSP)에 더하여 부가 연금인 所得比例年金(S많PS)을 도 

입하였다. 공적소득비례연금(SERPS)은 피고용인들에 한해서 강제 가입되는 체계로， 기 

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고용주와 노동자가 정해진 비율로 국민보험기금에 기여하도록 하 

였다. 급여는 개인의 최고소득 20년간의 평균 소득의 25%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결 

정되었고， 연금액은 물가수준에 연동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물가상 

승과 임금상승 중 더 큰 것에 의해 지수화(indexation)되도록 하였다. 

오히려 적극적인 연금 선택을 하는 개개언들의 경우에 직업거간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선택 과정 (selection process) 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9) 영국의 Govemment Actuary ~따빼nt에서는 4년의 간격으로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 기업연금체계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별， 직종별， 성별 연금 격차는 존재하였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Hannah (1986) , Ginn & Ar뼈(1999) 등을 참조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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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연금(SERPS)의 도입으로 영국에서는 강제적인 2층의 공적 연금 체계가 확립 

되였다. 

2.2. 公的 年金 民營化의 導入 및 本格化

2.2. 1. 公的 年金 民營化의 始作 外部化(Contract-out) 制度 導入

1975년 소득비례연금의 도입과 함께 이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外部

化tcontract-out) ’ (21) 제도가 마련되었다. 외부화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2층의 

노후보장체제의 일부를 사적 연금인 기업연금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금 민영화 

가 시작되었다. 

꾀부화 제도는 소득비례연금 도입에 따라 증가하게 될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서 출발하였다 1950 ， 60년대 당시에도 GDP 대비 공공부문 재정은 2~3% 내외이긴 하 

였지만 꾸준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기는 하 

되 가능한 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사적 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기업연금으로의 외부화를 허용한 것이다. 게다가 소득비례연금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2) 이미 기업연금에 가입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퇴직 

연금 급여가 중복이 될 수 있었고. 이는 연금 소득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외부화 도입을 부추겼다. 

기업연금이 외부화되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SERPS)에서 지급되는 연금액 이상의 

最低 退職 年金賴(Guaranteed Minimum Pension: GMP)을 보장해 주어 야 하고. 企業年金

委를會(Occupational Pensions Board)로부터 외부화 인증서를 발급 받아 기업연금 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기업연금이 외부화 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주나 노동자는 지 

금까지 납부하던 국민보험 기여를 감면 받는다. 

외부화 제도는 당시까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었던 기업연금에 대한 국가 관 

리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거의 없 

었다. 외부화 체계를 선택하였을 때 주어지는 기여금 감면이나 조세 감면 혜택으로 인하 

여 고용주들이 스스로 외부화 기준에 맞게 연금 체계를 수정하였다. 

(21) 외부화란 공적소득비례연금(SE맨S)을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적 연금이 대체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적용제외’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주은선 
(2001)의 지적처럼 이 용어가 마치 연금가입 의무 자체를 면제 받고 있다는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공적소득비례연금과의 계약을 사적 연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의미에서 주은선 (2001)이 사용한 ‘외부화 . 혹은 ‘대체’ 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2)소득비례연금은 피고용인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가 

적인 공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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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층의 공적 연금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외부화 제도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을 가져왔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Turner and Watanabe (1995) J . 외부화 대 

상이 되는 기업연금은 정부에서 정한 최소지급금(GMP)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 

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깅) 또한 외부화할 경우에 제공 

되는 각종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연금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저축 수단으로 간주되었 

기 때문에， 상위소득계층에서 외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상위소득계층 

은 주로 외부화된 기업연금체계에 포함되고， 공적 연금 체계인 소득비례연금(SERPS) 제 

도에는 저소득계층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결국 외부화 제도의 도입으로 연금권 문제에 

있어서 ‘twona디ons’ 의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H때nah(1986)J 

2.2.2. 本格的인 公的 年金의 民營化

전후 호황을 달리던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 

황을 맞이하게 된다. 실업률의 상승과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 

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등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후에 

유지되었던 케인즈식의 국가의 개업을 통한 경제정책은 한계를 드러내었고， 전후 확립된 

‘福社國家’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국 경제는 특히나 그 위기 정도가 극심하였으 

며， 제조업부문의 정체와 국제경쟁력 하락， 재정 적자의 증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5월 보수당의 대처 (M. Thatcher)정권이 성립되었다. 이들은 경 

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복지국가정책과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업 등으로 인한 시장의 자 

유로운 작동에 대한 억압이라 판단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통화주의적 거시정책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탈규제， 복지 축소， 노조에 

대한 탄압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특히， 공적 연금제도에 관해서도 “장래의 사회보장비， 특히 공적소득비례연금(SERPS) 

의 급여비 증대에 의한 재정파탄의 우려" “보수당 정권 하에서 개인 및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의 개업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s라는 2가지의 이유를 들어 대 

폭적인 연금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국민연금관리공단(2000b) J. (갱) 즉， 연금 재정의 안 

(23) H뻐nah (l986)에 따르면， 고용주 입장에서 외부화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비 

용은 사무직 노동자(staff)보다 육체노동자(manual worker)에게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로 외부화하는 반면， 저임금 육체노동 

자들의 경우 그대로 공적 연금 체계에 남아 있도록 하였다. 

(24) αnn and Arber(1999)는 이러한 보수당의 연금 개혁 논리가 공공 복지와 사적 복지에 대한 
도덕적 이분법에 기초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공 복지는 개개인의 의존성에 관계되어 있 

고， 사회에 부담을 지운다. 반면 사적 복지는 개개인의 자유를 증가시키고 독립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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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연금의 민영화 기조 

는 비단 대처 정권에서 그치지 않고‘ 메이저(]. M갱아) 정권을 거쳐 현재의 블레어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주은선 (2001)J 다음에서는 일련의 연 

끔 개혁 조치 중에서 공적 연금의 민영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1980년‘ 1986년 

1995년의 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1980年 社會保障法(Soci매 Security Act) - 基魔年金 給與水準 減少

대처 정권은 집권 직후인 1980년에 기초연금(BSP)의 지수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기 

츠연금 재정 절약을 도모하였다 1975년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불 

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중 큰 것에 의해 연동하여 상승하도록 하였던 것을 소매물가상승 

에만 연몽하여 상승하도록 하였다. 

지수화 방식의 변화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1)에는 기초연금 

7f-치가 나와 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임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액이 인상되었 

키 때문에. 평균소득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았다[Budd and Campbell (1998) J 그 

믿던 것이 1975년 사회보장법에서 급여수준을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중 더 큰 것에 

따라 지수화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 후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컸고((그림 

2)). (25) 이로 인하여 평균소득 대비 기초연금 가치가 점차 증가하여 약 20%에 이르게 되 

었다. 하지만. 1980년에 지수화 방식을 물가상승률에만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은 실질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봇하게 된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이후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평균 2% 정도 더 높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공적 

기초연금은 실질임금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평균소득 대비 기초연금 가치 

는 점차 하락하여 현재에는 약 15%에 불과하다 (26) 

。1 와 같은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감소로 퇴직 후의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연금 가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사적 연금 가입의 증가를 유도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 복지에의 의존성을 줄이고 사적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이 합리적 

인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적 연금에 가입 

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며 조세 혜택 등의 형태로 공공의 보조금올 받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당의 논리와는 일정 부문 모순된다 
(25)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보다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평균 약 2% 정도 임금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이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만 물가상승률이 비 
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6) 주은선 (2001)은 이러한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대폭적인 하락은 제도 변화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부가 의도한 것이었다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영국 정부는 공적 연금이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는 사고를 폐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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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公的基흉年金(BSP) 價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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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IMF(2003). 

〈그림 2> 物價上昇率과 홈金上昇率 比較

하였다. 

2) 1986年 社會保障法 - 所得比例年金 給與水準 減少 및 外部化 據大

1986년 사회보장법은 1985년의 녹서 “'Refonn of Social Security" 에 기초하고 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여전히 연금수령자에 대한 급여의 대부분은 기초연금(BSP)이었고， 소득비례 

연금(SERPS) 수령자는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녹서의 추계에 따르면， 1985 

년에서 2035년 사이 소득비레연금 수령자의 수가 3배 정도 증가하는 데 비해， 기여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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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연금생활자 지수(dependency rate )는 2.3에서 1.6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어. 부과방 

식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의 비용 구조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 

다. 2035년 소득비례연금(SERPS)에 대한 지출액이 약 24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되 

었는데. 이는 1985년 당시 기초연금(BSP)의 지출액 150억 파운드와 비교하면 상당한 것 

이였다. 

한편， 기업연금의 가입자수는 196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하여 다소 감소하였는데， 공 

기업 부문의 가입자는 그 이후에도 점차 증가한 반면， 사기업 부문 가입자의 감소가 이 

보다 커 노동인구 대비 기업연금 가입자 수가 여전히 50%선에 머물고 있었다C(表 1) ). 

이는 1975년 외부화 도입으로 인한 기업연금의 확대가 주로 공기업부문에서 활발히 이루 

어꼈고‘ 사기업에서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Budd and Campbell(1998) J. 

왜냐하면 외부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이 표준적인 確定 給與(Defined-benefit:

DB) 체계 기준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했다. 

짝정급여형 연금은 퇴직 시점의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 급 

여댁이 계산되는 체계이다. 그런데 확정급여 방식의 경우 도입에 따르는 행정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채택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체로 대규모 기업에서 자 

체걱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Blake (l 995) J . 소규모 기업에서는 확정 

급여방식보다는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確定給與(Defined-contribution: DC) 체계를 선택하 

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기금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Blake (1995) J . 확정기여형 연 

금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 비율로 납부한 기여액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퇴직 

연끔으로 지급하는 체계이다. 

결국 대체로 대규모인 공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화를 채 

택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었다. 반면， 소규모 기업들의 비율이 많은 사기업들은 외부화 

참여 기준에 맞추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 이는 사기업들로 하여금 외부화를 꺼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27)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당 정부는 녹서를 통해 2층 체계의 연금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식 

은 소득비례연금의 부분적인 외부화가 아니라‘ 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업을 없애 

고 완전하게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 한편 1980년대 초반부터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기업연금의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의 경기 하락과 그로 인한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로 노 

동시장 여건이 변화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로 인하여 공기업 연금체계 가 

입자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노동인 
구가 감소함으로써 기업연금 가입률은 꾸준히 50%선으로 유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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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소득비례연금의 완전 번영화 계획은 각계의 반대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소득비례연금제도(S많PS)의 폐지는 소득재분배 

를 위장한 강도행위라고 극렬하게 비난하였으며， 보수당 내의 개혁 그룹에서도 공적 연 

금 폐지에 반대를 표명하였다〔국민연금관리공단(2아lQa)) . 게다가 놀랍게도 보수당의 완 

전 민영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고용주들과 보험업계였는데， 이들은 당 

시 저소득자에게 제공되었던 소득비례연금(SERPS)의 급여를 사적 연금이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Budd and Campbell (1998)) . 왜냐하면 연금 지급을 위한 고정 비 

용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970년대의 지속적인 연금 기금 적자로(갱)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고용주와 보험업계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적 연금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고， 사적 연 

금이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1986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하였 

다. 주된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公的所得比例年金(SERPS) 給與 빼減 및 社會保險 財政 安定化 惜置

소득비례연금(SERPS)의 급여액을 기존의 최고소득 20년의 평균의 25% 보장 수준에서 

생애 소득 평균의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29) 그리고 유족 배우자가 배우자 수급 

권 전체를 계승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수준으로 승계액을 줄이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소득비례연금 삭감과 더불어 사회보험 관련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 

련되었다. 퇴직해야 연금을 주던 규정을 폐지하고 연금수급연령 이상이 되어 일하는 노 

인에 대해 연금수급을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한편 퇴직금 수령 연기 기간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였다. 1960년대 이후 노인 남성의 노동 참가가 매우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B뻐ks et al. (2002))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노인층의 노동을 유도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는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소득 보장 급여를 줄이려는 의도 

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國民保險基金(NIF) 이 최소급여수준의 인플레 조정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했던 것을 물가상승률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外部化制度의 據大

소득비례연금(SERPS)을 외부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1띠5년 사회보장법에서 

(28) Keating & Sm찌1(1 985)는 연기금 재정 추계를 통해. 1970년대 내내 연기금이 적자 상황이었 

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1973/74년 영국 주식시장 붕괴로 인하여 당시 연기금 적자가 최대 

에 달하게 된다(Blake (l995) J. 
(29) 1986년 사회보장법에서 도입된 소득비례연금 급여 산식 변경 조치는 2001년 。1후에 은퇴하 

는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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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정급여형 (DB) 기업연금의 경우에만 외부화를 허용하였었던 데 비하여 1986년 법 

에서는 확정급여형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 (DC) 기업연금도 외부화 대상이 되었고. 개인 

연금의 경우에도 개인계정을 만들어 充當個人年金(Appropriated personal pension scheme: 

이하 APPs)이란 이름으로 소득비례연금을 외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화의 선 

택권을 노동자들에게 갖게 함으로써，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2층 체제를 선택 (30)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하지만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으로 외부화할 경우에 주어지는 리베이트 

(corrπact-out rebate)나 세제 혜택 등은 자연히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으로의 외부화로의 

선택을 유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부화 범위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 소득비례연금 

급여 삭감 조치는‘ 외부화가 가능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외부화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 

이 되도록 만들었다. 

외부화 대상 범위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정부는 외부화에 따른 보험료 보조와 조세유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개인연금 (APPs)으로 외부화한 경우， 일단 國民保險料(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는 전액 지불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에 社會保障省(Dep따tment 

for Social Security) (31)으로부터 개인연금 펀드로 리베이트가 지불된다((表 2)). 또한 개인 

연금이나 기업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SERPS)을 대체하는 경우에 6년 동안 국민보험기금 

(NIF)으로부터 유인 지급금 명목으로 노동자 소득의 2%에 해당하는 기여금이 추가로 지 

원되도록 하였다(1989년 재정법 (Finance Act)) . 소득세 공제액도 회계연도 종료 후 개인 

연금 펀드에 불입되었다 연간 기여금 한도액은 나이에 따라 점점 높아지며 세액이 공제 

〈表 2> 外部化 리베이트 (단위 %) 

연도 기본 리베이트 추가 리베이트 

1988-89 5.8 

1989-90에서 1991-92 5.8 2 

1992-93에서 1995-96 4.8 

1996년 이후 2.3-9.0 

註 1992년부터 추가 리베이트는 30셰 이상에게만 지급됨 1996년부터 리베이트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고 추가 리베이트는 사라짐. 

資料 Whitehouse(998) . 

(30)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외부화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비례연금(S많PS)에 가입 

을 한 경우에도 이에 더하여 통상적인 개인연금(0띠inary person외 pen잉on scheme)이나 공적 

연금을 외부화한 형태가 아닌 통상적인 형태의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는 현재 ‘Department for W ork and Pensions’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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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Administrative data를 통해 본 個人年金 加入率 (단위: %) 

연령 1987-88 1988-89 1989•x) 1잊%용1 1991-92 1992-93 1993-94 1옛↓4-95 

16-19 20.7 15.1 14.5 13.1 11. 2 8.4 4.6 2.1 

20-24 26.9 27.7 32.6 37.0 41. 0 415 36.9 29.6 

25-34 20 3 21. 3 25.8 29.9 35.0 38.7 40.8 41 2 

35-49 9.5 10.6 12.9 15.1 17.5 19.4 20.3 20.9 

50-59/64 0.1 0.2 0.4 06 1. 0 1. 6 2.1 2.3 

평균 가입연령 28.9 29.7 30.0 30.5 31.1 31. 8 32 .4 33.1 

여성가입 비율(%) 32.8 33.2 34.7 35.9 36.8 37.3 37.1 36.8 

총가입자수 
3.203 3.396 4.169 4.806 5.333 5.668 5.733 5 639 

(단위 천명) 

註:A따마피strative data의 개인 연금 가업자 수는 노동자 1%의 표본에 기반한 것이다. 

資料: Whitehouse(1998)에서 재인용. 

된다. 

이러한 유인책에 대한 반응은 실로 폭발적이어서 처음 I년 동안 약 310만 명이 공적연 

금 대신 개인연금을 선택하였고. 5년 후에는 그 수가 약 540만 명에 달하였다 

[Tonk (1999) J. 특히나 외부화 리베이트가 모든 연령층에 똑같이 제공되는 반면 소득비례 

연금(SERPS)의 급여가치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의 이동 

은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았다. (表 3)을 보면 20-24세와 25-34세의 개인연금 가입 

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Whitehouse (1998) J.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들게 된다. 1996년부터 외부화 리 

베이트를 연령에 연동시키게 하였기 때문이다C(表 2)) . 

1986년의 연금 개혁 조치는 기존의 기업연금 가입자에게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가입자들도 개인연금(뻐'Ps)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정 

기여형 기업연금에 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공적 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확정급여형 보다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더 선호하였 

는데， 조세나 보조금을 통한 유인장치 이외에도 기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 기금의 적자분을 고용주가 매꿔야 하 

는 데 1970년대 중반 주식시장 붕괴(1973/4년)와 연금수급자들의 수명증가로 인하여 당 

시 기업들은 연금 적자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기금의 적자 

에 대한 위험 부담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확정기여형 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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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명) 〈表 4> 確定寄與方式 企業年金 加入者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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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방식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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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화가 허용됨으로 인하여 신규 노동자 채용시 주로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을 적극 유 

도히 고 있다[Blake(2003). The Economist(2003) J. (32) 

。1 후 확정기여방식의 기업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외부화가 승인된 확정기 

여 기업연금 가입자는 전체 외부화 기업연금 가입자의 약 6% 정도. 1994년에는 7%로 

증기하였다. 또 전체 기엽연금 중에서 확정기여방식 가입자는 1987년 약 7%에서 1991년 

약 10%로 증가하였다((表 4)) . 

3) 1995年 年金法(Pensions Act) - 最低給與水準 保障原則 據며 

확정기여방식의 경우 최소급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 극도 

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1995년 연금법에서는 확정급여 방식의 사적 

의 경우에도 최저급여수준 보장규정을 철회를 표방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더 이상 외부 

nl 二:::z.
'-..C"[] 

화한 연금에 대하여 연금액에 불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을 국민보험기금에서 보장하던 제 

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업연금이 연간 최대 5%까지 불가에 연동하여 지수화하도록 함으 

로써. 정부의 연금 재정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더불어 남녀의 공적 연금 수령 나이를 동등하게 하고. 소득비례연금(SERPS)에 

대한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마다 계산하기로 한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 재정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udd and Campbell( 1998) J. 

연금 수령 나이 동등화에 대한 결정은 직접적으로는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유럽재판 

소에서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판결(1989년)에 의한 것으로써. 공적 

연금 수령 나이가 현행 여성 60세. 남성 65세인 것을 2010년부터 차차 증가시켜서 2020년 

줄여 지출을 한층 더 

에는 남녀의 수급연령이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자격 부 

여는 원래 퇴직하는 시점에 계산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할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전 

체 경제의 평균 소득의 증가에 의해 각 해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됨으로써， 퇴 

직시 최저소득수준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소득 증가분이 고려되어 연금액이 

(32) 대표적으로 Sainsbury’s, Marks & Spencer, HSBC, BT and GlaxoSmithKine과 같은 회사들이 새 
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운영하였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체계 대신 확정기여형 기 
업연금 체계를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ηze Economist(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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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게 지급되었다. 하지만 1995년 연금법에서 연금액 산정을 해마다에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평균적인 소득 증가분의 고려로 인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 연금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英國 公的 年金 民營化 過程의 特徵

영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1946년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연금 개혁과정은 〈表 5)에 정리되어 있다. 

영국의 연금 개혁은 1970년대 외부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적 

연금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적 연금 급여수준을 줄이는 한편， 

2층의 공적 연금 체계를 사적 연금으로 외부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연금 부문을 축소 

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영국의 공적 연금 체계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2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박영곤 · 윤석명 (2002) J . (33) 그러나 영국의 공적 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영국의 공적 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둘 모두 社會保險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보통의 경우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으로 운영되고， 소득비례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34) 기초연금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表 5) 主要 年金 改훌 및 特徵

1946년 * 공적기초연금(BSP) 도입 

*공적소득비례연금(S많PS) 도입 공적 연금 2충 체계 확립 

1975년 * 외부화(∞ntract -Qut) 제도 도입 : 공적 연금 민영화의 시작 

확정급여형 (DB) 기업연금에 한함 

1980년 * 기초연금(BSP)을 물가에만 연동하도록 지수화 방식 변화 기초연금 급여수준감소 

*소득비례연금(S많PS) 보장수준 변경 소득비례연금 급여수준 감소 

1986년 *외부화 범위 확대 확정기여형 (DC) 사척 연금 급격히 확산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APPs)에 까지 대상 확대 

1995년 
* 확정급여 (DB)형의 경우에도 최저급여수준 보장원칙 철회 

* 공적연금 지출 절약 방안 도입 

(33) 예외적으로 미국의 공적 연금은 소득비례연금만 있는 단일체계이다. 
(34) OECD 국가 중 25개국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편척인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연금 급여를 기여와 연계시키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과 일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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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英國 勞動者의 年金加入 現況(1994-95年)

t 총노동~구 
숫자(백만 명) % 

24.9 100 

1층 공적연금에 가입된 자 21 0 84 

2층 공적연금에 가입된 자 18 9 76 

SERPS 가입 7.1 28 

contractmg-out 11 8 48 

기업연금 (8.1) (33) 

개인연금 (3.7) (15) 

2층 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자 2.1 8 

공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3.9 16 

소득하한션 이하의 노동자 (2.7) (1 1) 

소득하한선 이하의 자영자 (1. 2) (5) 
」

5올料‘ Liu (l999) . 

언하여 실제로 기초연금은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表 6)에서 나타나고 있 

는 것처럼 전체 2490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약 16%인 390만 명이 저소득으로 인해 공적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5)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의 25%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기간의 9/10 이상 

가압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적 연금은 국민보험기금(NIF) 에서 관리되는데‘ 기금의 대부 

분이 고용주나 노동자의 기여로 충당되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다. 기금은 부과방식 (PAYG)으로 운영되어‘ 현 세대의 기여가， 그 시점의 퇴직자들의 연 

금(기초연금(BSP)과 소득비례연금CSERPS))과 사회보장 급여 지출에 쓰인다 (36) 이와 같 

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 체계는 영국의 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룹째， 공적 연금인 소득비려1연금(SERPS)의 도입과 동시에 外部化(contract-out) 制度를 

이다〔박영곤 · 윤석명 (2002) l. 
(35) 1999년 현재 공적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 소득 수준은 주당 66파운드 이하이다. 

(36)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급여 지급 전에 자산 및 소득 상황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는 
자산조사(m않ns-tested)급여(공공부조)와 자산에 대한 조사가 없는 비자산조사급여가 있다 

비자산조사급여는 다시 국민보험기금에 기여액을 납부한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기여급여 
(사회보험)와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어 받는 비기여형급여(사회수 

당)가 있다. 이 중 기여급여가 국민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데‘ 공적 연금을 비롯하여 질병급 
여， 실업급여， 근로 장애 급여， 출산수당 등이 포함된다[Johnson (1994) , 김승택 (200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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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1975년 사회보장연금법에서 소득비례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업연금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화 제도가 함께 마련되었다. 이를 통하여 연금 민영화 

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추진되었다. 기업연금은 기존에 이미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연금 민영화를 보다 쉽게 확산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 

미 노동자의 50% 이상이 기업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表 1)). 1986년 

사회보장법을 통하여 외부화 대상을 개인연금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연금 민영화는 더욱 

진전되었다. (表 6)을 보면 1995년 현재 2층 공적연금에 가업된 사람 중 62%가 외부화를 

선택하고 있다. 

셋째， 공적 연금 급여 축소와 함께 사적 연금 가입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 

써，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적 연금으로 외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1986년 사회보장법 

에서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삭감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외부화 대상을 개인연금에까지 확 

대시킨 조치는 개인 연금 가업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도입 초기에는 외부화 리베이 

트가 연령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의 개인연금 가입이 크게 

확대 되 었다((表 3) ). 

이러한 특정들로 인하여 영국의 연금 체계는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점차 공적 

연금에서 사적 연금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고령화에도 불구하 

고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37)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상의 특징과 더불어 연금 민영 

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적 연금 급여를 축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금 체계의 안정성 이변에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 문제와 노후 

소득 불평등의 심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공적 연금 체계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계 

층의 경우 공공부조 등의 방식으로 노후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설사 2층의 연금체계 (SERPS나 기업연금， 개인연금)에 가입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 기간 중의 소득에 버례하여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저소 

득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간 동안 

의 소득 격차가 퇴직 이후의 노후소득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노후소득 불평등 문제 

가 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政

府 財政 측면과 退職 所得 측면으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37) 영국은 1990년에 이미 G7 국가들 중 노동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 

다{Davis(200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은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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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年金 民營化의 結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연금 재정 안정 영국의 연금 민영화의 결과로 가장 크게 

연금 민영화 과정에 화와 퇴직자들의 평균 소득의 증가이다.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적 연금 급여액 삭감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일 것으로 처 

축소를 정당화 증가는 공적 연금 급여 또한 개개인들의 사적 연금 가입 7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연금 민영화의 결과를 재정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한편， 퇴직 

츠 측면과 퇴직 소득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1. 財政的 但IJ面

3.1.1. 英國의 公的 年金 財政 現況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 <그림 3) 현재 영국의 

은 1995년 현재 OECD 10개 나라의 공적 연금 지출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이 

공적 기초연금(BSP)의 소득 대체 다 (38) 영국의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첫째， 

이탈리아 

독일 

I랑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15 
m 

5 0 

GDP대비 비율(%) 

資料 Roseveare, Leibfritz, Fore, and Wurzel(I996), Banks and Emmerson(2αlO)에서 재 인용 

〈그림 3) OECD 10個國 公的年金支出 比較(1995)

(38)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적 연금체계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었다[B뻐ksand Emmeπon(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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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DSS(2000) , ONS(2003) ‘ 

〈그림 4) 年金受給者 數와 公的 年金 支出의 變化

율이 현재 평균소득의 15%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비례연금(S많PS)은 1970 

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 아직 제도가 성숙되지 않았고， 셋째， 외부화 제도로 인하여 소 

득비례연금을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외부화를 많이 하여 소득비례연금의 지출이 그 

리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공적 연금 지출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 

다(<그림 4)). 연금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공적 연금 저출 합계는 

GDP 대비 4%대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1980년의 기초연금 

지수화 방식의 변화로 언하여 기초연금 급여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GDP 대비 기초연금 지출 비율은 1978년 4.5%에서 1998년 3.8%로 급격히 감소하 

였다(DSS(2아)())). (39) 

공적 연금 지출 내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表 7)과 같다. 

(39) 반면 소득비례연금의 지출 비율은 작지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제도가 성숙해 가는 과정 
에서 점차 소득벼례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 
된 일련의 소득비례연금 급여 삭감 조치는 대체로 2000년 이후에 실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 

문에， 현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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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 

〈表 7) 公的 年金 支出 (1998年)

지출액 

(10억 ;;f) 

3.8 
04 

32 

지출항목 

공적 연금 

공적 기초연금(BSP) 

공적 소득비례연금(SERPS) 

4.2 

4 

36 합계 

;합과 Disney(2oo1) , Emmerson & Johnson(2oo1). 

대비 GDP 320억 파운드， 기초연금지출로 대님납。 
I"'i!:"τ-연금 지출의 二묘^~ 

。「1998년 현재 

3.8%를 차지하고 있고. 약 1060만 명이 지급 받고 있다[DSS (l998) J . 소득비례연금의 경 

우 40억 파운드로 GDP 대비 0.4% 정도이고 약 550만 명이 받고 있다[DSS (1 998) J. 

노인에 대한 정부 지출은 공적 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르르P 二쿄二i2.님 
• I 二c. -0-01 노인들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이하의 최저 

조냐 사회 수당 등에 의지하고 있다(때) 또한 공적 연금 체계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 

문제에 대한 

공공부조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노인에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을 모두 포괄하지 못 

비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연금 재정 도 공공부조 등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논의를 함에 있어 

하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3. 1.2 公共技助

수입을 얻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이하의 공공부조는 資훌 調호를 통해 최저 생계비 

조세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 체계이다. 베버리지(1942)는 기초연금 유지를 위하여 

공적 연금 제도 제도를 통하여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율을 점차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노후 소득을 전적으로 공공부조에 의지하여야 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제외되었고，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도 최저 생계비 이하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연금 만했다. 

수급자가 또다시 공공부조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 2000년 현재 연금수급자 중 약 40% 

정도가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mmerson and Johnson(2001) J. (41) 

(40) 자산조사급여와 비기여급여의 경우 일반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기여급여는 국민보 

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꽁적 연금은 대표적인 기여급여이다[Johnson (1994) , 김승택 (2001) J 
(41) 공공부조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이라 할 지라도 정부의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스티그 

마 문제 때문에 1/3 정도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DSS (1998)J. 이를 감안한다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노인층의 비율은 더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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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老A에 대한 公共技助 支出(1998年)

자산조사 급여 (공공부조) 지출액 (10억 .f) GDP 대비(%) 

소득 보조(Income support) 3.6 0.4 

주택 급여 (H어JSing benefit) 3.8 0.5 

지 방세 급여 (Council t없 benefit) 1. 1 0.1 

합계 8.5 

資料: Disney(2001) , 닮unerson & Johnson(200l).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지출은 대표적으로 所得 補助 (42) 住毛 給與， 地方鏡 給與를 들 

수 있다. <表 8)에는 공공부조 항목별 지출액과 GDP대비 비율이 나와 있다 1998년 현 

재 이들 지출 합계가 85억 파운드로 GDP 대비 약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공적 연금 지출액의 약 1/4에 달하는 양으로 상당히 그 비 

공공부조의 경우 연금수급자의 약 40% 정도가 받고 

공공부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 

특히 

있는 것임을 감안 한다면， 연금수급자들에게 있어 

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이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적 연금이 담당하던 노후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 

기능을 공공부조가 부분적으로 나마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현재 평균 임금의 15% 정도 수준에서， 2050년경에는 7% 정도로 낮아진다는 

예측을 미루어 볼 때 [Budd and Campbell(1998) ] , 공공부조의 지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 민영화로 인한 재정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 

어 공공부조와 같이 노인에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1.3. 年金 民營化 過程에서 생겨난 附加的인 費用 - 租親惠澤과 리베이트 

연금 재정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공적 연금을 사적 연금으로 외부화할 

경우에 주어지는 조세혜택과 리베이트이다. 이것은 대체로 면세 혜택이나 국민보험 기여 

율 인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실 

제로 세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비용을 지출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연금 민영화로 언한 재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 

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조세혜택이나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생겨난 부가적인 비용이다. 

(42) 1999년 4월부터 연금수령자들에 대한 소득보조(Income Support)는 Minirnum Income 
Guarantee로 이름이 바해었고， 더 관대해졌다(Blur떠ell31따당nmerson(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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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租親惠澤 및 리베이트 費用 推算 (1998年 흉準) 

항목 10억 파운드 GDP 대비 비율(%) i 

1 4 

조세혜택 

고용주와 노동자의 기여액에 대한 세금 변제 J 11 4 

일시금 퇴직연금 부분 면세 2 0.2 

L 리베이트 

資料 Banks& 타nmerson(2α)()). 

8.1 

영국에서 공적 연금을 사적 연금으로 외부화하는 것은 형식상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금 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조세혜택 및 리베이트를 동원하여 사적 연금 선택이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유인책은 공적 연금액 축소 조치들과 함께 개개 

인들의 사적 연금 가입을 부추겼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비용을 가져왔다((表 9)) . 

정부는 기업연금이 공적소득비례연금(SERPS)을 외부화할 경우， 고용주에게 기여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고용주들의 외부화 참여율을 높이도록 유 

도하였다 (43)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여액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44)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은 다른 저축수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확정기여 (DC)형 체계에서 개개인 연금 적립 기금의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금(lumI← 

sum)으로 받거나， 확정급여 (DB)형 체계에서 최종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시 

금으로 받는 경우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외부화한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연금 기여액에 대한 세금 면제 부분을 

비용으로 추산하면 1998년 현재 약 114억 파운드(GDP 대비 1. 4%) 정도이다. 일시금으 

로 받는 퇴직 연금 부분에 대한 면세는 약 20억 파운드(GDP 대비 0.2%) 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여액과 급여액에 대한 변세 비용을 합치면 공적 연금 지출 약 360억 파운드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양이다 (45) 여기에 기업연금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연금 민영화로 인한 세원 손실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임을 알 

,43) 영국 기업연금 체계의 과세체제는 전형적인 EET(Exempt Exempt Taxed)유형으로 고용주 기 

여액에 대한 변세， 운용수익에 대한 면세. 연금 급여액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연금 과세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영준(1997) , 방하남 외 (2αJO)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4) 외부화하지 않고 공적소득비례연금(SERPS) 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국민보험 

기금에 납부하는 기여액은 조세 대상이 되었다[Tumer and Watanabe (1995) J 

(45) Pension Policy !nstitute(2oo3)은 2002년 현재 사적 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비용이 GDP의 약 

2.5%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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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外部化 리베이트(contract-out reb따e)는 소득비례연금(SERPS)을 외부화하는 경우， 국가 

보험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외부 

화 제도 도입 당시 (1975년)의 기업연금으로의 외부화 리베이트는 노동자 2.5% , 고용주 

4.5%로 총 7%였으나， 1982년에는 총 6.25%(노동자 2.15% , 고용주 4.1%) ， 1988년에는 

총 5.8%(노동자 2% , 고용주 3.8%)로 점점 감소하여 1993년에 4.8%(노동자 1. 8% , 고 

용주 3%)가 되었다. 여기에 1986년에 외부화 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인연금이나 기업연 

금으로 외부화하는 경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6년 동안 추가적으로 국민보험기금에서 

유인 지급금 명목으로 개개인에게 소득의 2%의 리베이트가 제공되었다. 

물론 외부화 리베이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公的 年金으로의 再轉換

(reconσact-into) (46)을 막고， 연금 민영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외부화에 대한 유인책이 

계속 이어져야 했다. 왜냐하면， 우선 외부화 리베이트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 

되므로， 중장년 층보다는 젊은 층이 외부화하는 것이 좀더 이익이다. 또한 외부화로 인 

한 연금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 (DC) 연금에 비해 확정급여형 (DB) 연금은 정 

해진 급여 산식에 따라 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퇴 

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경과할수록 임금액이 높아진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근로기간의 후반부에 있는 중장년 층일수록 DB형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젊었을 때 개인연금(DC형)으로 외부화하여 각종 

금융적 혜택을 누린 후， 다시 公的所得比例年金(DB형)으로 再轉換(recontract-into)하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었다[Blake(2002) , Sam뼈ck(2002) J. (47)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원래 1993년까지만 지급하려고 하였던 추가적 리베이트 

를 그 이후부터 1996년까지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1%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96년부터 

는 외부화 리베이트를 나이에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8년 현 

재 외부화 리베이트로 인한 정부 부담은 약 81억 파운드(GDP 대비 1%)로， 공적 연금 

지출의 약 1/4에 해당한다(생) 

(46) 1986년 사회보장법에서 외부화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화한 연금을 공적소득 

비례연금(S많PS)으로 재전환(recon없다-into)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47) Blake(2α)2)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 연령 초기에는 개인연금으로 외부화하여 외부화 리베이 
트를 받고， 남자는 4쩌l 이상， 여자는 34세 이상인 경우에 1993년까지 지급되는 2%의 특별 
보너스 기칸이 끝나고 나면 공적소득비례연금(S많PS)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8) Whitehouse(I998)는 1988-89년부터 1995-96년까지 8년간 정부의 외부화 리베이트 비용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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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세혜택이나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공적 연금지출의 60%가 넘는 상당한 액수 

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긴 하지만， 연금 민영화로 인한 경 

제적 비용이라 볼 수 있다(얘)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 민영화의 결과 영국 정부의 공 

츠 연금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걷향을 띠고 있다. 현재까지는 공적기초연금(BSP)의 급여수준 감소 조치가 상당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사회수당과 같은 형태로 연금 수령자들에게 

치출되는 금액도 꾸준히 상당한 액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연금 재정 변화를 분 

석하는 데 있어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노인에 대한 정부 지출 금 

액은 공적 연금 지출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약 44% 증가하게 된다 (50) 또한 민영화로 인 

한 재정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외부화에 대한 조세혜택 

이나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을 완전하게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단 기여 빛 급여에 대한 변세 혜택과 외부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15억 파운드로， 공적 연금 지출의 60%가 넘는 상당한 양이다. 

결국 1998년 현재 노인에게 지출되는 정부 지출 총액(약 514억 파운드)에 추정 가능한 

조세 비용 및 리베이트 비용 합계(약 215억 파운드)를 합치면 총 약 729억 파운드(GDP 

대비 약 8.5%) 이다. 이것은 공적 연금 지출(357억 파운드 GDP 대비 약 4.2%)만 고려 

하였을 경우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 빈영 

화가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에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정부에서 노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부조 금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여기에 연금 민 

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조세 혜택이나 리베이트 비용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분의 

비용이 공적 연금 지출보다 더 크다 즉i 연금 민영화로 인한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부화로 인한 소득비례연금(SERPS) 지출의 절약 분을 추계하였는데 8년 동안의 소득비례연 

금 지출의 절약분(85억 파운드)을 제외한 리베이트의 순 비용이 92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 

로밝혀졌다 

(49) Walker(2001)는 이러한 기여에 대한 면세와 리베이트가 누구에게 혜택이 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절약된 노인에 대한 공적 연금 지출 부분이 현 세대 사적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화하지 않고 소득비례연금(SERPS)에 그대로 

남야 있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 노동자임을 고려해 본다변 이러한 특정은 간접적으로 퇴직 

자의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50) 1998년 현재 노인에 대한 정부 지출 총액은 514억 파운드， 공적 연금 지출은 357억 파운드 

이다[DSS(2000)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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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공적 연금 지출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지출되는 

정부의 공공부조 지출이나 사회 수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민영화 유인책으로 

실시된 각종 조세 혜택들도 비용으로 분석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3.2. 年金受給者 所得 變化

3.2‘1. 年金受給者 所得 構成 變化

연금 민영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연금수급자의 평균소득이 크게 상숭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表 10)에는 연금수급자의 평균 소득 변화가 소득 항목별로 나와있다 (51) 총 평 

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민영화 이전에 비해 1997년 현재 약 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고 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상승률인 36%를 훨씬 능가하는 양이다[ONS 

(2002)) . 

그러나 소득 항목별로 증가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총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민영화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41%로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낮다. 사회보장급여 부문의 증가율이 평균보다 작은 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연금 급여를 축소한 것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 

째， 총 소득에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민영화 이전과 비 

교했을 때 증가율이 162%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 

〈表 10> 年金 受給者의 平均所得 構成 變化， 1979-1996/7 

(단위 주당소득f:， 2(뼈1/1가격기준) 

1979 1989 1996/7 1979~ 1996/7 변화율 

총평균소득 137 185 223 62% 

사회보장급여 84(61%) 95(51%) 118(53%) 41% 

기업연급 22(16%) 41(22%) 58(26%) 162% 

투자소득 15(11%) 34(18%) 31 (14%) 110% 

근로소득 16(12%) 14(8%) 15(7%) -5% 

기타 1 1 1 21% 
」

註 1) 괄호 안은 총 평균소득 중 각 항목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냉. 

2) 사회보장급여는 자산조사급여와 비자산조사급여(기여형급여， 비기여형급여)를 모두 포괄. 

3) 투자소득은 개인연금， 자산소득， 주식과 배당， 저축 이자 동을 나타냄 

資料 Family Expenditure Surveys, ONS(2αJ2) 

(51) 외부화가 처음 시행된 것이 1978년이었으므로. 1979년의 소득 구성은 민영화 이전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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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短期 利子率 變化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資料 Family Expenditure Survey, Banks et al. (2α>2) 에서 재 인용 

〈그림 6) 60~64歲 老人 勞動 參加率( 自營業 除外)

엽연금 가입자 수의 증가와 기업연금 급여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 셋째

투자 소득의 증가율도 110%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에 비해 1997년 

의 평균 투자 소득이 줄어든 것은 주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을 보면， 1989년 당시의 이자율은 약 14% 정도임에 비해， 1997년의 이자율은 약 7% 정 

도이다. 넷째‘ 근로 소득은 점차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민영화 

(52) 연금수급자 중 기업연금 수급률을 보면 1979년 40%에서 1989년 53% , 1997년 5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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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각 연도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함. 

資料 Farnily Expenditure Surveys, ONS(2α)2) . 

〈그림 7) 年金需給者의 所傳 構成 變1't

이전과 비교하면 5%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연금 수령 연령인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었다. <그림 6) 1979년에는 60~64세 남성의 

65% 정도가 근로 소득을 받는 피고용인이었지만. 1989년에는 38%. 1997년에는 3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B뻐ks et al. (2002) J. (53) 한편， 노동시장 참여율의 감소는 총소득 증가 

에 따른 여가 소비의 증가 현상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 급여와 기업연금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 

회보장 급여와 기업연급 부문은 퇴직자 소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表 10)) , 연금 민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54) <그림 7)는 

(53) 1960년대 이후 노인 남성의 노동 참가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인하여， 1986년 사회보장법에서 

는 노인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이 방안이 노인의 노동 참가를 실제로 

증가시켰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근로 소득을 받는 직장에 고용된 노인의 비중이 30% 대에서 안정척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表 10)에서 1989년에 비해 1997년의 근로소득액이 작지만 증가하였음을 통해 미 

약하나마 노인 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4) 개인 연금은 투자소득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투자소득 중에서 작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따로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ONS(2이)2) J. 또한 투자소득에 포함되 
어 있는 자산소득이나 주식， 배당， 저축이자 동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통하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연금 민영화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투자 소득 

부분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가운데 비기여형급여(사회수당)는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주로 세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형태로， 이 역시 연금 민영화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 분석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중 기여형급여인 공적 연 

금 부분과 자산조사급여 (공꽁부조)만을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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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부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 二쿄二요님 ;ζ 
。 o ,.::L, 소득 중 공적 연금， 중위 연금수급자의 

소득 변화율을 살펴보면 공적 연금은 29% 증가한 반면 1979년에서 1997년 사이의 다. 

공공부조는 152%. 기업연금은 126%의 증가율 나타내고 있다. 

증가는 기초 그l二도1. .!:!__:::;ζ λ‘ 토三 。]
。 o ,.::L ~ -, _,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증가에 二쿄;쿄닙 ;ζ 。1

。 o，=~여기서 

볼 수 있다.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기초연금 급여수준 하락과 연관 지어 연금의 

급여수준의 하락은， 기초연금 급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치명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조 수준의 적인 것이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최저생활비 

사를 신청하여 기초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공부조를 받아야만 했다. 비록 연금수급자 

하였지만 줄어들기는 40%로 1997년 57% 에서 1979년에 까-二그 ~t"'\ l ,'8 돋，， ~I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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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연금수급자들 이상 증가하였다. 공공부조 금액은 과거보다 2.5배 [ONS(2002) J . 

중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조 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2. 年金受給者의 所得 不平等 深化

공적 연금의 민영화는 소득 계층별로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변화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 

'"、프드 /시 
-ι- -, '" 공적 연금 민영화 전후의 연금수급자가구의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에 

소득이 차 분배율은 소득 계층 하위 40%의 분배율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십분위 분위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20%의 지하는 비중을 상위 

연금수급자가구의 경우 비연금수급자 가구에 비해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을 나타낸다 

소득 분배는 보다 평등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비연금수급자 가구의 경우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이) 반면‘ 연금수급자 가구의 경우 70 

증가하 소득 불평등이 급격하게 수준을 유지하다가 80년대를 거치면서 년대까지는 일정 

였다，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불평등이 80년대를 거치면서 커지게 되는 것은 〈表 11)에서도 확 

1981년 사이)의 1971년 사이 ) 와 1970년대 (1971년에서 1960년대 (1961에서 있다. 인할 수 

긴소득층의 

1991년 사이 ) 에 는 고소득층으로 갈수 

높은 반면 이
 

。
혼
 란

 
소
 

소득증가 양상을 살펴보면((表 11) ) ‘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낮다. 하지 만 1980년대 (1981년에서 

(55) 비연금수급자 가구의 경우 대체로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소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임금소득자라 할지라도 여 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가구에 비하여 소득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영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는 Machin(1996) ‘ Prasad(2002) ‘ Kalwij 
and Alessie(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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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를-연금수급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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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연금수급자 가구와 비연금수급자 가구의 구분은 Family Expenditure Surveys의 구분을 따랐 
다 (56) 

資料 FamilyE야Jenditure Surveys 각년도. 

〈그림 8) 十分位分配率 變化

〈表 11) 年金受짧者의 所得 i읍加率 

10분위 첫번째 10분위 중간 10분위 아홉번째 

1961-62년에서 1971-72년 41% 30% 11% 

1971-72년에서 1981-82년 38% 30% 22% 

1981-82년에서 1991‘92년 10% 26% 57% 

資料: Family Expen며ture Surveys, Johnson and Stears(1995). 

록 소득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의 소득 계층별 소득 증가 

율을 보면 소득 불평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적 연금 민영화 조치들과 일정부문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사회보장법의 기초연금 급여수준 감소 조치는 실질적 

(56) 가구 소득 중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금수급자 가구로 분류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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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토 연금수급자들의 기초연금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 

우 주로 기초연금과 공공부조 등에 노후 소득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表 11)에서처 

고소득층 노인들의 

주로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APPs)으로 외부화를 

럼 1980년대 이들의 소득 증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우에는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많d 선택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의 감소를 사적 연금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또 

한 사적 연금의 급여액의 증가는 고소득 노인층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한편 

소득비례연금 급여수준 감소 조치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 1986년 사회보장법의 

다. 따라서 이로 인한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변화는 현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 

러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외부화가 상당부문 진행된 상황에서 소득비례 

연금의 급여수준 감소 조치는 저소득층 노인의 실질 소득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공적 연금 민영화 조치들은 연금 급여액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 비율에 있어서도 소득 

소득비례연금(SERPS)의 외부화 실시와 외부화에 따른 유인 계층별로 차이를 가져왔다. 

책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고소득 계층의 사적 연금 가입을 증가시켰다. 반면.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사적 연금의 사적 저소득계층의 경우， 

다 (5ì) 실제로 2000년 현재 소득계층별 사적 연금 가입비율을 보면((그림 9)). 최상위층 

가입비율은 경우 사적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기업연금 가입비율이 

(lj= 
~O 최하위층의 반면. 연금 가입비율은 90%를 넘는 사적 의 

높은 것이 특히. 20%에도 봇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 계층별 기업연금 가입 비율의 차이는 노후 소득 드러나고 있다. 뚜렷이 

데 일정 부문 기여하고 있다. 격차를 확대시키는 

본격적인 연금 민영 〈뚫 12)은 연금수급자의 소득 계층별 평굵 소득 변화를 보여준다. 

화 섣시 이전인 1979년에 비해 1997년 연금수급이자 전체의 평균 소득은 58% 증가한 것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차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1분위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37%인데 비해 5분위 (상위 20%)의 소 

소득 항목별로 보면 공적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 득 츰가율은 64%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장 급여의 경우 전체 소득 계층에서 그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기업연 

금 급여의 경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 개인연금은 대부분 가입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여 초기에 운영비 부답을 높이다가 점 

차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자주 바꾸게 되면， 운 

영비로 납입해야 하는 돈이 상당하게 된다[Sch띠z(2αlQ)) . 따라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계층 

의 경우 기업연금 가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에서도 불리한 위치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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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註‘ 데이터는 2000년 영국 가계 패널 조사 자료 사용. 표본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20~59세 노 

통자만 포함함. 총 표본 크기는 9329명의 개인 포함. 

資料 : Banks et al. (2002) . 

〈그림 9) 所得 階層영IJ 私的 年金 加入 比率(2000:年)

요컨대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불평등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기초연금 급여의 삭감 조치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을 낮게 만 

들었다. 반면， 연금 민영화로 인한 기업연금 가입률의 증가는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고소득층의 퇴직소득 증가에 기여하였다. 결국， 연금수급자들의 퇴 

직 소득 불평등의 섬화는 연금 민영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실시된 각 정책들이 연금수급자들의 소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 

로 연금 민영화 법안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변화 

에 완전하게 향을 미치는 데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연금 소득의 경우 대체로 연 

금 가엽 이후 20년 이상이 되어야 완전 연금수급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 1986년의 

소득비례연금(SERPS) 급여 산식의 변화 조치는 2001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었다. 연금 민영화가 연금수급자들 

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는다. 

4 結 論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이 급격하게 일어나 

고 있다. 본 논문은 실제 연금 민영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회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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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年金受給~IJ子 所得 階層JiIJ 平均 所得 變化

(단위 주당 f. 2αlO/1년 가격 기준) 

소득계층 5분위 

2 3 4 5 
f 전체 평균 1 

1979년 

사회보장급여 104 114 114 108 99 108 

기엽 연금 3 9 24 48 117 40 

투자소득 3 5 7 14 78 21 

근로소득 0 8 34 117 32 

기타 0 0 3 

합계(총소득) 110 129 154 205 414 202 

1997년 

사회보장급여 130 149 155 155 l33 144 

기업 연금 14 28 60 116 261 96 

투자소득 7 9 16 44 164 48 

근로소득 0 4 10 21 117 30 

기타 0 3 

합계(총소득) 151 191 242 337 678 319 

「총소득 실질증가율(%) 37 48 57 64 64 58 

註 부부 연금소득자 기준-

r윷料 Family Expenditure Surveys, ONS(2002). 

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영국은 1970년대 중반 公的所得比例年金

(SERPS)을 도입하면서. 이를 기업연금으로 외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 

다 이것이 영국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공적 연금 부문을 축소하고 외부화 

범의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화 선택에 대한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연금 민영화 정 

책윤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피고용자의 약 70%가 사적 연금 체계에 가입 

하고 있으며. 사적 연기금 적립량도 GDP에 맞먹는 액수로 성장하였다. 공적 연금 지출 

액은 GDP 대비 5% 정도로 낮은 편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당되고 있다 또한 퇴직자들의 평균 소득도 평균 임금 상승률을 압도하는 상승률을 보 

이고 있다. 

븐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금 민영화의 결과에 대하여 정부 재정의 변화와 퇴직 소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부의 공적 연금 지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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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금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령화로 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 재정 비율이 안정적인 경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연금 민영화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 지출만 분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었다. 

연금 재정 문제는 노인에 대한 총지출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연금 민영화 과정에 

서 생겨나는 부가적인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공적 연금 

의 급여수준 감소는 다른 소득 수단이 없는 노인들에게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험급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의 비용이 공적 연금 지출의 약 1/4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적 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세혜택이나 리베 

이트 등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원을 축소시킴으로써 정부 수입을 

줄이게 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연금 기 

여액과 급여액에 대한 세금면제 비용， 리베이트 비용을 합계하면 공적 연금 지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연금 민영화로 인한 정부의 

공적 연금 절감 효과는 일정 부문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수급자의 소득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금 민영화 이후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불 

평등이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민영화 이후 연금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보다도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득 항목별로 증가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중 

에서도 특히 공적 연금 부문과 기업연금 부문을 살펴보면， 공적 연금 부문의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반해 거업연금 부문의 증가율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소득 계층 

별로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쳤다. 노후 소득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 급여 삭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득 상승 폭이 

작았다. 반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사적 연금과 투자 소득부문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하 

여 소득 상숭이 크게 나타났다. 특허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사적 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은 연금 민영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었다. 공적 연금 민영화는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불평등 심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었다. 

재정적 측면과 연금수급자의 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적 연금 민영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공적 연금 급여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를 가져왔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 소득의 대부분을 공적 연금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험 급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그런데 공공부조는 개개인의 신청을 받은 후 자산 조사 등을 통한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동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스티그마 문제로 인하여 공공부조를 신청하 

지 않는 노인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소득 계층의 생계 문제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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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조세혜택과 리베이트는 정부 재정에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所得比例年金(SERPS)을 企

業年金이나 個A年金(APPs)으로 외부화할 경우에 주어지는 조세혜택과 리베이트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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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고소득 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 연 

금 급여 축소로 인한 재정 절약 부분이 조세혜택과 리베이트의 비용으로 상쇄되는 효과 

를 가져온다. W:며ker(2001)가 지적하였듯이 저소득 노인계층의 공적 연금 급여의 감소부 

분이 젊은 고소득층의 민영화 혜택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적 연금 가입 증가는 사적 연금 급여 증가를 가져와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불평등을 한 

층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年金 改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현 

재 각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 민영화 방안들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주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사적 연금 가입이 노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논리 하에 개개인 

들의 사적 연금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금 

민영화의 이면에는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연금 재정의 안정화의 이면에는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가 나타나고 었으며， 민영화 유인 정책들 

은 정부의 세원 감소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들 

의 평균 퇴직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 계층별로 소득 증가의 정도는 불균등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십화되었다. 특히 주로 공적 연굽에만 의존하고 있는 저소 

득층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사회보험 급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결국， 연금 민영 

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의 여부가 연금 개혁의 성패를 

본 연구는 영국의 공적 연금 민영화 과정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연금 민영화 과정에 

서 드러난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적 연금을 담당하는 정부의 재정 측 

변화를 살펴보고， 직접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주체인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변화를 

통하 연금 민영화 과정 이변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적 연금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 

공적 연금 외부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적 연금 가입이 증가하였고， 이 

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정도에 그쳤다. 사적 연금의 경우 자료 접 

근에 한계가 존재한다.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연금을 운영하고 있 

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보험 회사 등과 계약을 맺어 기업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연금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 회사 등을 통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적 연금에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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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접적인 자료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연금 민영화 과정에서 활성화된 사적 연금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사적 연기금의 적립량이 GDP에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사적 연기금의 운용 

이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수급자의 소득 불평등 증가에 관한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연금 민영화가 소득 불평 

등 증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 분석이 없다. 영국의 공적 연 

금 민영화 과정은 부분 민영화를 도입한 이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금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그것이 연금수급자들의 소득에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금 민영화가 연금수급자들의 소득 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추이를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처음 시행된 이후에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여 1999년에 비로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연금 체계가 마련되 

었다 (58)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國民 年金의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급여를 내리는 방식의 국민 연금법 개정을 현재 추진중이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연금 급여의 하향 조정 부분이다. 현재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 60% 수 

준인 것을 2004년부터 55%로 낮추고， 2008년에는 50%로 낮추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삼 

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0년 기초연금 급여 삭감 조치 이후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되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 급여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국민 연금 급여의 하향 조정은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 연금 가입이 용이 

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민 연금 개정을 시행함에 있어 

그 기본 목표인 노후 생활 보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급여 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체계의 마련과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연금 개혁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연금 재정 문 

제이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연금 민영화 

(58)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 
페이지 (htφ://www.npc.or.kr)를 참조 할 수 있다 . 
• 1988년 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처음 시행 
• 199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에 확대 시행 
•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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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식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었다. 그러나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에 놓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 

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결국， 연금 

캐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연의 목적을 잊 

치 말아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펼요하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博士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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