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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세계적으로 경제 저성장 및 인구고령화현상이 이슈가 되면서 1994년

World Bank는 기존의 공적연금중심의 노후보장체계는 더 이상 재정적으

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노후보장제도의 다층화를 권장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9월 노사정위원회의 전신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기업연금’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1999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

서 중요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공론장

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정부입법과정과 국회입법과정을

거쳐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퇴직연

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1월 법전부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발의된 이래, 2011년 6월 국회에

서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2년7개월이 도과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4년간 퇴직연금제도 정책이 형

성·결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 대해 2기로 나누어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노동계, 경영계 등의 발간물,

회의록, 보도자료와 각종 언론기사 등 다양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양한 정책환경의 영향 아래,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노동계·학계가 중심이 된 ‘사회보장연합’과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여기며 경영계·퇴직연금사업

자가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연합’으로 정책지지연합이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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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양한 정책의제를 놓고 정책경쟁을 하였으며, 여기에 정책중개자

의 역할이 더해지며 정책결정 및 정책변동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1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의 퇴직연금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

석틀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정책환경에서 정책중개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정책행위자는 정책단계나 환경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정책중개자가 되는 등 그 역할이 유동적이었다.

넷째, 정책행위자는 집단과 그에 소속된 개인이 각기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퇴직연금제도에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

고 결정되었으며 변동되었는지를 집중해서 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

서 정책행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정

책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최초 의도와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타협되면서 정책이 산출되는 것을 보았다.

본 연구는 2011년 1차 법개정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2015년 현

재도 커다란 정책변동이 진행중이다. 특히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는 짧게

는 6년, 길게는 18년만에 당초 제안되었던 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실현되

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이 완료된다면 ACF모형뿐만 아니라 PSF모형 등

다양한 분석틀을 통해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다층 노후보장체계, 
정책과정, 정책지지연합모형

 학  번 : 2014-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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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

기를 거치면서 그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1)에 진

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각한 인구고령화2)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고령화 자체보다는 그 속도에 더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

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

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 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초래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령인구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이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 등으로 미래에는 근로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노년부양비3)

는 15.2%였으나 2030년은 38.6%, 2060년은 80.6로 예상되고 있다.4) 즉, 생

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0.8명을 부담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20대 중후반이 되어야 산업현장에 종사하게 되

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산업에 종사하는 성인 1인당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1) 초저출산 사회: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2) OECD의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란 전체인구중 65세인구의 비중이 7%인

사회를 말하고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이다.

3)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 100명당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4)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기재부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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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2012년 기준으로 3.8%에 불과하며,

금융수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위주로 보유하고 있어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은 매우 낮아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

율5)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2014년 47%이며, 2028년에는 40%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마저도 2060년 전후로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

후로는 후세대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노후소득보장에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조차도 후세대에 부담이 많다

며,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기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전세계적인 상황으로 1994년

World Bank에서 기존의 공적연금중심의 노후보장체계는 더 이상 재정적으

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노후보장제도의 다층화를 권장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전희정, 2011)

이렇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세계적 추세이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

행중인데 비해 공적연금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을 시급히 도

입해야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개인의 책

임 강화를 의미한다며 반대의견도 있다. Esping-Anderson 등 많은 사회

정책 학자들은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정창률, 2014)

이들은 다층체계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적연금의 축소를 강

제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노후소득

5) 소득대체율 또는 소득대체효과는 퇴직전 일정기간의 임금 대비 연금소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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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개인에게 이전시키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보

고 있다.(이은주, 김교성 2012)

이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 속에 우리나라에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 12월 1일부터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40여년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퇴직급여 개선방안이 논의된 이래 8년

여간 노사정위원회와 정부입법과정, 국회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적연금으로 인식하면서 시장기능을 중시

하는 측과 퇴직연금제도를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준공적연금으로 인식하면

서 사회보장제도측면에서 접근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다양한 정책

환경 속에서 여러 정책문제를 가지고 정책경쟁을 하였고 그 결과가 법령

제정 및 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어떠한 정책과정을 거쳐 도입하

게 되었고 그 당시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정책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법령개정과정에서의 정책변동과정은 어떠했고 두 과정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가 도입되고 변동되는 정책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과 범위

yin(2009)의 단일사례연구에서 정당성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첫째, 잘 공식화된 이론 검증하는데 중요한 사례, 둘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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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기 때문에 자료로 보존할 의미가 있는 극단적이거나 독특한 사례, 셋

째 대표적이거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일상적인 상황의 환경과 조건을 파악

하기 위해 필요한 사례, 넷째 이전에는 과학적 조사절차로써 접근할 수

없는 현시적 사례로서 그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경우,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를 둘 이상의 시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종단적일 경우 등을 들고 있다.(남궁 근, 2010 ; 390 재인용)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사례의 경우는 세 번째 대표적이

거나 전형적인 사례로 14년이란 장기간 동안 정책결정과 변동이 일어난 상

황을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행정부의 공식문서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2005년을 전후로 둘 이상의 시점에서 연구할 수 있

는 종단적인 경우로 다섯 번째에도 해당한다.

연구범위는 퇴직연금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2005년 1월 법제정까지

를 1기로 하고, 이후 시행령개정 및 1차 법개정과정을 2기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퇴직연금 시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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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가. 정의

노후소득보장제도란 노령기의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소

득활동의 중단에 의한 경제적 애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

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노

후에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체게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노후소득보장을 반드시 국가의 주도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사전에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이나 저축, 부동산 등

을 구입하여 재무적 대처를 할 경우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은 ‘사회보장’과 ‘사적보장’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조세부담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등이 있으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국민연금

제도’나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이런 사회보장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법령에 의해 실시되고 국가에서 지급을 담보한다.

이에 비해 ‘사적보장’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거나 법령 규제 등 최소한의

틀만 제공하고 개인이나 시장에 맡기고 있다. ‘사적보장’은 퇴직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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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나 기업이나 지역사회 등의 상조제도, 가족부양 등 ‘집단적

보장체계’와 보험, 저축, 개인연금, 주택 역모기지, 농지연금 등 ‘개별적 보

장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 같다.

(이정우, 2013 ; 417-419)

[그림 2-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

노후소득보장제도

사회보장 사적보장

조세부담 기금조성 집단적
보장체계

개별적
보장체계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

기업상조제도

가족부양

보험 및 저축

개인연금

역모기지 등

(출처) 이정우(2013) 재구성

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

기존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공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세웠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서구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

가 심화되고 경제성장율이 둔화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영미권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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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자유주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1994년 세계은행

에 의해서부터이다. 세계은행은 연금개혁에 대한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적

연금중심의 노후보장체계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노후보장제도의 다층화를 권장하였다. 그 방법으로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

여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급하는 법정기초연금을 1층, 의무가입하는 완전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을 2층, 임의가입하는 완전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을 3층

으로 정의하였다.(World Bank, 1994)

이런 다층화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에 따른 연금재정의 위기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안정화

및 다층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평균수명의 변화에 따

른 지급연령의 조정 등이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상당한 하향조정을 야기시

키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다층화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강화라는 공사연금의 역

할분담구조의 조정 혹은 공적연금의 (부분)민영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공사연금 전반에 걸친 민영연금적 요소의 강화라는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이용하, 2011)

이런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세계적 추세이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

행중인데 비해 공적연금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

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공적연금에 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개인의

책임 강화를 의미한다며 반대의견도 있다.

이들은 다층체계는 분산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춤

으로써 자연스러운 공적연금의 축소과정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노후소득보장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개인에게 이전시키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이은주·김교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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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후보장체계에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국가들에서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자유시장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여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는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이은주·김교성, 20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국가의 역

할을 축소하고 이를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특히 2층 퇴직연금제도와

3층 개인연금제도를 사적연금제도로 통칭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공하게 함

으로써 ‘복지의 시장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은 적정보장에서 최소보장으로 바뀌도록 하였고, 금

융회사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가의 역할은 직접 제공자보다는 사적계약

의 규제자, 정보제공자 또는 중개자의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리고 노

후소득보장은 사회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미리 대비해야 하는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서, 노후 대비하는 주요한 수단은 금융상품의 구매이다.

(주은선, 2009)

즉,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은 복지공급의 공사역할 분담으로 민간부문

을 통해 효율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았다.

따라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는

금융시장에 맡길 것이며, 그 방법도 개별 기업에서 각자 실태에 맞는 복

지제도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면 안정적인 자본시장의

공급책으로 작용하게 되어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은 금융회사, 기업인, 경제관료 및 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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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지받았으며 이들은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신자유주의연합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복지의 시장화는 거버너스 구조의 분화로 인해 국가 책임을 명

시적으로 축소하고, 개별화를 통해 개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회적 연대

성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은주․김교성, 2012)

즉, 퇴직연금제도를 민간시장에게만 맡길 경우 많은 개인이 투자 실패

가 발생하여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고, 기업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근로자들은 차별적인 제도 혜택을 받게 되므로 사회보장기능이 약화되어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 노동정책관료, 사회복지 등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지받았으며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사회보장연합을 형성

하는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2. 퇴직연금제도

가. 퇴직급여제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1953년 제정)에서 ‘해고자에 대한

지급’을 명시하여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기

업에 대해 적용이 강제되는 사회적 제도로서 시행되어 왔으며 일종의 해고

수당 혹은 퇴직수당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방하남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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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30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현재와 같이 근

로계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매 1년에 대해 적어도 30일 이

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 규정화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그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다가 1989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수혜대상을 확대

하였다.

1997년 개정시 도입된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그 근간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선

택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었을 뿐 강제제도가 아니어서 기업 차원에서의 시행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형식상의 제도였다고 평가되고 있다.(방하남 외, 2001)

종래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경제개발 초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였던

우리나라에서 근속기간동안의 낮은 임금에 대한 추후보상의 기능(후불임

금), 정년퇴직 후 중간퇴직기간동안의 소득 보장적 기능(노령연금 내지 실

업급여), 기업의 인사 관리적 기능을 동시해 수행해 왔다.(김진수, 2006;

박지순, 2008, 재인용)

이러한 퇴직급여에 대해 법적 성격으로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

생활보장설이 있다.

임금후불설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 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공로보상설은 사용자입장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근로에 대해 은혜로

서 증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생활보장설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생활보장이 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라는 학설로 최

근의 이론이다.

학설 및 판례의 일반적 견해는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사후적 보상으로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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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중

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봐

야한다.

또한,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부

터는 사용자가 그 후불임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 및 운용하여 근로자

가 직장에서 은퇴후 수령하게 함으로써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여금

에 대해 그 공공성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나.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하는 직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

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이지만

위와 같은 퇴직급여의 성격으로 인해 준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

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김병덕, 201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공적인 국민연금에 더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소

득에 비례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미흡 등

기존 법정퇴직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측이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지급의 부담을 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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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노후 생

활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인사관리나 노무관리에 효

율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외적립에 의한 연금지급보장이 되어 기업의 파산시

에도 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금융상품에 투자에 따른 초과수익을 통

한 노후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어 미래 재정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고 세금징수에 따른 사회적 후생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이태호·김재현, 2012)

이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운영원리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러한 차이는 소득보장성 선택성 이동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용하나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

적 소득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성을 기본적 원리로 설정

할 수 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퇴

직연금제도와 다르지 않으나 기업이 퇴직금을 기업 내에 유보하고 퇴직

후에 이를 일시불로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수령여부가 기업의 재무상

황에 지나치게 좌우되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 원리는 선택의 원리로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자

를 선택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서는 특정의 보험자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없이 기업과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퇴직연금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운영원리는 이동성으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

으로 옮기게 되면 이전 직장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적립을 시작해야 한다. 퇴직연금도 원칙적으로는 직장과 연계되어 있으므

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과정을 제도적으

로 보완한 것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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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직장이 바뀌어도 기존의 퇴직연금을 유지 하고 계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권혁주, 2010)

2. 정책변동

가. 정책개념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많다. 다이(Thomas Dye)는 정책

이란 “정부가 하거나 또는 안하기로 결정하는 것6)”(Dye, 1978)이라고 하

였고, 라스웰(Harold D. Lasswell)은 “문제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

동” (Lasswell, 1975)이라 하였다.

국내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외, 2011, 35), “정책은 민주사회에서 사회가 바람

직한 상태를 벗어날 때 정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관여하게 되는데 관

여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정책이다.”(백승기, 2010; 44)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책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정의들에서 도출해

보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 대상집단’을 정책의 3대 구성요

소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대상집단은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용자 및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근로자’이다. 그리고 정책목표로 최종

목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이고 이를 위한 중간목표는 “우

6) public policy is what the government chooses to do or no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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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 알맞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단으로 ‘시장에 위임’,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

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가 논문의 중심내용이 될 것이다.

나. 정책과정

정책과정모형은 정책과정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본다. 학자에

따라 라스웰(Lasswell)은 7단계로 보았으며 존스(Charles jones)이나 앤더

슨(James Anderson)은 5단계, 리플리(Randall Ripley)와 프랭클린(Grace

Franklin)은 4단계로 보았다.

정책과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 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정책변동단

계로 구분된다.(정정길 외, 2011; 백승기, 2010; 박경일, 2013). 이를 각 학

자들마다 비교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정책과정 단계

구분 라스웰 존스 앤더슨 리플리

정책의제설정 정보 문제정의 정책의제설정

형성·합법화
정책결정

건의
형성

정책형성

처방 정책채택

정책집행
발동

집행 정책집행 집행
적용

정책평가 평가 평가
정책평가

평가

정책변동 종결 종결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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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

로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정정길 외,

2011; 283)로 정의된다. 이 과정에 대해 Cobb과 Elder는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증의제, 정부의제의 4단계로 제시하였고 이는 여러 요소들의 조합

수준에 따라 단계가 증감한다.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설정된 의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문제

의 해결이나 완화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

는 활동을 한다.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

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는 논리와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책분석의 핵심이다.(정정길

외, 2011; 325)

정책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대안의 개발과 비

교분석을 거쳐 정책목표와 수단이 선택된다. 선택된 정책수단은 집행을

통해 실현되며, 집행된 정책이 본래의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

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앤더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결단계라는 표현 등을 통해 정책

의 종결 및 수정, 승계까지 포함하여 정책변동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앤

더슨의 경우에도 정책평가단계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유훈, 2009;

122-131)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책결정 및 정책변동에 중점을 두

고 있으므로 정책변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다. 정책변동

정책변동의 정의는 “특정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결시키는 것”(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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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으로 정책변동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정치체제에 대한 투

입의 변화, 그리고 투입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정치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좌우된다.”(정정길 외, 2011; 713)

후드(hood, 1994)는 정책변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에 대해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정책변동은 실험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논리적 또

는 수사적인 힘에 의해 뒷받침된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에서 나올 수 있다.

둘째, 정책변동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황변화를 자아낼 수 있는 이익의

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정책변동은 새로운 정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넷째 정책변동은

기존 정책의 유산에 의해 내부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 성립되지 않고 시장실패가 발생한 상황,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파레토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치

유책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실패를 가져오기도 하여 정책의

변동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

는데 대표적으로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Hall의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

변동 모형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 policy stream framework),

시차이론 등이 있다.

이런 모형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CF)

을 중심으로 정책변동을 해석하고자 한다. Sabartier와 Jenkins-Smith의 정

책지지연합모형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요인을 찾기 위한 정책집행이론 분야

에서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을 통합하는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정책문제, 하부체계 등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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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및 민간부문에 속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전략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법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이 어떻게 행위자들의 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정책과 전략간의 인과적 가정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

성을 위해 신념체계에 따라 지지연합을 형성하여 정책의 법적 속성을 조

정하려는 전략과 시도를 강조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적어도 4개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이해에는 10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둘

째, 이러한 시간범위에서 정책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하위체제들

(policy subsystems)에 중점을 둔다. 정책하위체제란 정책분야에서 정부결

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로 다른 조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다. 셋째,

그 하위체제들은 정부의 모든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상호간 차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넷째, 공공정책은 신념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

념화할 수 있다.(Sabartier, 1993)

정책지지연합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크게 외생변수와 정책하위체제

로 구성된다.

외생변수는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자연자원의 분포, 근본적 사회문화적

가치 및 구조, 기본적 법구조 등을 말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연합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이나 영향 등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외적사

건으로 구분된다.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은 이런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기회를 얻

기도 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정책하위체제는 정책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들의 모임이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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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는 정부부처, 국회, 기업, 전문가, 언론 및 이익집단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자들은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며 공식적인 법적권리, 여

론, 정보, 인적·재정자원, 기술적인 리더십 등의 자원으로 자신들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정책연합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책대안들은 정책중개자

(poliy broker)에 의해 중재된다. 정치인, 정부관료 및 시민단체들 모두 정

책중개자가 될 수 있다.(정정길 외, 2011)

정책지지연합들은 정책변동경로(paths to policy change)를 통해 신념체

계의 변경이 발생한다. 정책변동경로는 정책지향학습과 외부사건에 의한

충격 등이 있다. 외부사건에 의한 충격은 정책하위체제에서 의제 설정의

변화 및 여론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사건들

을 말하며, 정책지향학습은 정책목표 달성 또는 수정과 관련한 경험이나

새로운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나 의도의 지속적 변화이다. 이는 다른

지지연합으로부터 학습도 가능하고, 외국사례나 선진사례, 과거의 경험 및

역사로부터 학습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바티어는 2005년에 수정모형을 통해 정책변동경로로 두가지

를 추가하였다. 첫 번째는 내적 충격으로 정책지지연합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정책참여자에게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외적충격과 같지만, 지지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한 문

제점을 제시하고 그 내부에서 신념체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서 신념체계를 강화시키는 외부충격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협상된 동

의로 이는 두 지지연합이 협상을 통해 정책을 변동시키는 경우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을 의미한다.

이 지지연합모형은 정책과정의 내적 동태성과 이를 통한 정책산출과정

을 밝히면서 더불어 환경적 요인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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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환경적 요소와 정책과정, 정책산출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김순양, 2010)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으로 RISS 등에서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학위논문이 600여건

학술논문이 500여건 검색이 된다. 이 논문의 대부분이 경영·경제학과에서

쓰여진 것이 많았고 그 주제는 자산 및 적립금 운영구조, 세제관련, 회계

기준, 수익률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법학과에서도 연구가 활발했

는데, 주로 법적 쟁점, 법제 분석, 보장성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사회복

지학과나 노동대학원 등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구, 소득대체율, 제도개

선 방안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5년 전후 주로 제도 시행초기 퇴직연금제도

에 대한 소개 및 외국사례와 비교연구, 법적쟁점 등이 주를 이루었다.(방

하남,2003; 김원식, 2005; 김재훈, 2006)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익률, 가입률 및 적립금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나 수급권 보장방안, 활성화방안에 많은 연구(송원근 2007; 류

건식, 2008; 이성우, 2010; 김주원, 2010; 이태호·김재현, 2012)가 집중되어

있었다.

또는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연구(문형표, 2007; 김원섭·강성호, 2008; 류건식, 2008)나 퇴직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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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연구(임병인·강성호, 2006; 류건식·이봉

주, 2009; 강성호, 2011; 한정림·이항석, 2013)등도 다수 볼 수 있었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역할 연구(장정미,

2012)나 퇴직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신상욱, 2008)이나 기업에 미

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책형성과정을 다룬 논문으로는 거의 찾

기 힘들었다. 유일하게 제도 도입후 1년 뒤인 2006년 오수미에 의해 “퇴

직연금제 도입 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이 시도 되었다. 오수미는

도입논의기(1998.11∼2001.6), 노사정 위원회 도입 논의기(2001.7∼2003.7),

정부 단독 입법 추진기(2003.8∼2004.12)로 세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정

책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는 “한국의 연기금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면서

일부 장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금융제도의 재편에 대응하는 탈발전국가의 ‘발전주의적’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은민수, 2011)

는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

었다.

2. 정책변동

본 논문은 어떠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보다

는 정책형성 및 정책변동과정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 특정모형을 사용하

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논문들이 정책변동을 어떻게 분석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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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및 변동에 대한 이론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매우 많았고 정책

결정과 변동에 관해 다양한 모형을 적용한 연구도 많았다.

정책변동 모형중 우선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특히 최근 들어 더

늘어나는 추세로 학술논문만 해도 2014년에 10편이상이 제목에 직접적으

로 정책흐름모형이나 Kingdon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 중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최성락,

2012)처럼 Kingdon모형을 어떻게 적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나를 보는 메

타연구도 있었다. 여기서는 “Kingdon 모형 적용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없

는 선진 국가, 정책공동체의 규모가 큰 국가에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정

책 대안들 사이의 완전경쟁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적용에 한

계가 있었다. Kingdon 모형은 한국적 상황에서 큰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

은 한계가 있지만, 한국 정책 공동체 내의 세부 작동 원리 및 정책의 현

실적 과정을 탐색하는데는 주요한 이론적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정책지지연합모형(ACF) 역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책변화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

함을 입증하였다. 국내 학술지만 보더라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70여편의 논문들이 ACF모형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책지지연합

모형을 적용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전진석의 연구도 있었다.

여기서 그는 ACF를 적용한 논문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ACF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 둘째 ACF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

정내지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연구, 셋째 ACF의 일부요소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경우, 넷째 ACF모형에 정책흐름모형, 정책네트워크모형

등 타 모형과 결합시켜서 정책변동을 분석한 연구 등이다.(전진석, 2014)

장효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파나마의 연금개혁과정을 ACF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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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 민영화 반대연합과 찬성연합의 갈

등과 대립 그리고 합의가 어떠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장효진, 2011)

최금숙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추진과정에 대해 3기로 구분하여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지지연합의 형성과 정책중개자의 역할 수행을 분석

하였다.(최금숙, 2012)

그리고 ACF모형에 타모형을 결합시킨 여러 연구가 있었다. 김진식은

ACF모형에 다중흐름모형(MSF)를 결합시킨 ACMS모형으로 ‘건강보험통

합정책’에 대한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모형을 통해 각각의 모형

의 한계인 ACF에서 약한 수준의 명확한 시작점과 전략의 범위 등과

MSF에서 약한 수준의 외생변수, 정책행위자들의 정체성 등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어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정책변동과정

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로 보았다.(김진식, 2013)

최인규는 ACF와 정책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후소

득보장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정책네트워트워크 이론은 인과적 설

명력을 갖지 못하였고 ACF모형은 정책행위자간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분

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두 모형의 장단점을 결합할 경우 보다 유용한 분

석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최인규, 2012년)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느 한기간만 분석하기도 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모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는 2기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는 4기로 나누어 정

책변동과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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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하고 현재 형태로 변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정책환경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

가 있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안들은 어떻게 논의 되었

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참여자들의 입장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과 변동과정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고 어떠한 차

이점이 정책을 변동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즉, 연구문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퇴직연금정책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정책의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

는가?”

연구문제 2 “퇴직연금정책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시 정책의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경되

었는가?

연구문제 3 “정책결정과 정책변동 두 과정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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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급여정책의 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행위자

들의 신념체계와 정책전략, 그에 따른 상호작용과 정책중개자의 역할 등

이 어떻게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사례분석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각종 관련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로는 정책입안자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 정부 정책연구보

고서, 각종 공청회자료 및 입법예고문, 운영실적데이터, 그리고 정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생산문서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회의 의사일정, 법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

의록 및 본회의회의록, 국회의원들의 발간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다.

이해관계자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산하 금속노

련 등의 발간물과 보도자료, 공청회 및 내부교육자료를 활용하며 또한, 사

용자를 대표하는 경영단체인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발간물 및 보도

자료, 내부교육자료 등을 활용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및 산하연구소의 발간물,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등의 인터뷰자료, 각종 민간연구소 및 연구학회 등의 발간물

및 연구자료, 각종 언론기사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문서로 만들어진 자

료와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위주로 사실을 기술하고자 한다.



- 25 -

2. 연구분석틀

정책변동과정이론은 다양하다.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은 정책목표와 정

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의 변동으

로 개념화하였는데, 이 연구 사례의 경우 10년 동안 3번의 변화가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차이론은 정책참여자들이 어떤 시관이나 시간규범에 따라 정책을 바

라보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정책이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임도빈, 2009) 그런데 이 연구사례는 시간적 선

후나 작동순서보다는 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정되는 것이 흥미로운 주제이다.

따라서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통해 정책행위자들이 어떻게 정책지

지연합을 형성하고, 그들이 어떤 신념체계를 공유하면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정책변동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1997년부터 법제정

완료되는 시기인 2005년까지를 제1기로 보았고, 법령개정이 제기 되어 시

행령개정 및 제1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이 되는 2011년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였다.

1기와 2기의 정책하위체제는 거의 동일하다. 단지 1기는 법제정과정이

고 2기는 법개정과정으로 입법절차가 다를 뿐이다. 정책지지연합은 1,2기

공히 사회보장연합과 신자유주의연합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각 정책지지

연합의 구성원에서 있어서 추가되거나 어느 한 주체의 활동이 약해지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그리고 중책중개자는 행정부와 입법부로 변화

는 없었다.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안정된 변수는 첫째 문제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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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속성, 둘째 근본적 사회문화적 가치 및 구조, 셋째 기본적 법적 구조

로 1, 2기에 걸쳐 거의 동일하다.

이에 비해 역동적 외적 사건은 1, 2기 각각 상이함을 볼 수 있다. 1기에

는 첫째 사회경제적조건 변화, 둘째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 셋째 다른

정책하위 체제 영향이 외적사건이었다면, 2기에서는 다른 정책하위 체제

의 영향 대신에 여론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분석 틀은 [그림 3-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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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퇴직연금제도의 개관

제 1 절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상을 법령에서 정하는 외부기관에 정기적으로 예치하여 근

로자가 퇴직후 일정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

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약에는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 운영

형태 선택, 자산관리 및 운영관리를 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과거 퇴직

급여분 포함여부 등 가입기간, 기여금 수준 및 납부 주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 방식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규약신고 전에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기속력 기업과 근로자에 발생하며 노

동부에 수리되면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규약이 수리되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기업에서는 규약에 따

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해진 방식대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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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퇴직

연금사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연금사

업자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사업자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포함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해야할 퇴직급

여를 부채로 안고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취급함으로써 현금흐름을 안

정화한다. 또한 부채를 줄여 기업의 재무개선에 도움이 되고, 당해연도 기

여금만큼 손비인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적립금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 지급보다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소속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급여가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경

영상 어려움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되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통산을 통

해 계속적인 적립금 유지가 가능하며, 수급시점과 연금이나 일시금 등 수

급방법 조절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을 통한 적립금 증대가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제 2 절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

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된다.

먼저, 확정급여형은 확정된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즉 근로자가 받

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이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수준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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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운용성과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사용자에

게 귀속된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확정된 기여방식이 있다는 의미이다. 즉 사용자가

기여하는 방식이 확정되어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식을 선정하게 되고 그 운용성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근로자입장에서 보자면 확정급여형은 지금의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방식

으로 산정된 급여를 받게 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퇴직금이 장부상이 아닌

사외에 예치되어 있어 퇴직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수

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임금인상율이 높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주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운용성과

에 따라 기여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리능력 및 협상력이 있는 대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임금인상율이 낮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립금 운

용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제도로 추후 근로자의 임금인상분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표 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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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퇴직연금제도 유형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사

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

급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

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

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

직급여를 지급
운용주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을 결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을 결정
기업부담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기업

부담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

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

준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어려움(퇴직시 IRA로 이전)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선호 연공제, 대기업 연봉제, 중소기업

계층 장기근속자, 고령층 단기근속자, 젊은층

(출처) 노동부(2005) 퇴직연금제의 주요 내용 일부수정

퇴직연금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을 가입

한 기업이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기업에 비해 3배 많았으나 점차 확정급여

형의 가입이 많아지면서 2010년 12월경에는 확정기여형이 37%, 확정급여

형이 36.4%로 두 유형의 가입비율이 거의 같아졌다.

그러다가 법령이 개정된 2012년도 이후 전년도에 비해 가입사업장이

46%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30인 이하 사업장이 91%를 차지하는데 이중

70% 이상이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서 다시 두 제도간 가입비율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이 54.3%를

차지하고 확정급여형은 30.8%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는

데 확정기여형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가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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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령연령(55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

였을 때 추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산(通算)장치이다. 즉 잦은 이

직으로 퇴직급여가 누적되지 못하고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하나의 계좌에 여러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급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2012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 퇴직하면서 일정금액7) 이상 수령하는 경우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IRP계좌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퇴직연금에서 파생된 제도로 기업형IRP제도가 있다.

이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IRP

를 개설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제도인데, 2012년 법

개정시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해도 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업형 IRP제도는 다른 제도가 퇴직연금규약 등을 만들어야 제도로 인

정받으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규약이 없더라도 쉽게 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나 미국

의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에 허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사

업장으로 한정하여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개별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를 새로 입사한 기업에

통보할 경우 이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전성이 뛰어난 방식인데 비해, 우

리나라의 경우 기업형IRP를 한묶음으로 관리하면서 타회사로 이전할 경

우 기존의 IRP계좌를 활용할 수 없고 해지해야하므로 이전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제도이다.

퇴직연금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던 2007년 2월말 가입실적을 보면 기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9호, 150만원 이하 수령자 적용 예외, 그 이상은 IRP 계

좌로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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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형IRP에 가입한 기업은 9,331개소로 전체 가입기업 17,137,개소의

54.3%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불과 3년만인 09년 12월말 기업형IRP 비중

은 30%로 떨어졌고 2014년 6월말 현재는 12.2%에 불과하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반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규모기업에 기업형

IRP가입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2007년 2월 기준으로 기업

형 IRP 가입사업장의 95%가 은행에 가입하였다. 이는 은행권의 대표적인

실적 쌓기 위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데,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협상력 부재로 은행측에서 대출조건이나 연장조건으로 각종 은행상품을

끼워 팔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였고, 특히 규약작성 등이 필요 없으

므로 기업형 IRP로 가입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제 3 절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1.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소유자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

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에 이익충돌이 발

생하는데 이를 대리인문제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란 주

제로 주로 주식회사 등 기업이나 투자신탁분야에서 다루어진다.

그런데 퇴직연금관계에서는 연금소유권자(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과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인 사용자와 수익자인 근로자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중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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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소유자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어떻게 강구하냐의 문제로 소유자

자산의 보관장치, 경영자에 대한 충실의무부과, 경영자에 대한 제3자 감시

장치 등의 이익충돌 해소장치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 등을 주로 논한다.(류건식, 2007)

지배구조는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뉜다. 계약형이란 사용자가 근

로자와 합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그와 퇴직연금 사업계약을

맺고 연기금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형은 기업별, 산별단체별

또는 정부 등에서 별도로 독립된 연기금을 설립하고 노사협의회 등 기금

관리운영체가 기금운영관리 전반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자금운용은 외

부전문기관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나의 독립된 연금전문 금융기관을 설립

하는 것과 유사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동시에 도입되어 있는 경

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특징은 계약형 지배구조만 허용하

고 있다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좁고, 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어 사용

자나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하는 시장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분리

이러한 계약형 지배구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퇴

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분리하였다.

운용관리기관은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제공하는 상품라인업업무와 가입

자 정보 및 적립금운용상태 및 내역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기록관리업무,



- 34 -

자산관리기관에 가입자지시에 의한 투자상품 매수매도 등을 전달하는 업

무 를 수행한다.

자산관리기관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투자

상품 매수, 보관, 매도 등의 업무와 기여금 수납 및 연금 지급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즉, 제도를 설계하고 상품을 제공하고 기록관리를 하는 등의 실제적인

업무는 운용관리기관이 하나 금전은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게 만들었고,

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을 받고, 보관하고, 지급하는 등의 업무로 금전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분리한 이유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상품을 취급하고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을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

을 추구하고, 운용관리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수행하여 적립

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기관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관리 사업자와 운용관리 사업자가 분리되는 형태는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로 일본의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제도

에서 찾을 수 있지만 선진제도라 할 수 없다.

“자산관리 사업자의 역할은 자산의 보관,입출금,운용지시의 수행 정도이

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사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예

를 들어, 투자신탁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의 경우 0.05% 이

하의 보수가 지급됨, 굳이 사업자를 두 개로 나누어 퇴직연금 관리 비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고광수 외, 2006)이란 지적이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전산문제 및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동일한

기업에 대해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나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분리한 법

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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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자 자산관리기관이

고 더불어 상품제공기관이거나 자회사를 상품제공기관으로 거느리고 있으

며 자산관리계약에서 특정금전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의

자사상품으로 대부분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한국연금학회, 2013)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다보니 운용 및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의 적정한 운용방법에 대한 컨설

팅,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년 적립금의 0.1∼0.7% 수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마

다 적립금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설정, 급여 지급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수수료로 운용관리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부담금 외에 별

도로 산정하여 납부한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상품관리수수료 및 각종보수가 있다. 이는 상품제

공기관이 적립금으로 투자된 금액에서 선취하거나 후취하고, 또 그중 일

부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상품판매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제공한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별도로 받

을 뿐 아니라 투자상품을 통해서도 수수료를 수취하게되어 이중·삼중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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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퇴직연금제도 정책행위자

1. 정책행위자

정책과정 참여자는 법적·제도적으로 공식적 권한이 부여된 공식적 참여

자와 공식적 권한은 없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

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한다.

전자는 대통령, 의회, 관료 등이 해당하고 후자는 정당, 이익집단, 언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백승기 2010, 119)

대부분의 정책변동에 있어서 행정수반, 즉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언급한 것

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공식적 참여자는 의회와 행정부인데 특히 제도

를 관장하고 감독을 하는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계획 및 세제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가 공

식적 참여자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당사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이고 우리나라의 계약형 지배구조 하에

서는 퇴직연금사업자도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정책과정 참

여에 있어서 공식적 권한이 없어 노총이나 경제인연합회, 업권별 연합회

등 이익집단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이런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별 어떤 특

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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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행정부는 법적·제도적으로 공식적 권한이 부여된 공식적 참여자로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자생적이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에서는 정책주도자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쟁점을 정책의제로 삼을 것인가는 대통령 및 의회에서 주도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에는 관료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관료들은 같은

분야에서 장기간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도 이들의 경험에 힘입

여야 하며, 그들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

기 때문이다.(백승기, 2010; 130)

정책에 있어서 관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관료들이 기초한 변동

안이 결재과정 및 회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경우도 많지만

관료들의 초안이 토대가 되며, 관료들에 의해 정보가 선별되고 제한되거

나 때로는 왜곡되어 제공되므로 관료들의 의도에 반대되는 정책이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

유훈교수도 “일선관료들을 정책과정에서의 주된 행위자로 보며 일선관

료들이 주장하고 결정하기까지는 구체적인 의미의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일선관료제 이론의 주장에 수긍이 갈 것 같다”(유훈, 2008)라는 기술

을 통해 일선관료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부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보기보다는 각 부처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며 사안에 따

라 취하는 입장도 다르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이나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제계

획과 관련성을 근거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

를 자본시장의 한축으로 보며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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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제도운영 및 감독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관리감독만 실시하고 있으며, 퇴

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각

부처의 특징과 입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지급 근거인 근로기준법을 관장하면서 퇴직연금

제도까지 관장하는 주요 행정부이다.

고용노동부는 1963년 보건사회부소속 노동청이 창설된 이후 1981년 노

동부 승격을 거쳐 2010년 현재의 고용노동부가 되기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감독업무, 노사관계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업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

자들의 체불임금문제이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

되므로 체불이 적체되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퇴직금의

체불은 퇴직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문제여서 체불로 인식하고 있지 못

하다가 갑자기 기업이 도산하거나 지불불능사태가 되었을 때야 체불로 확

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

금 13,438억원 중 4,696억원이 퇴직금체불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촉진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되므로 퇴직금체불 문제도 줄어들게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

도의 확산을 추구하고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경향은 법제정 및 개정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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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일원화(가입 강제화)’, ‘적정 사외적립비율 규정 및 점진적 적립비

율 확대’, ‘연금기금 운용시 원리금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

산 투자 제한’ 등을 통해 나타난다.

퇴직연금제도의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퇴직연금제

도를 도입할 때 규약을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그를 심사함으로써 제

도 도입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부족과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법제도를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 금융감

독원에 위임하여 실질적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세 당사자중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벌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줄 수 없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제재나 통솔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

처로 시작되어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다가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

처를 통합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으며 2013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대내·대외의 경제정책에 관한

안건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 등을 다루는 경제장관회

의 의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이에 속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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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 시절인 1998년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노동부보다 적극적이었으며,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활성화에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연기금으로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효율성, 시장성 측면을 중시한다.

또한 장기적 국가예산 지출 측면에서 보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보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보장체제 강

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입 강제화 및 가입 활성화 측면도

중요시 여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범위 조정을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가입자의 추가불입금의 소득공제 인정한도 조정이나

퇴직소득세 및 연금수령과세 세율조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유도

등의 정책을 세우기도 한다.

(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를 보험사,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8)

금융위원회의 고시사항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업무는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3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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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퇴직연금사업자들로부터 매월 계약실적 및 적립금 운용실적 등을 신

고 받아 통계관리를 하며 현지감사 및 신고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감독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어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까지만 노사협의체가 활동을 할 뿐, 전문성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선정된 사업자들이 가져오는 방안 중에 좋은 것을

택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들어 규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사업자

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만 허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

회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운용방식이나 계약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은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이긴 하

나 이들과 더 많은 접촉이 있다보니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보다 친시장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의회

의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정책의 형성에 제

한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행정부가 하고 입법부는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의회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은 정당에 속해 있다. 정당은 정권을 목적으로



- 42 -

형성된 조직체로서 선거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당은

국민과 정치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다양한 요구들을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정책 아이디어들로 전환하며, 집권시에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회

의 집합적 목표를 집행하고, 정치엘리트의 충원과 사회화 및 일반 시민들

의 정치참여를 조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주재현 2008 29)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였고, 이후 여러 정책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이 필요하였다. 2005년 법제정 및 2012년 법개정시 정부입법안을 기초로

이루어졌지만 국회내에서 각종 공청회와 임시 및 정기국회, 각종 의원입

법안 등이 엮이면서 정책결정 및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퇴직연금제도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 나누

어지기 보다는 의원들의 출신과 배경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

았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주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성상 각 당마다 노동조합 출신 등 노동계를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관

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 입

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도 시장성·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나 공익

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띄고 있다.

4. 이익집단

이익집단이란 “집단구성원들의 공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

단을 말한다(정정길, 2011; 177). 이익집단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정책

에 반영시키는 순기능을 하는데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

고 정책의 집행을 돕는 등 체제적 기능을 수행한다(pross, 1986; 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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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재인용 2010; 134).

때로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영향력

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하여 압력집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익집단은 정

책변동을 위한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데 특정한 정책의제가

채택되도록 하거나 저지하기도 한다.

이익집단의 분류에 대해서 아몬드와 포웰(Almond & Powell)은 비결사

적(nonassociational), 제도적(institutional), 결사적(associational), 아노미

적(anomic) 이익집단 등 4가지로 분류하였고, 윌슨(Wilson)은 기업가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임의적 이익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맥켄지(R.T.

Mckenzie)는 이익집단을 부분집단(sectional), 촉진집단(promotional), 잠재

집단(potential)으로 분류하였다

아몬드의 분류를 기준으로 더 자세히 보면 비결사적 집단은 1차집단의

성격을 지닌 비공식적 조직이고, 제도적 집단은 특별한 기능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익 표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방어적 집

단은 노동자나 사용자, 전문가, 농민 등 특수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이

들을 대변하는 조직이며, 촉진적 집단은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조직이다.(주재현, 2008; 27-28)

위의 분류로 보자면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이익집단은 방어적 집단이며

제도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이나 중소기업연합

회 등 경영계가 대표적 이익집단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업권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각각의 업권별 연합회가 이익집단으로서 정책과정

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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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즉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수혜의 대상으로 이들의 이익이

가장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금의 조성이 근로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

용자들에게서 나오다보니 제도내에서 발언권이 강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급안정성 면에서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

입을 찬성하고 강제화하길 원하나, 미래소득보다는 현재소득을 중시하는

특성과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퇴직금제도 선택권 제

한이나 인출 제한 등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근로자들도 대기업에 속해 있는지 중소기업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서도 성향이 다르고, 이직이 잦은 업종이냐 장기근속하는 업종이냐 등 그

특성에 따라서도 취하는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익집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이 대표적인데 중소기업 등은 노동조합결성 비율이 낮아 이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에 1

년 미만 단기근속근로자나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가

입대상 확대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입법과정에서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가입대상 확대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제도

와 유사하고 자산운용이 사업주의 책임으로 지급보장기능이 강화되므로

제도도입에 찬성하였으나 확정기여형은 자산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간주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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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도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제도의 민영화와 연금의 금융자본

화를 촉진시키며 특히 확정갹출형(기여형)은 기금운용의 위험성을 근로자

에게 전가시키며, 또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공적연금의 약화와 소득재분

배 기능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 기업연금 도입을 막고 현행 퇴

직금제도의 확대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10)

이렇듯 노동계의 입장은 퇴직연금제도 중 몇가지 사안에 대한 반대이지

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었다.

나. 사용자

사용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

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다. 이들은 노동계에 비

해 개별 회원사들의 요구사항과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응집력이나

조직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 정책에 미치

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제도의 경우 장부상 적립한 것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장 현금을 지출하여야 하

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봤으며, 퇴직연금을 통해 사외적립한

만큼 손비가 인정되어 절세가 되지만 퇴직연금관련 수수료를 지급해야하

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책으로 추진되

다보니 기업에서는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9) ‘눈 가리고 아옹’하는 퇴직연금제는 도입 반대(한노총 성명서, 03.9.)

10)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김연홍 전국금속산업연맹 교육부
장, 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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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경련 등 대기업이 주축이 되는 사용자단체의 경우 퇴직연금제

도를 보는 셈법이 다양하였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소극

적이었는데 반하여,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자금이 자

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므로 자신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였

다. 또한 재벌기업들은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소유하고 있어 퇴직연금시

장이 개방될 경우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로 인해 전경련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실업기간중 생계

보장과 퇴직후의 소득보장 기능이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나 법정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기업의

인력채용 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

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불능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부담을

모든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개별 기업의 경

영성과 및 지불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

하면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11)이 너무 과하다”며 그 지급율을 낮출 것 등

을 주장하였다.12)

대한상의도 퇴직연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만큼 국민연금에

서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며 전경련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13)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규모기업 회원사 비율이 높은 경총과 중소

기업중앙회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확대와 국민연금과 조정 없이 실시

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거나14) 제도 도입에 공

감은 하지만 큰 비용부담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15) .

11) 연간 임금의 1/12(8.33%)

12)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련, 2001.12.

13) 국민연금 개선방향 보고서, 대한상의, 2001.3.

14) 퇴직(기업)연금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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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직연금사업자

이익집단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형태로 이익표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해당문제의 정책의제화

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해야 의제 설정에

유리한데 이익집단은 연구기관 보유 등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정책결정시엔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정치적 지원을 미끼로 정책결

정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전문지식을 제공함

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전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백승기, 2010; 134-138)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금융시장

에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업자, 즉 퇴직연금사업자들이다.

이들은 IMF 구제금융시기에 주가가 500선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입될 자금을 원하였고, 미국 등 외국사

례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시기에 주식시장 등 자본시

장이 확대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

였다.

금융회사들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업권별 이익단체가 존재하여 업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속력이 강하였

고 이런 업권별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사용자단체와 경제부처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런데 업권에 따라서는 이익이 상충되기도 하였다. 퇴직연금제도가 도

입되기 전에 퇴직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전유물이었고, 은행권에서 취급하

15)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조사(종소기업중앙회, 2004.12.)



- 48 -

던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보험과

달리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시기부터 은행권과 증권업권 등은 퇴

직연금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뭉쳤고, 제도 도입

시에도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코스콤과 은행연합회에서 공동기록관

리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런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업권별로 은행권의 꺽기 등 영업행위나 생명

보험권의 종신보험 등 지급상품방식 등에 대해 서로 견제하며 주도권 다

툼을 하면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금형제도 도입 등 기존 퇴직연금사어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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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1기 법제정 과정 정책변동 분석

(1997년∼2005년)

제 1 절 정책환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고도성장하면서 공적연금은 부과방

식을 재적방식으로 채용하면서 급속한 팽창을 하여왔었다.

그러나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도래하고, 선진국들은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인

구 고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열풍에 의한 개방화·세계화현

상은 부과방식 공적연금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1990년 중반까

지 선진국들은 기존 노후보장체계내에서 개별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보

수적 개혁을 하였지만 계속되는 연금재정악화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1990년 중반부터 OECD와 세계은행 등은 본격적으로 연금체계개

혁을 위해 다층체계로의 전환 및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금체계개혁들의 공통점은 먼저 노후보장에서 과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의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줄이는 대신 적립방식의 사적연

금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후세대에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연금

모두 확정급여형연금에서 재정적 신축성이 높은 확정기여형연금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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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금으로 전환을 촉진하였다.

특히 호주,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적립방식

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기업연금)의 가입을 강제화하였다.(한국노총중

앙연구원, 2009년)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처음에는 학자들

을 통해 주장되던 다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행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1990년대말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 2 절 상대적 안정된 변수

1.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속성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시각과 기업과 근로자간의 개별적 기업복지제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온 퇴직급여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다른 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년퇴직자가 받을 때는 노령연금의 역할을 하였고, 중도퇴직자에게는 실

업급여의 역할을 하였다.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이

나 고용보험이 퇴직자나 실직자에게 충분할 만큼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공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해야한다고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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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하여 자율계약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준 이상을 의무

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소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등으로 수급

대상의 확대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의 도산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퇴직급여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서 퇴직급여 지급보장제도

를 도입한다던가 지급보장기구 설립 등을 주장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가 위험한 자본시장에 투자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

하는 정책과 이를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서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한 제도 운영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나. 개별 기업복지제도의 속성

이에 비하여 퇴직연금을 개별적 기업복지제도로 보는 시각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연금이 우수한 인력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개별적으

로 도입했던 제도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었던 1960년대에 비해 현재는 국민연금이

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측면

이 약해졌으므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여부와 기업의

기여수준 등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자율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야한다고 보게 된다.

현재의 퇴직급여 기여수준은 임금의 8.3% 수준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므

로 그 수준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급

여부를 의무화하지 말고 기업 자율로 맡기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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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소규모기업과 단기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대상 확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

금 적립금을 수익성 높은 자본시장에 투자하게 하여야 한다며 투자상품

및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율규제 정책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성격중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지지연합이 구

성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무화,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및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적용확대 등을 주장하는 사회보장연합과 퇴직금제도의 강

제화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 임의화, 적용대상 확대 반대, 금융상품으로서

기능 강화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연합으로 나누어진다.

2. 자원의 기본적 배분

세계 여러 국가의 퇴직연금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제도로 계획하기보다

기업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기업에서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187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기업연금플

랜을 시초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전체적인 제도로서는 미국에서 2차 세계

대전 중에 전시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임금을 동결시키자 다수의

기업이 임금인상 대신해 기업연금을 도입했고 정부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

시키는 기업에 세제우대 혜택을 제공하면서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영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 따라서는 기업의 기여금에 대응하여 근로자도

일부 기여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도 운영되기도 한다. 그

러나 본질은 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사용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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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상호협의체 등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이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등으로 수급 받는 형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직연금의 모체가 되는 퇴직금제도가 법적으

로 정해져 있어서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기업은 지급 의무를, 근로자는 수

급 권리를 갖게 되었다.

즉, 자원의 형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지고, 자원의 소유권은 근로자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양측의 합의로 도입되

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개별기업에서 보면 사용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며 근로자의 경우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더 적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3. 사회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

우리나라는 IMF이전까지만 해도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강하였다. 많은

근로자들이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그로인해 근로자

들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 외에 다른 직업이나 노후대책 등을 준비하지 않

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는 사용자 또한 근로자들의 퇴

직이후까지 책임진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고 그 기여수준을 임금의 8.3%

에 해당할 만큼 높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되었던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한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입법화된 후 50여년이 경

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에 대해 알고 있다.

심지어 법적 의무가 없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53.3%가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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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이들 기업은 퇴직급여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생

산성 향상’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정사항인 것으로

알았음’ 44.4%, ‘인재확보에 도움’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조차 많은 사용자들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대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자식농사’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을 만큼, 부모는 자식에게 투

자하고 나중에 자식이 봉양함으로써 노후를 책임지는 형태였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고, 퇴직금의 경우도 노후소득으로 사

용하기보다는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년퇴직의 경우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노후자금화할 여지가 있는데 비

해, 중도퇴직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후생활보장보다는 당장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저축이나 투자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채무변제나 주택마련, 자녀학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1]와 같다.

[표 5-1] 퇴직금의 사용용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1998년)

16)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0. 6.

용 도 비 율 용 도 비 율

기본생활비 53.1% 채무변제 7.6%

저축․투자 20.9% 주택마련, 전세 등 4.6%

사업자금 4.3% 자녀학비 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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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문화적 가치 구조하에서 근로자들은 먼 미래에 받는 퇴직

연금보다는 당장 수령이 가능한 퇴직일시금제도를 선호하였고 퇴직연금제

도 도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기본적 법적 구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 퇴직급여제도의 근간

은「근로기준법」제34조에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 등

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퇴직급여제도는 그 동안 주로 적용대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변천

되었는데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해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해고

수당의 성격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 후,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강제하였다. 계속해서 1975년에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사

업장, 1987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

어 진행되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는 법에서 적용제외

되었다. 이는 전체근로자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

급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들은 급여도 더 적고 안정성마저 떨어

져 더욱 보호가 필요함에도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소외받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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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도에 퇴직급여에 대한 최초의 사외적립제도로 종업원퇴직적립보

험을 도입하여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피

보험자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사용

자의 절세와 기어대출수단으로 이용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2000년도에 폐지되었다.

1996년도에 도입된 퇴직보험 및 1997년 도입된 퇴직일시금신탁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하면서 적립금에 대해 손비인

정을 하고, 임금채권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예상 퇴직급여 추계에 대한 적정 적립률이 정해지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수령할 때 연금으로 지급되는 기능이 없었으며,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자산운용권한이 없는 제도로 외부적립에 의의가 있

을 뿐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제공의 주체도 퇴직보험은

보험사, 퇴직신탁은 은행에 한정되어 있어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다.

1997년도에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의와

영향은 역동적 외적사건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1998년도에 도입된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한 사업장근로자에게 체불임

금 3개월치 및 퇴직금 3년치에 대해 연령별 한도까지 지급 보장하는 제도

로 퇴직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최초의 제도이다.

이러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위해 강제화되었던 제도가 단순 후불임금으로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을 도입할 당시 퇴직금제

도의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 퇴직금제도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

여 사실상 퇴직금이 후불임금의 기능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

노동연구원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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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도입 등 사외적립을 장려하고 임

금채권보장법 등 지급보장장치를 도입하는 등 수급권 보호장치를 두려는

노력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은 각각의 정책지지연합에 재원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중에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연혁을 정리해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 관련 개정 연혁

년도 내용 적용대상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 퇴직금임의적용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1961년 퇴직금제도 강제화

1975년 적용대상 확대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1977년 종업원퇴직적립보험제도 도입

1980년 근로자간 지급금액 차등금지

1987년 적용대상 확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1989년 적용대상 확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996년 퇴직보험·퇴직금 신탁제 도입

1997년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 도입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도입
2008~2010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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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역동적 외적 사건

1.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가. 노동시장 환경 변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와 체결

한 양해각서에서 외환 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민

영화와 더불어 노동시장개혁을 포함하게 된다.

IMF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노동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였다. 즉,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들의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해고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독립적이며 시장의 신호에 따라

단기적 수익 중심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점차 자기자본 비율

을 높이며 자본조달의 원천을 차입금융이 아닌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 중

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단기적 경영실적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던 그룹사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

적으로 빅딜을 통해 구조개편이 이루어졌고, 대기업 및 은행 등이 도산으

로 무너지기도 했다.

이후 밀어 닥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의 열풍에 의해 근로자들은 평생직

장이란 개념을 버려야 했다. 또한 경기변동성과 금융부문의 변화는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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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도록 만들

었으며 연봉제 도입 등이 촉진되었다.

이런 고용관행의 변화로 시작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는 사용자 입장에

서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퇴

직급여제도가 가지고 있던 유용성을 약화시켰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지급금액을

정한다. 이는 장기 근속할수록 유리하여 보상을 생애 후반기로 이연시키

는 것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상을 생애 후반기로 이연시키는 전략이 갖

고 있는 충성심 고양 효과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주은선 외, 2010)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는 퇴직급여제도를 대체할 다른 보상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즉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게 된

큰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전체로 단일화된 제도보다 기업의 고용형태와 임금체계에

따라 기업별 별개의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을 높였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연합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나. 중간정산제도의 도입

퇴직급여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가장 타격을 입힌 것은 중간정산제

도의 도입이다.

1980년대 퇴직금적용 범위 확대와 누진제 적용확대, 그리고 임금상승이

맞물려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퇴직

급여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

가 있는 경우 과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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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유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불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근로자 측에 있어서도 실제 퇴직 전

에 긴급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을 활용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즉 기업의 누적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근

로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방하남, 1998, 2001)

이런 중간정산제도는 IMF를 거치면서 활성화 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중간정산을 권유하였다. 고용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중간정산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해서 지급하면 임금인상분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선호하였다. 그리고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임금이 많아 보이는 효

과로 인해 유행하였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사례

가 발생했으며, 이런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에 대한 다툼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법원17)에서는 연봉이나 임금에 포함

해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는 매년 1개월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

여 지급하는 경우가 16%,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13%에

달하였다.18)

이런 중간정산제도의 도입은 퇴직급여의 임금적 성격을 강화시키게 되

었으며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17)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
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
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제
2007도3725호, 2007.11.16.

18) ‘07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노동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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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간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변화된 퇴직급여에 대한 개념은 신자

유주의연합에서는 후불임금적 성격이 강하므로 퇴직연금을 개별기업복지

제도로 가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연합에서는 이

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사회보장성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다. 국제사회의 요구

1990년대 들어서면서 IBRD 등 국제기구들은 각국의 공적연금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World Bank는 1994년 보고서를 통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단

일 공적연금제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며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였고 국가, 기업, 개인이 골고루 나누어 책임지는 다층소득 보장체

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19)

그러던 중 한국은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으

로부터 구조조정차관을 도입하게 된다. IMF는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특정 정책수단의 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신용인출조건(Conditionality)이라고 한다.

당시 정부는 IBRD와 체결한 구조조정차관(SAL-Structural Adjustment

Loan)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적립방식의 민간이 관리하는 확

정기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그를 위해 1998년 10월까지

정부기획단을 설치하고 2000년까지 노사정 3자 회의에서 논의할 연금백서

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었다(은민수, 2010)

19)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World Ban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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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0년 월드뱅크에서는 전환기의 한국연금제도에 관한 평가 및 대

안을 제기하였다. 월드뱅크 보고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국민 각계각

층의 기여율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인

차이가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법정제도로 남아 있으면

서도 기업의 적립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나 세제 유인이 아주 약한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였다.(World Bank, 2000)

이렇듯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개혁을 IMF와 World Bank 등 외부로부터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요구는 ‘사적연금의 활성화’이고 이는 기업별복지제도로서 퇴직연

금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연합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로부터 요구는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

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2. 체계화된 지배 집단의 변화

IMF 구제금융이 몰고 온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개편과 더불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과 재벌로 대표되

는 대기업을 중시하는 친시장적·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보수당이었다면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 및 새정치국민회의는 상대적으로 복지와 균형

성장, 평등을 중시하는 사상을 가진 정당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의 기조도 기존 정권보다는 친노동적이고 복지를 중

요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환경 때

문에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대로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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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였다.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시장중심의 금

융체제로 전환하였으며, 특정 기업의 시장독점을 완화하여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는 노사정위원회

의 설치하여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와 임

금채권부담기금 설치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가복지를 확대하려는 노력

도 있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함도 있지만, 변화된 노

동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알맞고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비해 보장성과 안

정성이 높은 진일보된 복지제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에 이어 집권한 노무현정부도 이러한 복지에 대한 정

책기조를 이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법제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퇴직연금제도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연합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3. 다른 정책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

애초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공적연금제도 개혁과 관

련이 있다.

공적연금의 대표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여야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대

부분의 공적연금처럼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즉, 가입자 개개인의 기여

금을 직접 운영하여 그 결과를 받는 적립식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기여

금을 납부하면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일정산식에 의거하여 정해진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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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상관없

으나, 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이 낮고 투자수익이 적을 경우 적립금이 소진

되어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1988년 최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기여율은 임금의 3%에 불과하면

서 소득대체율을 70%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였다. 이는 군사정권의 선

심성 정책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후 1993년도에 기여율을 임금의 6%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1995년 참여연대를 대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연금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1998년 연금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법개정되면서 기여율이 현행 9%로 인상되었고 급여수준은 60%

로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으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소득비례연금인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를 연계하자는 주장이 경영계로부터 나왔다.20)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기초연금과 보험수리적 균형

에 입각한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을 분리 운용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분을 법정퇴직

금제도의 전환을 통한 기업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것이 국가 기업 근로자

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노후소득보장체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이 될 수 있

다.”라며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해결을 위해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임의형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게 된다.21)

그리고 2003년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란

내용의 글이 전파되면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이는 정책행위

20) 국민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견, 대한상의, 2000.8.

21) 법정퇴직연금제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전경련,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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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부과방식의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립방식의 퇴직연

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제 4 절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1. 정책지지연합의 형성

그 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986년 국민연금제도 도

입과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되면서 논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퇴직연

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공론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사·정 모두 찬성하

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상범위와 도입제도 종류, 기여율, 기존퇴직금과

의 관계 등 여러 각론에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크게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이로 볼 수 있지만, 노동계에서 양대

노총도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았고, 경영계도 기업규모에 따라 의견을 달리

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도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

았으며, 국회의 경우도 각 당의 입장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기도 했다

퇴직연금제도가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된 1998년부터 법이 제정되

는 2004년까지 7여년 기간 동안의 대부분인 2003년까지는 노사정위원회에

서 논의되었다

노사정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따라 총4기로 나누는데 퇴직연금제도가 논의

된 때는 1~3기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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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노사정위원회 구분

(출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노사정위원회 구성은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이 참석하였고 경영계대표로 전경련, 경총이 참석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

과 노동부장관, 여야 3당 위촉 대표 1명씩이 참석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산하에는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 구성은 위와 같

고 여기에 학계나 언론인 등이 공익위원으로 추가되는 형태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정부 및 정치권

이 중재하는 형태를 취하며 여기에 공익위원들이 성향에 따라 노사 양측

을 지지하면서 정책지지연합을 형성하였다.

이를 다시 퇴직연금제도의 어느 측면을 강조했느냐에 따라 사회보장제

도로서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강조한 사회보장연합과 퇴직연금을 자율적

기업복지제도로서 경제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합은 주로 노동계로 구성되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

표적이고 이외에 민주노동당이나 각종 산별노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분 기간 정부 설치근거

1기 1998.1.15~1998.2 김영삼 정부 말기 없음

2기 1998.6~1999.8 김대중 정부 초기
대통령령(노사정위원회규

정)

3기 1999.9~2007.4.26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법률(노사정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법률)

4기 2007.4.27~
노무현, 이명박, 박

근혜 정부

법률(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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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연합은 경영계가 주축으로 전경련, 경총, 대한상

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길 기다리는

금융회사들과 금융업권별 협회, 경제언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정책지지연합의 주요 쟁점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논의 범위이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자

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퇴

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수준이 낮아져서는 안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퇴직

연금제도를 논의하면서 관련 부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

하였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둘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1년 미만 단기간 근

로자의 퇴직연금 적용 문제이다. 노동계는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한 이후 멈춰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병행하

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등에게도 퇴직금제도 적용을 확대하자는 의

견이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강제적용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정부는 단계적 확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 도입 형태 문제이다. 노동계는 확정갹출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들

이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잘못된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크므

로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경영

계는 확정갹출형을 도입해야 퇴직연금의 지급보장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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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투명성도 동시에 제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두가지 제도 모

두 도입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서 개별 기업에서 정하자는 입

장이었다.

넷째, 급여 부담 문제이다. 노동계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

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영계는 현행지급율이 8.33%로 매우

높으므로 2~3% 삭감하자는 입장이며, 정부는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다섯째, 강제 적용 여부 등이다. 노동계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퇴

직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적용을 주장하였다. 경

영계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조차 임의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노·사·정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쟁점에 대한 입장은 [표

5-4]와 같다.

[표 5-4] 퇴직연금제도 도입 쟁점 사안

(출처) 노사정위원회(2003), 노사정위원회 5년 전개과정과 활동성과, 비정

규직 대책 및 퇴직연금제도 논의현황

쟁점 사안 사회보장연합 신자유주의연합 정부

논의 범위
국민연금과 별개

퇴직연금만 논의

국민연금과 연계하

여 전반적 논의

퇴직연금 위주 논

의하나 확장 가능

적용 범위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적용 확대

적용 확대 반대 단계적 확대

도입 형태 확정급여형만 도입 확정기여형만 도입 두가지 모두 도입

급여 부담
기존 퇴직금과 동

일 수준 유지

사용자 지급율 삭

감

기존 퇴직금과 동

일 수준 유지

적용 방식
퇴직연금제도 강제

적용

퇴직금제도 임의

적용

퇴직연금제도 단계

적 강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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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지지연합의 신념 체계

제1기에서 사회보장연합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사회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퇴직급여제도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즉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중

요시하였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연합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시장주의로 시장의 효

율성을 중요시 여겼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도 중요시하였다.

이보다 하위의 신념체계인 정책핵심신념에서 사회보장연합은 ‘사회보장

제도 강화’였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제도이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화가 되어

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체계를 공유하였다.

반면, 신자유주의연합의 정책 핵심신념은 ‘기업별 자율성 강화’이다. 이

들은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

해 임의로 설정하는 ‘기업별 임의제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구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연합은 ‘적용 확대’를 주장했

다. 퇴직금 적용자는 전 취업자의 33.9%인 59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

직금을 대체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연금을 도입할 경

우 그 동안 퇴직금 제도로부터 소외되었던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자로 확

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근

속기간 1년 미만 단기근속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을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갖추는 방식을 원하였다. 그래서 현행퇴직

금제도와 동일한 지급율과 자산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확정급여



- 70 -

형 제도만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신자유주의연합은 법정퇴직금제도 폐지나 지급율 삭감 등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보니 대

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나 단기간 근로자로 퇴직급여가 확대되기 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자며 법정퇴직급여제도의 폐지 및 임의제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자본시장

으로 유입되어 주식시장 수급조건의 개선과 자산운용산업의 성장 등을 통

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원하였다. 이는 주요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보면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다.

즉 신자유주의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철저히 경제성에 중심을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를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사회보장연합 계층적 신념체계 신자유주의연합

복지주의

공공성, 안정성 중시
규범적 핵심신념

시장주의

자율성, 효율성 중시

사회보장제도

의무제도
정책 핵심신념

기업별복지제도

자율적 임의제도

4인이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적용대상 확대

현 퇴직금제도 강화

근퇴법 제정 반대

도구적 측면

적용대상 확대 반대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근퇴법 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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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정책지지연합의 상호 작용 분석

1.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1997년-2003년)

가. 의제형성과정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본격적 공론화가 된 것은 1997년 노사관

계개혁위원회22)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논의

하면서 부터이다.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 노사 공히 기본적으로 이를 찬성하였으나 노동

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한 데 비해 사용자 측에서 의무

화에 반대하였다.

1997년 9월 9일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인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논의되면서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도입하기로

하였다. 특히,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것은 마지막 3단계로 분류하면서 2001

년 1월까지 4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지불능력, 향후 중소기업 퇴직금공

제제도의 도입 등 퇴직금 지급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

기로 하였다.23)

여기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는 퇴직금제도 개선안으로 일본과 같이 ‘중

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퇴

직금을 운영․관리하는 공적기구를 만들어 개별기업단위에서 퇴직금을 적

22) 1996년 5월 9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 노사정위원회의 전신

23)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방안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

체 회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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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것 보다 다수 기업의 퇴직금을 적립함으로써 퇴직적립금 증식을

촉진하는 제도로 1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퇴직금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할 경우 그 효과가 극

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후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나. 정책지지연합의 정책전략

노사정위원회 초기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여 논의가 활발하거나

시급하지 않았었다. 1차 노사관계소위는 1999년 10월 12일 의제를 선정하

며 7대 중요과제로 임금체계와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나

우선과제가 아닌 만큼 토론회, 기초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정퇴직금제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존

속, 경영계는 폐지, 정부는 기업연금제 전환을, 법정퇴직금지급보장과 관

련해 노동계는 사외적립, 기업연금제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반대, 민노총

은 확정급여형으로 조건부 찬성, 경총은 법정퇴직금제도 폐지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 정부는 도입을 각각 주장하였다.

한편, IBRD에서는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정부에 법정퇴직금을 폐

지하고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OECD에서도 2001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체계 방식으로 개편하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World Bank는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

되지 못해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퇴

직연금제(Employer-Based Pension)로 전환시 25%(35년 근속, 2000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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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기준)의 소득대체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면서, 부분개편이 아니라 체

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 도입 등을 권고하였다.24)

정부는 이러한 세계은행 권고 등을 이유로 기업연금제 도입의사를 강력

히 주장하자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는 2001년 7월부터 경제사회소위로 의

제를 이관해 기업연금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환하였다. 경제사회소위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기업연금에 대한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를

하였다. 정부(노동부)는 2000년, 2001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노동연구원 용

역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 3월 13일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연

금제 전환방안을 밝히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노사정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당시 보고서에는 그 도입형태에 따라 노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이해

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견수렴과정에서 다소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고 하였다. 특히 노동계는 현행 법정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해 사외적립

유도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경영계는 퇴직금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법정

퇴직금제도를 임의화하는 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노사정위원

회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연금의 모습을 논의해 주도록 요청하였다.25)

(1) 사회보장연합의 전략

초기에 사회보장연합은 퇴직연금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

였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공통으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책’의 일환

24) World Bank, 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Report No. 20404-KO May 10, 2000
25) “퇴직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노동부 임금복지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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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및 퇴직금 보장’을 요구하면서 퇴직금 보장 방

안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하였다.26)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서 퇴직금 지급을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퇴직연금 가입이나

기업의 자금운영에 압박을 줄이기 위해 1998년 1월 이후 퇴직금 발생 분

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더 적극적이었다27)

그런데 노사정위원회 등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시 신자유주의연

합이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및 퇴직급여 기여율 인하, 국민연금과 연계 등

을 주장하였고, 재경부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한 자본시장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퇴직금제도 강화

를 주장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한국노총은 2001년 2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

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퇴직금을 폐지하고 대신 임의적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노동자의 최저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며 주

식시장안정과 경기부양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악음모이다’라며 제도 도

입 반대를 선언하였다.28)

또한, 2002년 10월 17일 잠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여 불참중이던

민주노총에서도 보도자료 및 정책보고서를 통해 “기업연금제가 노동자 퇴

직적립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노후연금을 불안정하게 하고,

도입과정에서 5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반면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연금제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퇴직보험의 강화하자는 전략을 사용하였다29)

이후, 사회보장연합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5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적용 확대’, ‘국민연금과 별개로 퇴직연금만 논의’,

26) 1기 노사정위원회 각계요구의제, 1998.01.23.

27) 민주노총 입장 – 노사정위원회, 1998.01.23.

28)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 검토에 대한 논평, 한국노총, 2001.2. 12.

29)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민주노총,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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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과 동일 수준 유지’, ‘퇴직연금제도 강제 적용’, ‘확정급여형만

도입’ 등을 주장하였고 ‘강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양보하고 다른 사항

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 신자유주의연합의 전략

경영계에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그 방식이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와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 등을

전제로 한 방식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8월 대한상의에서 국민연금제도와 연

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2001년 12월 전경련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된 퇴직금제도가 유지됨으로써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퇴직금제도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며, 임금인상과 연계되어 증가하는 기업의 누적퇴직금

부담 등 과도한 법정복지비용을 부담으로 기업경영의 심각한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업연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불능력이 반영되는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되어야 하고, 수혜근로자 확대를 위한 보험료의 적정

화를 주장하였으며,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세제혜택 등 기업의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30)

즉, 법정퇴직급여제도의 폐지 또는 기업의 기여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

하였다. 특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4인 이하 사업장 등으로 퇴직급여제도

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급여 기여율을 낮추는 것을 제시하는 전략

30)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 ECO 2001-23.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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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연합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노

후사회보장제도 전반적 논의 병행’과 ‘4인 이하 사업장 및 단기간 근로자

적용 확대 반대’, ‘확정기여형만 도입’,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및 ‘사용자

지급율 삭감’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와 ‘법정퇴직금제도 폐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양보하였고, 확정기여형외에 확정급여형도 도입하

자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적용확대’에 대해서는 끝

까지 반대하였다. 다만 ‘사용자 지급율 삭감’등과 연계하면 양보할 수 있

다는 전략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3) 정책중개자 역할

1998년 12월 퇴직급여제도 관련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아닌 재정경제부

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정 퇴직금제를 주식이나 채

권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 도입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31)

이에 따라 1998년 12월 정부는 '공·사 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

하고 한국에 맞는 공적연금 개혁모형 개발을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했

다. 여기에는 공·사연금 관련 전문가, 공무원, 노사대표들이 참여하여

2000년 10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네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는 국민연금제도 만으로 OECD에서 권고하

는 노후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3층 연금체계 도입을 주장하면

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20% 정도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법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총 8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32)

31) ‘기업연금제 도입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12.2.

32)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국제회의,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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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들을 근거로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발주를 주어 2001년 11

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안을 내놓았다.33)

2002년 10월 16일 노사정위원회 제69차 회의결과 기업연금제도 등 기업

연금 도입형태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경부

등과 협의에 근거해 기업연금제 도입방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2002년 10월 24일 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노사정간 공감

대 확산과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에 재계 및 노동계는 2002년 11월 15일 각각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책

학습을 통해 신념체계를 확고히 했으며, 2002년 11월 15일 상임위원 주재

로 노동계와 오찬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2002년 11월 20일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노동부는 논의 중이던 기업연

금의 명칭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자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내용의

변화 없는 단순한 명칭 변경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하였다.

여기서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대선으로 논의가

소강상태를 맞다가 2002년 말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연금 도입에 대한 논

의를 미합의로 종결하였다.

2003년 3월 이후 노․사․정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5차례의 회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와 지

급보장장치의 마련, 각종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지원방안 강구하여 종합

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문제가 되던

급여와 부담에 대해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합의에 이르게 된다.

2003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마지

33)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노동부 내부문서,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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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까지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대한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적용확대”와 관

련하여 노․사간 의견 절충이 되지 않았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확정급부형만을 도입하고, 경

영계는 확정갹출형(확정기여형)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

부는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과 확정갹출형(확정기여형)을 임의제도로 도

입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경영계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확정급부형(확정급여형)과의 선택도입 방안도 긍정적으

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확정기여형 도입

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반대를 주장하여 결국

합의에 실패한다.34)

2003년 7월노사정위원회는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

하면서 노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법률제정과정(2003년-2005년)

가. 정부입법과정(2003년 7월-2004년 11월)

(1) 고용노동부 정부 입법예고안 공표

노동부는 2003년 3월 19일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한 후 업무보고에서 퇴

직(기업)연금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 퇴직금과 동일

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개별 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

자율,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유도(DB형, DC형 모두 허용),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 등으로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률

34) 비정규직 대책 및 퇴직연금제도 논의현황, 노사정위원회,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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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던 적용확대에 대해서

도 4인 이하 사업장뿐만 아니라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 적용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였다.35)

이후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퇴직연금제도 법제화

를 추진하면서 “퇴직연금제 등과 관련된 입법은 빠른 시일내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36)

2003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 이후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토대

로 관계부처와 협의후 9월 29일 드디어 퇴직연금제도를 입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

든 사업’으로 하면서 4인 이하 사업장뿐만 아니라 1년 미만 단기근속 근

로자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시키겠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에서 자

율적으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개

인퇴직계좌(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던 사업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37)

이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연합이 주장하던 퇴직급여 대상자

확대, 퇴직급여 수준의 유지(8.33%) 등이 반영되었고, 신자유주의연합이

주장한 것 중에는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이 반영되었으나, 제도 도입시 근

로자대표 동의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연합의 의견

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은 보도자료

와 성명서 등을 통해 제도도입을 반대하였다.

35)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노동부, 2003.3.19.

36)‘노사관계 개혁방향’, 노동부 2003.9.4. 

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입법예고 - 노동부 공고 제2003-95호,

200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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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연합의 전략

정부입법안이 발표되자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적용확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4인 이하 사업장은 2007년부터 도입한다는 부분,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퇴직연금의 도입에 있어서도 노사합의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필요에 따른 추진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을 들어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38)

민주노총에서도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를 소외한다는 점, 연금기금

의 자본시장 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된다는 점, 노조가 없는 88%의 사

업장은 사업주가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자 개인이 투자의 손해를 봐야 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점, 재계

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입법 예고안을 강력히

비판하였다.39)

또한 참여연대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행 퇴직금제

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불완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서두르

기보다는 오히려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개선·강화하여 노동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40) 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퇴직금제도 강화를 주장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38) ‘눈 가리고 아옹’하는 퇴직연금제는 도입 반대, 한국노총, 2003.9.5.

사용자 편향적인 퇴직연금제 도입 반대한다, 한국노총, 2003.9.29.

39)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 민주노총, 2003.9.29.

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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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유주의연합의 전략

정부입법안이 발표되자 신자유주의연합의 경우도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등에 대해 우려의 표시를 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지만 제도 도입 자체

를 반대하는 성명은 없었다.

경총에서는 퇴직(기업)연금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은 현행 퇴직금제도

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 신규적용으로 부

담을 느끼고 있는 4인 이하 기업들에게 커다란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으

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업의 이

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퇴직(기업)연금의 통합 조정방안

과 4인 이하 사업장등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대책

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41)

신자유주의연합에서는 보도자료 및 인터뷰42) 등을 통해 더욱 활발히 언

론을 이용하였으며 공청회, 세미나 개최43)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

화시켰고 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를 압박해가는 전술을 사용해

나갔다.44)

(4) 정부입법안 확정

이렇듯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과정에서 노사단체의 반대에 부

딪쳤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재경부 등 경제부처 쪽에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재경부에서는 노동부입법안에 대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1년 미

만 근속자의 확대 실시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시행 상의 어

41) 퇴직(기업)연금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 2003.9.29.

42) 경총,이중부담 퇴직금안 재고필요..노동부건의, 머니투데이, 2003.10.20.

43) 퇴직연금 도입 정책 세미나 개최, 보험개발원 주관, 2003.10.14.

44) 기업연금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총, 20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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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더 나아가 산업자원부에서는 “퇴직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퇴직연금제

를 임의로 도입”하자고 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와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장을 옹호하

였다. 산업자원부는 “법정퇴직금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제도

로 노사관계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주장

하였다.45)

이런 산업자원부 의견에 대해서노동부는 이제까지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에 대한 논의 전반을 뒤엎는 의견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노동부는 1년여간 입법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 및 재경부 등 경제부처

등과 논의한 끝에 법제정의 관건이던 4인 이하 사업장 확대에 대해 2007

년까지 시행한다던 계획을 수정하고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

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는 아예 적용 제

외하기로 하기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2004년 8월 23일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연금제(퇴직연금

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8월 24일 "확정기여형이 부분적인 보완제도로 도입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노동자 노후자금을 주식시장 판돈으로 전락할 우

려가 크다"면서 "확정기여형을 삭제하고 부도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을 외부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도 8월 25일 입법추진 즉각 중단과 현행 법정퇴직금

제 강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입법취지가

현행 퇴직금제로는 노동자 절반 이상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

45) 퇴직연금제 도입 부처간 ‘엇박자’, 동아일보, 2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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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4인 이하 적용대상 확대는 2008년 이후로 미뤄 2009년인지 2010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485만명에 이르는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의 퇴직급여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10월 8일 144차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법제심사 과정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제도 확대시기에 대해 ‘언제 확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는 노동계의 비난을 받아들여 도입 시기를 2010년까지로 확정하는 안이 채

택되었다. 이어서 2004년 11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고,

2004년 11월 8일 노동부는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최초안에 비해 후퇴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반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금적용을 즉각적으로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46)

이상과 같이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적용대

상확대’부분에서는 사회보장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확정기여형 제도도

입’부분에서는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입법예고안을 발표

했으나, 양쪽 정책지지연합 모두의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성명서 발표 외에 큰 움직임이 없었던 사회보장연합에 비해, ‘적

용대상 확대’라는 커다란 문제에 당면한 신자유주의연합은 공청회 개최

및 재경부, 산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를 통해 노동부를 압박하여 적용확

대 대상 중 일부인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게 하였고, 그 적용시기도

2007년 이내에서 2008년 이후로 변경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46)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배제하는 퇴직연금제 반대한다, 한국노총 성명서

2004. 11. 2., 퇴직연금제 도입저지 자료, 한국노총, 2004.11.4.

기업연금제 대응안, 민주노총 정책자료 200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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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입법과정(2004년 11월-2004년 12월)

정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는 2004년 11월 29일 제250

회 정기국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가

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일정 기간후

에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할 것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업장의 시행시기를 조기 정착을 위해서 조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장의

특례제도(기업형IRP제도) 대상이 30인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축소 조

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도적으로 예외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상은 줄이고 적용 확대 시기는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다.47)

동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형편이 좋은 회사

들은 상당히 과다한 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퇴직급여제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기타의 회사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끊임없이 노사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꼭 시급합니까”라고 하였다. 이는 퇴직연

금제도 도입시 노사합의를 하게함으로써 과다한 수준으로 결정되거나 노

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자유주의연합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노당의 단병호의원은 “이 법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도 자체도 새로 도입하는

것인데다가 아까 나왔던 확정급여형이니 확정기여형이니 하는 문제에 대

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근로자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보장연합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경우에

도 “(상용직의) 노후대책보다도 정부가 해야 될 몫은 오히려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직장이 불안정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일”이

47)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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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적용 대상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으며, “이

돈(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금융시장은 좀 활성화”되지만, “나중에 가

서 금융권이 망해 버리면 그것은 누가 보장”하냐고 문제제기 등을 하면서

공청회를 거칠 것을 주장하였다.48)

이에 2004년 1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주최하였다. 그 결

과 ‘4인이하 적용시기를 법에서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과 ‘퇴직

급여제도(퇴직금, DB, DC)간 전환시 절차요건을 의견청취에서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받도록 함’, ‘연금수급 자격 미달자의 경우 공적기구를 설립

하여 통산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 ‘기업도산시 지급보증제도를 규정

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부안은 지배구조 설정 및 규제감

독 측면에서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일단

시행하고 문제 발생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49)

이후, 2004년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제251회 임시국회에서 2004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작성시 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하도록 하고, 특례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30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이중에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시기가 유예되고 계속근

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등 취

약계층보호에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의결결과 재석 13인 중 찬성은 10인이고 반대 2인이

며 기권 1인으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50)

48) 제250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국회, 2004.11.29.

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2004.12.24.

50) 제250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국회,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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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회부되었다. 본회의장에서 배

일도 의원은 “약 13조에 달하는 돈을 매달 금융기관에 예치... 이렇게 하

고도 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가 먼저 기업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주의 부담과 “정규직은 아예 퇴직금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은 노동자 내에 양극화가 극대화됩

니다”라며 가입대상 문제를 들어 반대토론을 하였으나 투표결과 재석 186

인 중 찬성 117인, 반대 58인, 기권 11인으로 통과하였고51) 2005년 1월 27

일 법 제정 및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찬성한 의원을 보면 소속당에 상관없이 고루 분포되었으나, 반대한 의

원에는 배일도의원이나 권영길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았고, 기권

한 의원에도 단병호의원이나 심상정의원 등 노동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았

다. 이를 볼 때 근로자퇴직급여법안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소속당보다는

출신에 따른 투표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 6 절 결론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법제정 과정에 있어서 정

책형성 및 결정과정을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떠한 정책환경에서 어떠한 정책행위자들이 신념체계를 같

이 하는 정책지지연합을 형성하고 전략을 선택하여 정책결정이 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정책지지연합이 형성되고 정책학습이 이루어지면

서 형성된 정책신념체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상 등을 통해 정책결정을

51) 17대 251회 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국회,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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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것은 어려우며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부터 김대중정부를 거쳐 노무현정부인 2003년

까지 8년에 이르는 동안 노사정위원회(노사발전협의회를 포함)에서 퇴직

연금제도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공론장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정책학습

을 통해 사회보장연합과 신자유주의연합으로 정책지지연합이 형성되었고,

각각의 정책적 신념에 따라 정책경쟁을 반복하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결과 양 정책지지연합은 결국 정책중개자인 행정부에서 결

정권을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특성상 노사정 삼자가 어떠한 정책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이해를 달리하는 노사 양당사

자는 같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제도 논의 초기만 해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가 긍정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이견사항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

았으며, 결국 합의에 실패하고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측에 통보하고 나

서 1년여 만에 입법이 되었다.

즉, 자율적 협상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책지지연합

당사자끼리의 논의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럴 때 정책중개자, 즉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중개자인 정부는 각각의 정책지지

연합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들의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

해보고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되,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력

있게 결정해야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둘째, 정책중개자인 정부의 경우도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정부부처가

정책중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책연합과 공동연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정부부처의 성격에 의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노동부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의 대정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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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마찰을 피하고 그들의 입장을 행정부 내에 전달하는 창구역할

수행한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근로자측의 입장을 중시하고

사회보장연합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재경부의 경우는 경제활성화와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국가기획이라는 더

큰 정책을 보지만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경제활성화 측면을 중시하고 노동

계보다는 경영계와 접촉이 잦아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연합의 의견을 반

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산자부의 경우는 경영계의 대정부 파트너 역할

을 수행하고 있어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며 노동부를 압박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등 신자유주의연합의 일부분이나 다름없었다.

셋째, 입법주의국가에서 법제정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정책결정의 최종

결정자, 최종 정책중개자는 의회이다. 즉 정부가 정책지지연합들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하며 입법안을 만들었지만, 이는 다시 의회에서 수

용, 폐기, 수정의결 등을 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결정되기까지 50여일

에 불과하였지만, 2차례의 소관상임위원회, 5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1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수정 통과되기까지 9

차례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별로는 당보다는 자신의 출신배경에 따라 각각의

정책지지연합의 주장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였다. 즉, 의회는 하나의 큰 정

책중개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 안의 의원들은 정책지지연합의 영향을 받아

개별적인 정책행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

을 거쳤는지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정을 ACF모형을 활용한 퇴직연금정책 결정 분석 결과는 [표 5-6]와 같으

며, 주요 사건들을 시간대로 정리해보면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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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ACF모형을 활용한 퇴직연금정책 결정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내용 기타

외적
변수

안정된
변수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사회보장제도의 속성 -
기업복지제도의 속성 -

자원의 기본적
배분

자원형성은 기업,
소유권은 근로자 -

사회·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 가부장적 문화 -

기본적 법적구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역동적
외적
사건

사회경제적
조건변화

노동시장환경변화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중간정산제 도입 양정책지지연합재원

국제사회의 요구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 정권교체 사회보장주의연합재원

다른 정책하위
체제 영향 국민연금제도 개혁 사회보장주의연합재원

구분 사회보장주의연합 신자유주의연합 정책중개자

신념
체계

규범적핵
심신념

사회보장제도 기업복지제도 -

정책핵심
신념

의무제도(공익성) 임의제도(자율성) -

도구적
측면

퇴직금제도 강화
근퇴법 제정 반대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근퇴법 제정
찬성

-

노사정위
논의과정

참여
자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략
노사정위윈회 참여,
공청회, 성명서

노사정위윈회 참여,
연구보고서, 보도
자료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공개논의

법
률
제
정
과
정

정
부
입
법
과
정

참여
자

노동계, 노동언론
경영계, 재경부,
산자부, 경제언론

노동부

전략
성명서
근퇴법 제정 반대

공청회 및 정부입법
예고안 개정 시도

근퇴법 입법예고 및
정부안 국회 제출

국
회
입
법
과
정

참여
자

노동계, 노동계 출
신의원

경영계 국회

전략
공청회 참여,
근퇴법 제정 반대

별도 없음 근퇴법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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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제1기 퇴직연금제도 법제정 과정

년도 내용 참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퇴직급여 임의 적용 근로기준법

1961년 퇴직금 제도 강제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1977년 종업원퇴직적립보험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1986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퇴직전환금 제도로 사용자 부담 축소 국민연금

1989년 퇴직금 제도 적용대상 확대(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퇴직금 제도 개선을 고용보험법에 명시 고용보험법

1996년 퇴직보험·퇴직금 신탁제 도입 근로기준법

1997년 퇴직급여 중간정산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에 대

한 토론회 및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

노사관계개

혁위원회

1998년 국민연금 기여율 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 퇴직전환금 폐지 국민연금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 도입 임금채권

1998년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 노사정위원회 의제 선정 노사정위원회

1998.12.
재경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 추진

및 '공·사 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구성
재정경제부

1999년
IBRD, 두 차례에 걸쳐 법정퇴직금을 폐지하고 기업연금으

로 전환하도록 권고
IBRD

1999.10.
노사정위원회, 1차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가 7

대 중요과제 중 하나로 선정
노사정위원회

2000년 월드뱅크, 퇴직연금제도 도입 권유 월드뱅크

2001.6. 노동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노동부

2001.7.
노사정위원회, 퇴직금문제를 경제사회소위원회로 의제 이관

퇴직연금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각계의 의견 수렴
노사정위원회

2002.10.
노동부,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에서 기업연금제 도입방안

제시
노사정위원회

2002.11. 노동부, 기업연금의 명칭을 퇴직연금으로 변경 노동부

2003.3.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보고 대통령

2003.3~7. 노사정위상무위간사회에서퇴직연금제도 도입에관한논의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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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참고

2003.7.
노사정위는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

며 노사의 입장을 고려해 입법 추진 요청
노사정위원회

2003.10.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법예고 노동부

2003.10.~

2004.7.
경제장관간담회 등에서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정부안 도출 경제장관

2004.8. 정부, 여당과 당정협의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입법 추진 정부, 여당

2004.11.8. 국무회의에서 ‘근퇴법’ 입법화 결정 및 국회 제출 국무회의

2004.11.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초 논의 국회

2004.12.7. 국회, 공청회 실시 국회

2004.12.8.~

12.22.
국회, 법안심사소위 5차례 실시 국회

2004.12.24.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 수정의결 국회

2004.12.29.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2005.1.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포 국회

2005.12. 퇴직연금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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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2기 법령개정 과정 정책변동 분석

(2005년∼2011년)

제 1 절 정책환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각 정책지지연합간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이슈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1년 미만 단기 근속 근로자’의

적용여부는 결국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만 적용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그

방법과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2008년부터 2010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

실시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유예하였다.

이에 대해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을 들어 정부에서 개입하여 별도의

제도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과 퇴직연금은 민간금융사들

로 이루어진 시장이 있으니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법제정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적용확대가 가장 큰 이슈

였으나, 법이 제정된 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지고 무게의 중심도

제도 활성화에 더 큰 비중이 실렸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중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중심

에서 밀려나고 민간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8년 정부는 그간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 완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신설기업 퇴직연금제도

의무도입’ 등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항들과 ‘개인형퇴

직연금제도 신설’, ‘일정 사유 외에 중간정산 제한’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제도,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퇴직연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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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등 제도운영 감독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대적

인 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책지지연합간 정책경쟁이 벌어졌다.

이 번 장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정책결정이 유보된 소규모사업장의 퇴직

연금제도에 대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정책변동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적 안정된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1기의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자원

의 기본적 배분, 사회문화적 가치 및 사회구조, 기본적 법적구조가 2기에

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역동적인 외적 변수에 대해서부

터 살펴보았다.

제 2 절 역동적인 외적 변수

1.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가. 심각한 고령화와 노인빈곤률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

산으로 인해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표 6-1]는 10년 단위로 본 우리나라의 가

족 구성원 변천사이다. 근 40년 만에 출산율은 1/3로 줄고 가족구성원은

1/2로 줄었으며, 고령화율은 4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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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우리나라 가족 변천사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출산율52) 4.53명 2.82명 1.57명 1.47명 1.22명

고령화율 3.1% 3.8% 5.1% 7.2% 11%

유자녀 가족 비율 83.5% 76.9% 76.0% 74.0% 69.2%

가족 구성원 수 5.2명 4.6명 3.8명 3.1명 2.7명

(출처)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2011.5) “은퇴와 투자, Vol 11 한눈에 보는 한국 가족의 변천사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대비 노인인구(65세) 비

율이 2005년 8.2명이었으나 2020년 4.6명 그리고 2050년 1.4명이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53) 또한,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된 1990년대 이후 가계저

축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54)

게다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55)은 45%로 OECD(평균 13.3%)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림 6-1]과 같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빈곤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퇴직연금 등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수리스크’56)라는

52) 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입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

고령화율 :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 비율

자녀 있는 가족의 비율 : 전체 가구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

가족 구성원 수 : 평균적인 가구 구성원 수

53) 2012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54)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삼성경제연구소, 2011

55) 노인빈곤율: 66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

56)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준비된 은퇴자산보다 더 오래 살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 은퇴 후에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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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강조하며 각종 언론에 노출시키는 마케팅전략

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

회보장제도에 기대기보다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연합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6-1] 우리나라와 OECD 노인빈곤율 비교

   Old-age poverty rate(% of over 65s with equivalent incomes below half 
population median)

※ (출처)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Figure 2.5

(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전세계를 강타하였고 우

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대변되는

부동산투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2008년 9월 15일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때까지 생존할 위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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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연이어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었으며, 세계 최대 보험

사인 AIG와 시티은행그룹도 파산 직전에 내몰리게 되었다. 또한 세계 금

융시장이 요동쳤으며 아일랜드와 유럽의 소위 PIGS라 불리는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고, 연이어

아시아지역, 남미, 아프리카까지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금융불안으로 투자와 소비가 급랭하면서 1980년초 이후 가

장 심각한 경기침체가 찾아왔으며 1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긴박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은 최후의 수단

으로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4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2009년 후반기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하기 시

작하였으다. 하지만, 이런 정부들의 개입으로 2011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가 찾아오는 등 그 여파는 그 후로도 몇 년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퇴직연금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

데,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 DC형 퇴직연금은 2조달러의 평가손실이 발

생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는 약 30%정도의 손실이 발

생하였으며, 영국은 33.9%, 아일랜드는 29.8%, 캐나다는 29.5%, 호주는

23.1% 자산이 감소하였다.5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산시장에 큰영향을

끼쳐 2008년 국민연금은 –0.42% 수익률을 거두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사들의 수익률은 13개사중 12개사가 마이너스 수익

률 기록(평균 -4.08%)하였고 은행의 경우도 3/4분기 절반 이상의 기관에

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우도 1% 미만의 수

익률 기록하였다. 그 나마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퇴

57) 2009 Global pension asset study, Watson Wyatt worldwide,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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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금의 피해가 낮은 이유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적금, 채권 등 원리

금보장형 위주로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볼 때 위험자산에 투자비율이 높은 사람

의 경우 손실이 컸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로 훼손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에 대해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58)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에 대한 맹신’에 불신을 불러일으킨 사

건이 되었고,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어 신자유주의에 타

격을 입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떨

어지게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퇴직연금제도 성장에도 저해요

소로 작용하는 등 신자유주의연합의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대로, 글로벌금융위기는 사회보장연합에서 민간퇴직연금시장에 전적

으로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2. 여론의 변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시작 당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

과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많은 기사가 나오며 언론은 많

은 관심을 가졌었다.

일부 기사에서 “준비부족으로 업무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59)거

나, “일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자사 계열 금융사를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강요해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해 파문”60) 지적이 있었다. 그

58)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연금시장의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금융감독원 조

사연구리뷰, 2009. 07.

59) “금융회사들 퇴직연금 업무처리에 혼선” 연합뉴스, 2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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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퇴직연금의 실적과 성장 등에 대한 기사들61)

과 각 퇴직연금사업자들의 홍보성 기사62)들을 많이 실었다.

2007년 들어서도 “일부 퇴직연금 펀드가 주식혼합형펀드에 비해서도 높

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3), “앞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

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64) 등 퇴직연금실적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많이 보였다.

또한, “퇴직연금시장 성장세 지속, ‘보험사 두각’”(이데일리 2007.11.5.)이

나 “증권사,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강자 굳히기”(머니투데이 2007.10.21.)처

럼 각 금융사나 업권별로 각자의 장점을 부각하는 기사도 많이 보였다.

그런데 2008년 들어서는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퇴직연금을

주식 등에 투자,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고객의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65)거나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중소기업

들의 목을 죄고 있어 증권사나 보험사들은 은행들과 경쟁 자체가 되질않

는다”66)와 같은 기사로 각 업권별 주도권 다툼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기사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기업끼리도 시장주도권 쟁취를 위해 과열경쟁이 붙으면서

고금리상품 제공, 수수료율 인하, 계열사 판매뿐만 아니라 “대출 등을 조

건으로 한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나, 해당 기업 제품 구입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심각”67)하다는 기사도 나왔다.

심지어 “퇴직연금제를 주거래 은행으로 가입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고

60) “대기업 하청업체는 퇴직연금 가입도 눈치봐야” 머니투데이 2006.5.29.

61) “‘퇴직연금 1년’ 가입자 17만 육박” 문화일보 2006.12.26.

62) “삼성생명 퇴직연금 시장 1위" 매경 2006.12.14.,

"미래에셋 '퇴직연금상품 셀렉션 가이드' 발간" 한경 2006.12.7.

63) "퇴직연금펀드 웬만한 주식형보다 낫네" 머니투데이, 2007.11.27.

64) “퇴직연금 수익률 더 높아진다…자산운용 다양화” 노컷뉴스 2007.6.6.

65) 생보 “노후생활 퇴직연금만 믿었는데..”, 파이낸셜뉴스, 2008.11.6.

66) 퇴직연금 시장 은행들 ‘반칙’, 파이낸셜뉴스, 2008.12.3.

67) “퇴직연금 유치 '제 살 깎기' 경쟁”, 한국경제신문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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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서 만일 다른 곳과 계약하면 앞으로 대출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협

박성 발언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실정”68)이라는 인터뷰도 있었다.

2009년 들어서는 더욱 시장이 과열되면서,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크게 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 행태도 심화되고 있다”69)

거나 “일부 대기업들이 계열 금융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 논란”70)이라

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과열 혼탁경쟁 등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가 늘기

시작했다.

이러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지적은 학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더 구체

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연구로 실시된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

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그 영향 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퇴직연금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에서 나타

나는 과열경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은행의 대

출과 연계된 소위 ‘꺾기’관행이나 보험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퇴직연금에

서도 성행하면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자연스럽게 10인 이

하 사업장이 가입하고 있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다.”(상명대학교, 2009)

또한 보험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은행이 자행예금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퇴직연금시장을 과열시키고 이로 인해 불공

정 경쟁을 심화시켜 자칫 금융기관 부실화와 근로자 수급권보호 등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류건식, 2009)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68) "은행 퇴직연금 횡포 심각", 파이낸셜뉴스, 2008.11.12.

69) 퇴직연금시장 불건전 영업 증가, 경향신문, 2009.11.13.

70) "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에 편중", 한국경제,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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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해가 갈수록 더해 2010년에는

“일부 금융사들은 역마진이 우려되는 8%이상의 확정금리를 제시하거나,

연금 유치를 미끼로 뒷돈을 제공하는 사례”71) 등의 언론기사가 연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제지한데 이어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을 '끼워팔기' 하는 영업행위, 금융사들이 상품권, 콘도이용권,

광고협찬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

하였다72)

그리고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서 “특별금리, 리베이트 제공

등 편법영업 난무, 퇴직연금을 자사상품에 “몰빵”(집중투자)로 인한 리스

크분산 실패로 향후 부실사태 발생하여 공적자금 투입되는 상황도 예상,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도덕적 해이”73)가 나타남을 지

적하였다.

심지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에서도 “금융회사는 펀드 운용수수료와 유

지판매보수가 수익의 원천으로 금융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인하여 근

로자 수익증대보다는 투자위험이 큰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

다.”74)며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언론기사들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홍보마케팅으로

이용되면서 신자유주의연합의 재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

이 정부, 언론, 학계, 시민단체들에 이어 퇴직연금사업자 자신까지도 퇴직

연금사업자들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와 대리인 문제 등을 지적하는 사례

가 늘어나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런 여론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를 시장기능에만 맡겼을 때 생기는 문

71) "퇴직연금 일단 잡고보자"금융권 혈투…금융당국,과열경쟁 경고, SBS, 2010.12.24.

72) 퇴직연금에 상품권 등 '끼워팔기' 감독 강화, 연합뉴스 2010.5.25.
73)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금융사 제재해야!”, 보험소비자연맹, 2011.1.31.

74) “퇴직연금 지배구조 이해 및 규제 개선방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최형

준 수석연구원,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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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즉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민간시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보장연합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재원으로

크게 활용되었다.

3. 체계화된 지배 집단의 변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던 1기는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로 이어지던 시기였었다. 이에 반해 법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

던 2008년은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명박정부는 국정지표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와 ‘활기찬 시장경제’ 등

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절감’과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FTA(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성과 공공

성의 조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능동적 복지’도 국정지표중 하나로 삼

으며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이런 국정지표와 정책추진과제만 살펴봐도 이명박정부의 사상적 배경이

‘신자유주의’임을 알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들인 ‘임태희’장관과 ‘박재완’장관은 각각 과거 재무부 근무경력이 있으며

국회의원시절부터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들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2011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

식교수는 복지가 “성장의 시녀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였다.75) 또한, 꽃동네

대학교 이태수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 복지는 길을 잃었다”76)고 평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75) “성장의 시녀로 전락한 복지” 조흥식, 2011, 황해문화 통권 제73호, 24-43

76) “이명박 정부 4년, 한국의 복지국가 길을 잃다”, 이태수, 2012, 민주정책연구
원·싱크탱크네트워크 토론회 「이명박 정부 4년 평가와 과제」 자료집: 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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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으로 인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가능성이 실종되었을 뿐 아니라 경

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뚜렷한 대응성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

하였다.(김성욱, 2002)

위와 같은 평가를 보더라도 지배 집단의 변화는 ‘복지’보다는 ‘경제’에

중심이 쏠려 신자유주의연합에 재원이 되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제 3 절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1. 정책지지연합의 형성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따르면 법제정 이후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각 정책지지

연합은 더욱 공고해진 신념과 전략이 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

축이었던 노동계와 경영계의 활동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퇴직연금제도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의견이 좁

혀지지 않았던, 적용확대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이를 대체

할 만한 정책경쟁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 경영

계는 큰 관심이 없었다.

둘째,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개별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만한 강력한 유인요건이 없었

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

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하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왕의 퇴직금제도를 당분간(최소한 2010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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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유리. 다만, 2010년부터 퇴직금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등 혜택

없어짐, 따라서 2010년 이후부터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요

구가 거세질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숙지 등 준비는 해야 될 것

임.”77) 이라는 한국노총의 단체협상 대응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정부가 각 정책지지연합의 중심인 노동계와 경영계를 제도 안으

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사정 각 2명의 위원과 전문가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이루어진 ‘퇴

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두었고,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설계 및 도입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퇴직연금 교육컨설팅 사업’

을 하면서 이를 한국노총과 경총 등에 위탁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주도권은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퇴직금적립금이 2010년까지

50조 이상이 될 것이고78) 10년내 189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79) 이

러한 장밋빛 전망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자본시장이 열린 것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05년 12월 법시행시기에 이

미 은행 13개사, 보험 19개사 증권 10개사 등 42개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였고80) 이는 꾸준히 늘어 2008년에 50여개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신자유주의정책연합의 주요구성원은 법제정 당시

주축이었던 경총이나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인단체에서 퇴직연금사업

자로 바뀌게 된다.

77)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지침” 한국노총 2005.12.5.
78) “퇴직연금제 다음달 막 올라” 한겨례 2005.11.10.

79) “10년내 189兆 규모…최고 ‘블루오션’” 파이낸셜뉴스 2006.1.8.

80) “조흥은행 등 42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금융위원회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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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단체는 법제정 이후로는 경총에서 유일하게 2007년 퇴직급여제도

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만 있

을 뿐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일이 없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본시장연구원

(구 증권연구원) 등 업권별 연구기관 및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크게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장기능을 맡기자는 의미에서 같은 정책지지연합을 형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

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81)

반면, 사회보장연합은 여전히 노동계가 주축이었으나 법제정 전에 비해

그 빈도가 많이 축소되었다. 대신에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학자

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퇴직연금의 공적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하며 연합을 형성하

였다. 그런데 사회보장연합 역시 큰 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강화

를 주장하였지만 사안에 따라 노동계와 학자 등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2. 정책지지연합의 주요 쟁점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직후부터 예상보다 더딘 제도의 활

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적용확대 문제, 그리고 퇴직

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제기되었다.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가입의무화를 위해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제도 및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의 신

설’,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 동의절차 완화’ 등이 가장 이슈가 되었다.

81) “은행·증권·보험, 퇴직연금 서로 ‘발목’” 머니투데이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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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정책지지연합간 의견을 달리한 쟁점 사안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적용확대의 문제이다. 사회보장연합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용확대에 대해 조속히 시행하거나 적어

도 정해진 기일 내에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도 노동계에서는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적용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에 비해 신자유주의연합 중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이유로 적용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연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나, 신자유주

의연합에서는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의 50%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이다. 법령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를 단체협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임단투지침을 통해 제도 도입 등을 지연시키자, 신자유주의연합에서는 이

때문에 제도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연합에서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할 경우 사용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회사와 계약할 것이며 가입자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

을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원활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이루어

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입 유도를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사회보장연합에서는 현행 계약형 대신 기금형 제시하였는데 노동계에서

는 특히 산별기금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현재의 계약형구조와

다른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고 노사가 참여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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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네델란드 등의 국가에서 실시

하는 형태를 모델로 삼았다82).

학자들의 경우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으로 제공방식에 대해서도 현재의 계약형 보다는 소규모사업장기금을 조

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연합은 현 계약형구조를 유지하길 원하였다. 그래

서 소규모사업장의 가입활성화를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표준형 확정

기여형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이 가입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과 같은 퇴직연금모집인제도 신설을 주장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보장연

합에서는 정부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지급보장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연합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규제가 많음

을 주장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투자제한의 완화

등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퇴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각

정책지지연합의 입장은 [표 6-2] 와 같다.

[표 6-2] 퇴직연금제도 개선 쟁점 사안

82) 퇴직연금의문제와산별퇴직연금 도입의과제와전망, 민주노총정책워크샾자료 2006.2

쟁점 사안 사회보장연합 신자유주의연합

적용 범위
4인 이하 사업장 조속 시행

1년 미만 근속근로자 적용 확대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시기

연기, 적용 확대 반대(경영계)

도입편의성 근로자동의 필요 근로자동의 의견 청취로 한정

제도 개선
산별기금도입(노동계)

공공기관을통한서비스제공(학자)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도입,

모집인제도 도입(사업자)

정부 역할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지급보장제도 신설
투자제한 및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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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지지연합의 신념 체계

1,2기 정책지지연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신념체계

중 규범적 핵심신념은 동일했으며 정책 핵심신념은 거의 유사하며 도구적

측면에만 변화가 있었다.

사회보장연합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사회안정망 강화’였고 ‘공익성’의 중

시였다. 신자유주의연합은 ‘시장주의’였고 ‘효율성’, ‘자율성’의 중시로 큰 변

화가 없었다.

사회보장연합의 정책 핵심신념 중 ‘적용대상 확대’는 동일하였으나 퇴직

연금제도의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역할의 강화’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 추가되었다.

신자유주의연합의 경우도 기업의 자율을 중시하는 ‘기업별 임의제도’에 대

한 입장은 변화가 없었으나, 이에 더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업권별로 자율적 규제 등을 강조하는 ‘자율성강화’입장이 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구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연합은 ‘4인 이하 사업장 및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차별 없이 즉시 확대’와 ‘기금형제도의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연합의 경우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연기

또는 지급율의 단계적 확대’,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노조 동의 축소’, ‘표준

형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

체계를 정리하면 [표 6-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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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제 4 절 정책지지연합의 상호 작용 분석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05-2010년)

가. 정책 환경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노동계

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에서는 2006년 2월 14일 정책워크숍을 통해

적용확대 문제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별퇴

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 30일 한국노총에서 노

동부과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의 문제와 산별퇴직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민주노총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

용시기와 사업주 부담수준, 특화된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대해 연구용역

사회보장연합 계층적 신념체계 신자유주의연합

사회보장주의

공공성 중시
규범적 핵심신념

시장주의

자율성, 효율성 중시

사회보장제도

적용대상 확대

정부역할 강화

정책 핵심신념
기업 자율의 임의제도

시장 자율성 강화

4인 이하 사업장 차별

없이 즉시 확대

기금형제도 도입

공공기관 서비스제공

도구적 측면

4인 이하 사업장 도입

연기 및 단계적 확대

노조동의 축소

표준형 DC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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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고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2007년 연구용역

에서 제시된 공적서비스제공 방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노동부는 산하기관

인 근로복지공단에 사업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적기관을 통한 서비스제공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사회경

제적 조건의 변화 중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론의 변화로부터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7년부터 업권 및 개별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예상보다 퇴직연금 시장이 더딘 성장을 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불

건전영업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2007년에 47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

로 업무실태조사 결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실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83)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초에는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나, 해당 기업 제품 구입 등 부

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

어,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84)한다고 하였다.

2010년에는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대부분 자사상

품을 편입”하고 있으며 “대출 등 거래관계 및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가입 강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구체

적 기준을 감독규정85)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점점 강

화시켰다.

노동부에서도 2009년 11월에 “그간의 행정지도 공문(사업장 13천개소,

52개 퇴직연금사업자)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

83) ‘07년 상반기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 2007.9.27.

84)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 신설, 금감원, 2009.1.20.

85)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 금감원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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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간의 불공정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

공 등을 중심으로 운영실태점검을 실시”86)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민간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수익추구행위와 도덕적해이에 대한 문

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소규모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통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나. 정책지지연합의 전략

(1) 사회보장연합의 전략

사회보장연합의 주축이었던 노동계중 민주노총은 2006년 2월 정책워크

샾을 개최하였다.

진주산업대 송원근교수는 “퇴직연금제의 문제와 산별연금제 도입의 과

제와 전망”이란 주제를 발제하여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에 대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중층적

이고, 따라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큼. 특히 확정급여형(DB) 연

금계획에서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네델란드식 산별연금제도의 도입을 주

장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온 상지대 김인재교수는 “기업연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해왔던 노동의 기업연금 혹은 퇴직연금 전략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중략..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생각”하자며 “사적 연기금

펀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감시 및 감독 철저”, “정부에 의한 별도의

지급보증제도의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각 기업별 2006년 임금단협협상(임단협)에서 ①

정부입법 퇴직연금 도입 반대, ②한시적으로 법정 퇴직금제 유지, ③산별

86) 노동부,퇴직연금시장 불공정과당경쟁에 적극 대응, 노동부,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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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민노총의

임단투 과정에서도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 적용제외 등 퇴직연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노총은 공동임단투지침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의 조기 도입 요구하면서, 기업별로는 회사가 퇴직금의 안

정적 지급보장이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퇴직금제도 당분간(2008년) 유지하

도록 하였다. 다만, 개별노조에 따라 회사 경영사정이 안정적인 경우 확정

급부형 퇴직연금 가입하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거나 체불 등 퇴직급여

의 지급보장을 예상할 수 없다면 확정기여형 가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87)

한국노총에서도 2007년 8월에 퇴직연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진주산업대 송원근교수가 “퇴직연금의 문제와 산별연금제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이 절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기업 상황에서 개별 기업단위의 DB제도 설정은

현실적인 효율성이 낮으며 선진국(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예를 볼 때 산

업단위기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원대 김재현교수는 “산별 연금은 분명 규모의 경제 및 근로자

의 수급권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중략.. 다만, 현행체계에서는

기대효과가 극대화 어려우며 신탁형, 회사형 등 다양한 지배구조가 도입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금융노련 공광규 정책실장은 “산별퇴직연금 도입 의의에 대체로 찬성하

면서도..중략.. 현행 퇴직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문제와 산별

퇴직연금제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며 이에 대한 법제도 개정이 선행되어

야함 등을 주장하였다.

87) 2006년 공동임단투지침, 한국노총, 2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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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대노총은 기업별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지연전술을

사용하면서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하였다. 산별퇴직연금이란 기업들

이 운용관리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을 넘어서 노사합의로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통해 연금제도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이다. 산업연금체제를 구축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

금 지배구조인데, 그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소속 전문

위원회에 노동대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노동계입장에서 산별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기업별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노동조합의 참여가 유리하고 노동조합의 숙원사업인 산별노조건설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산별퇴직연금제도는 [그림 6-2]과 같다.

[그림 6-2] 산별퇴직연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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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2011.1.20.)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

그러나 산별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행 계약형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기금형이나 회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나

법개정을 위한 다른 정책행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고 이슈화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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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다.

2009년 들어 한국노총의 임단투지침88)을 보면 ‘산별퇴직연금제도’에 대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2008년 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으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가입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았다.

단지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지적하며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

해 이에 반대하거나 확정급여형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을 보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무기로 은행권에

서 자사 퇴직연금 가입을 요청하는 압력이 비일비재한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권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반대의견

을 분명히 피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불안한 주식시장으로 손실이 우려

되는 확정기여형(DC)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급여형(DB) 제도”를 고

려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중간정산을 대치할 수 있는 제도보완”하도록

권유하였다.

2008년이 되면서 당장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방안”은 더 이상 늦

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나 언론이나 경영계 등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

다. 단지 정책당사자인 노동부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효과적인 퇴직급

여제도 적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하였다.

여기서 고려대 박지순 교수 및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4인 이하 사업장

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특징을 분석하면서 “①직장이동성이 강한 영세사

업장이 많으며, ②근로자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③사회보험제도

의 적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형성”함을 지적

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가 강행도입 되더라도 실제

88) 2009년 공동임단투지침 한국노총 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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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과

맞물려 사실상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수단이 없다는 극단적 문제를 발생시

킨다. 즉,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

다. 그러므로 이들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며 이것이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 “제도운영에

따른 제반 서비스(운영관리업무, 자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종합관리감독자(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의한 표준화된 서비스제공방식의 도입”을 주장하

였다.(박지순·성주호, 2008)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크게 유리한 점을 시사하

지 못한 ‘산별퇴직연금제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중개자인 행정부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2009년 민주노총은 민노당의 홍희덕의원과 공청회를 열어 “2008년 11월

노동부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내용은 언

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

태”임을 지적하며 다양한 정치적 공세 속에서 유예되거나 폐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목표 지급수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현

행 지급수준보다 낮게 설정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였다.8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연합은 최초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89) “퇴직연금의 도입현황 평가와 개선과제”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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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연시키고, 그 후 법개정을 통한 ‘산별퇴직연

금제도’ 도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다른 정책행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자연스럽

게 소멸해갔으며 2009년말에는 100인 이상 기업의 30%가 퇴직연금을 도입

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점차 정착해 나갔다.

그런데 2008년 이후 시행하기로 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2008년이 지나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관리 효율성을 들어 공공기관을 통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전략이 수정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연합의 전략

법제정과 관련한 1기에서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축이었던 경영계는 노동

계의 ‘임단투지침’에 대응하여 경제5단체가 주축이 된 경제단체협의회에서

만든 2006년 및 200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보면 “퇴직연금제 도입 시

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거나, “퇴직적립금 수준이 부담이 되는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90)하도록 권하였다.

이 지침에서 노동계가 ‘산별퇴직연금제도’를 요구하고 있음은 언급하였

으나 별도의 논평은 없었으며 이보다는 노동조합의 산별교섭에 대해 거부

할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07년 경총에서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72.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이같은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은 향후 전환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퇴직연금제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91)한다면서 세제혜택 등 정

90) 경제단체협의회, 「2006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6.3,

「2007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7.3

91)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 경총, 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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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거의 없었고

퇴직연금 적용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법제정 이후 퇴직연금의 주축으로 떠오른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본시장

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의 업권별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미래에셋퇴직연금

연구소’,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등을 필두로 회사마다 퇴직연금연구소

를 세우고 ‘퇴직연금제도 확산’과 ‘경쟁력 확보’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연구한 거의 유

일한 보고서는 2010년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소규모사업장 퇴직

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과제”였다. 이 보고서는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도입에 부분적 강제성’을 띄거나,

‘세제개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실적이 우수한 퇴직연금사

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보다는 신자유주의연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해

선호하는 형태는 연합형퇴직연금제도(다수사용자퇴직연금제도)와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다.

연합형퇴직연금은 모기업 연합회 등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

규약에 다수의 계열사 회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노

동계에서 요구하는 산업별퇴직연금제도와 비슷하다. 다만, 산업별연금은 근

로자와 사용자 집단으로 구성된 수탁자회가 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

을 행사하는 기금형 형태의 제도에 중점을 두었다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

는 연합형퇴직연금제도는 DB제도를 제외하고 DC제도만 한정시킨 것이다.

이는 현재의 계약형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모기업이나 경영단체 등이 대

표사용자가 되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일본의 연

합형DC제도([그림 6-3] 참조)를 벤치마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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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일본의 연합형 퇴직연금제도

(출처) 고용노동부(2009.3.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이러한 형태는 퇴직연금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장을 유지하면서

한 번에 다수의 기업을 가입시킬 수 있으므로 선호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모기업이 자회사나 하청기업 들을 통제하면서 협상력을 발휘

하여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경영단체입장에서는 ‘경총’이나 ‘중소기

업중앙회’가 대표사업자가 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할 수

있어 선호하였다.

표준형 DC제도는 연합형퇴직연금제도의 한 형태인데 확정기여형(DC)

에만 한정한 것이다. 연합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대표사용자’가 존재하고

그 비중이 크나 표준형 DC제도의 경우 개별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

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며 이에 개별기업들이 가입하는 형

태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화된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홍콩의 강제가입 DC형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제도

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홍콩의 경우 대부분이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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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형태92)로 운영되며 홍콩의 금융회사들은 감독당국(MPFA)으로부터

MPF Scheme을 인가받아 운영한다. 이 제도는 규약작성과 신고절차의 생

략 등 제도도입 프로세스 간소화하고 사용자를 계약주체로 하여 개별계약의

운영부담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부담 및 비용을 최소

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연합은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부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한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연합형제도와

표준형DC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여, 퇴직연금 관련법령 개정안 초

안93)에는 두가지 모두 반영시켰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연합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같은 주장을 하지

만 일관된 연합의 움직임보다는 연합을 구성하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

쟁하는 모습을 더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연합에 비해 직접적인 이익과 손해로 연결

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역할은 더욱 컸으며, 정부

에서 법령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반 등에 전문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구

조직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대적

으로 더 용이하였다.

(3) 정책중개자 역할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21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

정회의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를 2008년부터 조기 시

행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검토”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논의하였다.94)

92) 마스터 트러스트는 개인투자자들이 유리한 이율이나 가격조건을 이용하기 위해

함께 모여 만든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량구매와 같은 개념이다.

93) 노동부 내부보고자료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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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정책연구용역을 맡겨

2006년 10월 18일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효율적 적용 방

안”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세 사업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야 하지만 반드시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도 쉽게 적용되어야 함. 영세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는 강

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세제 혜택 필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적합

하며 집합적 관리를 통한 비용 축소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2007년 12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4인 이하 사업

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및 사업주 부담수준 검토”에 대해 제출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8~2009년 사업 준비후 2010년 실시할 것과 제도초

기 사업주 부담 50%로 하고 국가가 10%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4

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형으로

모든 서비스를 공적기관(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관적으로 표준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노동부는 2008년에도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4인이하 사업장의 효과적인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들

은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

기하고 공적종합관리기구로서 ‘근로복지공단’ 제시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주장에 노동부는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의 2010년

예산에 ‘퇴직연금 도입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 반영을 추진하여 기재

부와 국회를 거쳐 배정이 확정되었고, 2009년 9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퇴

직연금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94)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조기시행 검토‘ 이데일리 20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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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중개자인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확대를 대비하여 수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방향을 주도적으로 도출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2009년도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4인 이하

중소사업장 등에 대한 다수 사용자 퇴직연금 플랜 적용방안’에 대해 고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하였다. 기존의 박지순, 성주호 교수 외에

삼성생명의 박준범 수석연구원, 교보생명의 박진호 본부장, 미래에셋퇴직

연금연구소의 손성동 연구실장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도 연구진으로 참여

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연합과 신자유주의연합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라 할 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

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수사용자 퇴직연금 플랜이 우리나라에

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

장법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필요성이 현저히 강한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하였던 다수사용자 퇴직연금플랜

과는 다른 별도의 특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그 근거로 “첫째, 퇴직연금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 및 기록관리의 체

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운영조직을 필요”하나 민간사업자는 “채산성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 자체를 꺼리거나” 여

력이 없다는 점,

“둘째,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금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며, 이와 같이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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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조직을 필요”하다는 점,

“셋째, 5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집합적 관리가 불가피” 하나 이는 민간이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공공기관의 책임과 권한으로 운용될 수밖

에 없다는 점,

“넷째,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기존의 퇴직연금시장에서 소외

되거나 간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다섯째, 퇴직급여제도는 준공적연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그 성격상 노

동보험으로서(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유사”하므로 기존의 노동보험 인프

라를 활용하면 낮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정착될 수 있음을 들어 공공기관

을 통한 별도의 플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박지순 외, 2009년)

2009년 9월 노동부의 지시로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팀

을 설치하여 외국제도와 우리나라의 공제제도 등을 벤치마킹하고 퇴직연

금사업자들을 출장 조사하였다.

당시 노동부는 공단이 대표사용자가 되어 4인 이하 사업장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다수사용자 DC제도를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앞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4

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다수사용자 DC제도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면서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었다.

200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실시한 ‘중소

영세사업장 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영세사업

장을 “퇴직연금제도에 자동가입시키고 그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공

공기관에 전담시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관형 퇴직연금제도”를 제

시하였다. 이에 2010년 1월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영세

사업장 기금형퇴직연금’을 공단이 전담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노동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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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차관까지 보고후에

2010년 2월 장관에게 ‘영세사업장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

하게 되었다.

당시는 2009년 9월말에 임명된 ‘임태희’장관이었는데 그는 재경부공무원

출신의 정치인 장관으로 정부내에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영세사업장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면서 “민간퇴

직연금사업자가 50여개가 있으니, 공공기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겨라”라

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두라면서 무의사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무의사결정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나 어떤 의제

에 일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 발생하게 될 사태를 지배 엘리트들이 우

려할 때 그리고 정치체제 자체가 편견을 동원하여 특정 부문의 문제는 해

결을 촉진하고 다른 문제의 해결은 저지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백승기, 2010 70-71)

이런 결정으로 인해 노동부와 공단에서 추진되던 ‘영세사업장 기금형 퇴

직연금제도’는 시행 보류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부 내에서는 2010년내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민간시장에 맡겼을 때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이로 인해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2010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기 위해라도 공단이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등록시키는 방

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점으로 하

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고, 급여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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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

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초 노동부 정책

점검회의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하게 되었다.

확정된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6월 23일 입법예고하였다.

여기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저임금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

므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일정정도 환영의 논평을 내었고 “실

질적인 적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95)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년 5월에 317개 사업장을 대상으

로 실시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

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퇴직급여 부담수준을

당분간 50%로 유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급격한 인건

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6)

2010년 7월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의견이 제출되었다. 당초 노

동부안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에 찬성하나, 근로복

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참여는 일정조건하에서 제한적 수행 필요”하다

면서 사업범위를 4인 이하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금융위도 “근

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공공기관

과 민간사업자 간의 불공정 경쟁소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감독이원화 및 규제차익 발생 등 부작용 예상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영업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95)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 적용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민노총 성명서

2010.6.22.

96)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시 인건비 부담 가중” 중소기업중앙

회 2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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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소기업청은 “급여수준 특례인 100분의 50 적용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의 급여수준은 추후 별도

로 정함”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97)는 2010년 9월 부처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공단의 사

업범위를 ‘가입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수정하였으나 중소기업청 의견

에 대해서는 불수용하였다.

수정된 안은 2010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퇴직연금사업자와 동등하게 퇴직연금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2008-2011년)

가. 정책 환경

2005년 법제정 이후에 법개정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 법개정이 추

진되던 사항은 ‘제도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여부’나 ‘신설사업장 의무 가

입’, ‘중간정산 요건 신설’과 같이 논란이 되고 의견일치가 쉽지 않은 부분

도 있으나,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도입’ 등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다.

노동부는 법시행 초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

해 노 사 정 전문가로 구성된 퇴직연금실무위원회를 2007년 11월부터

97) 2010년 7월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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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까지 8차에 걸쳐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6월과 9월 두차례

퇴직연금정책포럼을 통해 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후 차관주재로 2

회에 걸쳐 내부논의 끝에 2008년 8월 중순경 노동부안을 성안하였다.

2008년 9월 5일 관계부처 협의 후에 입법예고(1차 9.29, 2차 11.14)를 하

였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차 10.9, 2차 11.17) 및 법제처 법제심사

(10.24)후에 2008년 10월 24일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8년 11월

28일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법안에는 4인이하 사업장 적용확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

었고, 사회보장연합에서 주장한 ‘산별퇴직연금’제도나 ‘공공기관형 플랜’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신자유주의연합에서 주장한 ‘다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등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안되었고, 2009년 12

월 4일에 처음으로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제대로

된 토의 없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 후로 9개

월후인 2010년 9월 8일에 대체토론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원인에는 당시 ‘복수노조허용’과 ‘타임오프제’ 등 노사 및 여야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밀렸기 때문이

기도 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2011년 법개정되던 과정에 대해 정책지지연

합간 전략과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나. 정책지지연합의 전략

(1) 사회보장연합의 전략

2009년 2월 5일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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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정규직노동자나 영

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올바른 퇴직연금

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 1

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을 즉각 시행하는 것”98)이

라 주장하였다.

연이어 2009년 3월 25일 홍희덕의원 주최하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김인

재 인하대교수의 발표와 노동부 퇴직급여과장, 박지순, 성주호 교수, 김태

현 민노총 정책실장, 이민우 한노총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

다. 여기서 노동계는 퇴직연금 개정안에 노조 동의절차 없이 퇴직연금제

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노조 동

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9년 4월 한노총은 ‘근로자대표 동의절차의 합리화’방안으로 퇴직금제

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해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따

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

는 것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바꾼 것에 대

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 극렬히 반대했다.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설정의무화는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

았고,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자는 조속히 적용되어야 하고 1년 미만 단기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9)

2009년 6월 민주노총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기존 퇴직금이 노후소득보

장을 위한 대안도 아닐뿐더러 향후 세제개편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 등과

함께 퇴직연금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될 것이므로 ‘도입 반대’를 넘어 보다

98) 홍희덕 의원 "퇴직연금제도 개혁안 재벌 배불리기" 이투데이 2009.2.5.

99) “반강제적 퇴직연금제도 확산시도를 반대한다” 한국노총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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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현행 퇴직연금의

제도적 보완”과 “노동자 동의절차 개악 및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중단”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100)

한국노총도 2010년 4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 적용,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강화, 세제혜택 확대

및 예금자보호 전면 적용, 근로자대표권 약화 조항 삭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연금감독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였다.101)

이러한 노동계의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정부입법안은 2년여간 국회에

계류되어 진행이 되지 않다가 2010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0년 12

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2011년 2월 민노총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

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한 내용은 독소조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였다.102)

즉, 시행령개정 이전에는 근퇴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였는데 이루로는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다.

2011년 3월 2일 한국노총 출신인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에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자

는 성주호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원,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

국장, 하형소 고용노동부과장, 근로복지공단 송재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

였다.

여기서 성주호 교수는 “공공기관형 퇴직연금 제도 정립과 퇴직연금 가

입 의무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한국노총의 김선희국장도 “퇴직연금심의

100) “정부 퇴직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노총 2009.6.23.

1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서 2010.4.21.

102) 정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민노총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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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및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1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관리기관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성천의원은 “4인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정여건이 우수한 민간운용기관이 영세사업장의 일정비율을 의무적

으로 가입케하는 쿼터제 시행” 및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4인 이하 영세 사업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퇴직연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3)

이에 한국노총은 2011년 4월 4일 언론보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퇴

직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104) 강성천의원은 2011년 5월 23일 그 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던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을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회보장연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별퇴직연금제도 도

입을 주장하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개정 반대 전략을 사용하였

고, 2010년 이후로는 노동계와 학자, 국회의원 등에 의해 법개정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연합의 전략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개정법안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연합

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법개정 실무작업반에 퇴직연금사업자

들과 그 부설연구소의 관계자들이 전문가로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들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에 반영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동의 축소’나 ‘다수사

103)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간담회 자료집, 강성천의원실 2011.3.2.

104) ‘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확대’ 법안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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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개

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등의 사항

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이익

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개정사항이 전체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하였다면, 모집인제도

의 경우 보험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업에 퇴직연

금을 도입 권유하고 도입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정식 직원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은행사업자의 경우 전국 지점망을 통해

퇴직연금영업이 가능하였으나,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지점

망이 적어 중소기업에 접근하기 어려워 보험모집인과 같이 금융중개인의

모집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안은 2009년 5월 대우그룹 출신인 한

나라당 조원진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발의 되었다.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축이던 경영계는 근퇴법 개정과 관련하여 단체차원

에서 특별한 행위는 없었다. 단지 이호성 경총 상무이사는 2011년 2월25

일 한국경제에 “퇴직연금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언론기고문을 통

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였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언론을 통해 근퇴법 개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였다.105) 특히 경제신문들은 근퇴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

해 국회를 비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106)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근퇴법은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기

105) 퇴직급여법 개정 시급하다, 서울경제, 2009.6.19.

퇴직급여 보장법안 조속 처리를, 세계일보, 2009.12.7.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서둘러야, 서울경제 2011.1.26.

근퇴법 빨리 바꿔 퇴직연금 활성화를, 매일경제 2011.2.24.

106) ‘퇴직연금시장 확대 법안’ 국회서 낮잠, 파이낸셜뉴스, 2010.4.14.

퇴직연금 개정, 의원 무관심에 3년째 불발, 머니투데이,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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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령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전면개정안에는 
그동안 퇴직연금제도 운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많은 부분을 획기
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107)면서 법개정안의 조
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소규모사업장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로 참여하는데 큰 거부반응은 없었다.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함을 주장하여 시행령개정시 그 사

업범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사업장을 수시로 찾아가야하

고 DC형의 경우 근로자개개인 별로 자산운영지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소규모사업장은 수지가 맞지 않았다. 단지 은행만이

대출 등으로 기업에서 지점으로 방문시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방

문 없이 쉽게 처리할 뿐이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로 참여를 준비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업

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참여를 반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근로복지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길 원하였으며, 실제로 근로복지

공단이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할 때, 20여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큰 경계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격차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도입률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노후소득에서도 대기

업 출신 근로자와 중소기업 출신 근로자 간에 양극화만 심화될 뿐이다.

중소기업에서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107) 퇴직연금 도입 5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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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다.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한 4인 이하 사업장 지원책은 이런 점에

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108)라고 논평하기조차 하였다.

언론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판단에 금융사들

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4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에 가입한 것은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특별 이익을 챙기기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대 금리를 받기는

커녕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퇴

직연금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109)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참여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다가 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강성천의원에 의해 국회

에 상정되자 금융권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를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명백한 업권침해라는 게 민간 금융회사들의 주장이다. 가뜩

이나 과열된 퇴직연금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10)라며 반발하였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연합은 법안 개정시 실무작업반으로 참여하면서 자신

들에게 유리하게 법개정을 추진하는 전략과 이를 촉구하는 전략을 사용하

였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기관으로 연계하

기 위해서 오히려 환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연합에서 근로복

지공단의 사업대상 확대안을 들고 나오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전략으로

임하게 된다.

108) 퇴직연금 도입 5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11.1.21.

109) <멍드는 퇴직연금> 과열경쟁 속 혜택 `양극화', 연합뉴스, 2011.2.14-

11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대..금융권 “업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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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중개자의 역할

시행령 개정과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고

용노동부가 수행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정

부파트너이고 업무특성상 노동계를 많이 대하다보니 정부내에서 상대적으

로 노동계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시행령개정 때도 사회보장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개정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면서 퇴직연금사업

자들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고, 다른 경로가 적다보니 법개정안에는 퇴

직연금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강성천의원실에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적기구를 통하여 퇴직연금 교

육과 홍보, 연구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장 벤치마크 모델이 되어 제도 발전의 중요 인프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영세사업장들이 쉽게 퇴직연금을 도

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다수의 사업장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제공

하는 다수사용자 공동 DC형”을 제시하는 등 양 정책지지연합의 주장을

모두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법 개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므로 법개정 과정

에서 정책중개자는 의회로 넘어가게 되며 고용노동부는 정책중개자의 역

할을 놓게 되었다. 그리고 의회의 경우 입법과정이 전부 공개되는데 이런

공론장을 통해 의원들은 소속당과 출신에 따라 각각의 정책지지연합을 지

지하기도 하고 정책중개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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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2008년 11월 28일 정부의 근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으로 인해 노동계와 정부는 각을 세웠고 2009년초 비

정규직법개정추진과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쌍용자동차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언론법 등으로 여야가 대

치하면서 의회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법안은 접수한지 1년이 도과한 2009년 12월 4일에 처음으

로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여기서 환노위 전문

위원은 ‘다수사용자 공동DC형’과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모집인

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보고 하였다.111)

이에 대해 김상희의원은 전부개정안이므로 공청회를 제안하였고 위원장

인 추미애의원, 홍희덕의원, 김재윤의원, 조원진의원 등이 찬성하며 국회

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112)

2010년 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근퇴법 전부 개정안

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인으로는 정부측으로 노동부 정현옥 근로

기준국장, 금감원 김용우실장이 참석하여 “입법예고후 18개월이 지연된

바, 신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경영계에선 이호성 경총이사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할 필요”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노동계에서 민노총 성만길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이 “퇴직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중소영세사업장을 배려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

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은 이

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환노위 2009.12.

112) 제284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국회 20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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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며 따라서 다시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퇴직급

여보장법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현행유지, 모집업무 위탁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채권연구원의 이태호, 경희대 성주호교수, 건국대 김원식교수,

노동연구원의 방하남박사 등은 “빨리 조속히 일단 이 원안이 통과되고 나서 
또 추가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원안을 우선 통과후에 
다음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금융기관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

다, 그 피해가 어디로 가냐, 근로자들한테 다 가거든요?...중략... 아까 민노

총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이

러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

의 정신상태를 바꿔야 됩니다”라며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나 우선 법안부

터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강성천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 준비’와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기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고 ‘독립적 감독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국노총출신의 한

나라당 이화수의원은 재벌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전부 가입하는 행위는 불

공정행위인지 검토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견제하였다.

이에 추미애 환노위위원장은 “퇴직연금은 사회자본이 되어야하나 재벌

자본 집중화 우려”된다며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퇴직

연금 중간정산 제한 범위 등은 법안 통과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정리하였다.113) 공청회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연합의 노동계와 신자유주의

연합의 경영계로 나누어지고 학계와 정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접근했을

뿐 어느 편에 치우쳤다고 보기 힘든데 반하여, 국회의원들의 경우 정당을

113) 제287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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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서 그 출신에 따라 노동계출신 의원인 강성천의원과 이화수의원, 그

리고 추미애 위원장은 사회보장연합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기업인 출신 조원진의원은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장을 반영하여

모집인제도에 대해 의원입법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도덕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국회

의원들이 주로 자기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기는 하나 사안에 따라 정책중

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공청회후 18대 국회는 2010년 6월부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강성천의원과 조해진의원, 홍희덕의원 외에는 전부 교체되었다.

2010년 9월 8일 제294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근퇴법개정에

대해 논의되면서 강성천의원은 조속한 법처리를 당부하였으나 여성단체출

신인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근로자대표 동의문제”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

사실을 지적하며 “노조의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청취해서 그게 반영되

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며 더 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우그룹 노조사무처장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퇴직연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도 일정하게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라며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주장하였다.

문화일보와 현대건설 임원출신인 신영수의원은 “‘모집인’제도와 ‘다수사

업자 DC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등, 구성원이 교체되면서 과거 진행

사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양상을 띄웠다.

그로부터 근퇴법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없었고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2011년 5월 강성천의원의 입법발의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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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안’ 등이 추가되었다.

2011년 6월 23일 9개월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근퇴법개정안

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홍영표의원은 “퇴직급여보장법은 쟁점이 딱 3개입니다. ...중략...

지금 한 2년째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이 안 되면 미루고 조정이

되면 오늘 통과시키자고요”라며 논의범위를 줄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기권차관은 ‘동의조항’, ‘중간정산’, ‘다수사용자 DC

제도’를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고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동의조항’에 대

해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현행대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간정산’ 조항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예외조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기권차관은 “다 시행령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안을

만들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쉽게 정리되는 듯 하였다.

강성천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대상 확대에 대해 홍영

표의원이 차관의 의견을 묻자, 차관은 “기존 퇴직연금 사업하는 사업자들

의 반발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중략... 지금 5인 미만을 주고 있는데 필요

하면 한 10인 정도로 한다든지…… 50인 미만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합니

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홍영표의원과 홍희덕 의원이 “이런 것을 왜 민간 금융기관한테

만 다 주려고 그럽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낫지요.”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대상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면 수수료도 적어요. 명백히 적습니

다. 지금 말한 대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면 3단계로 뜯어먹는 사람이 많

아요. 제가 대기업들 아는데요, 이것 하나 유치하면 팔자 고쳐 버려요. 난

리입니다”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출신의 한나라당 이범관 소위원장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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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출신인 자유선진당 김용구의원은 “민간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운용하는 건 그건 하늘과 땅이에요”라

며 민간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다시 홍영표의원과 홍희덕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대상을 300

인 미만으로 하더라도 민간과 경쟁이므로 제한을 풀자고 주장하였으나 고

용노동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자 50인 미만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하였고,

이마저도 반대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계속되는 논란 끝에 이

범관 소위원장과 손범규 의원의 중재로 “30인으로 하고 1년 유예”로 최종

결정되면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2011년 6월 24일 제18대 301호 5차 환경노동위에서는 오제세 의원, 진

수희 의원,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

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퇴직연

금 확산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은 5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환경노동위에서는 정부제출 원안은 폐기하고 대안에 대해 축조심

사를 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114)

2011년 6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한 바,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면서

2008년 11월에 접수된 근퇴법 개정안은 무려 2년 7개월만에 통과되었다.115) 
114) 제301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11.6.24.

115) 제301회 국회본회의회의록, 국회사무처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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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평가

이번 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후에 시행령개정 및 법개정 과정에

있어서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을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약해보면 시행령 개정 당시 이슈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책’으로 사

회보장연합에서는 ‘산별퇴직연금’과 ‘공공기관형플랜’을 주장하였고 신자유

주의연합에서는 ‘다수사용자 DC제도’ 또는 ‘무의사결정’ 등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차례 연구용역을 하여 ‘공공기관형플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장관의 ‘무의사결정’으로 인해 ‘공공

기관형플랜’ 대신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시키

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법개정은 다양한 이슈와 더 많은 정책행위자가 개입되어 있었다. 정부

에서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이후 2년 7개월이 걸린 것은 ‘노조동의

절차’와 ‘중간정산제한’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연합은 ‘다수사용자 DC제도’와 ‘모집인’제도 등을 관철

하기 위해 의원 등을 통해 입법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종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났다. 반면에 법개정 직전 의원입법 발의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대상 확

대’가 더 큰 이슈가 되었고 고용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안보다

는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결국 4인 이하 사업장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과 시행령은 제·개정의 주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책행위자,

특히 정책중개자도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권한으로 ‘고용노동부’가 정책중개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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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정책행위자들과 정책지지연합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일정방향으로 유도하고 정책을 결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였다.

연구용역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3번에 걸쳐 같은 연구

자들에게 맡겨 일정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사용자

DC제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양 정책지지연합을 모두 참여시켜 연구과정

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은 ‘공공기관플랜’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은 ‘다수사용

자 DC제도’로 정리를 유도한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양정책지지연합이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법개정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책중개자는 의회가 되었

고 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정책지지연합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시행령 개정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그 사업범

위를 한정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고용노동부는 불과 6개월만에 법개정과

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들어 근로복지공단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하여 당초 의회안보다 축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정부나 의회 등은 하나의 집단으로 볼 때는 정책중개자이지만 개

개인으로 볼 때는 어느 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시행령개정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했지만 실무담

당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연합의 신념을 공유하였다고 할 수 있

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자유주의연합의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인해 내부조정과정이 생기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공공기관플랜’은 불채택 되었고, 그

냥 시장에 맡기라는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퇴직

연금사업자로 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안을 만들어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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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과정에서 마찬가지이다. 의회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안의 의원들은 자신의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의 일부로서 활동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념체계는 소속 당보다는 그 의원들의 출신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동계 출신인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입법발의한

‘근로복지공단 사업대상 확대’는 역시 노동계출신인 민주당 홍영표의원과

민노당 홍희덕의원에 의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경영계출신 의원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등은 신자유주의연합에

서 주장하는 ‘모집인’제도를 의원입법 발의하였다. 하지만 조원진의원은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부도덕을 질타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항상 어느 한편만을 들기보다는 사안과 상황에 따

라 비판적 입장을 같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시행령과 법개정 과정에서 상이한 과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정책변동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동 과정을 ACF모형을 활용한 정책

변동 분석 결과는 [표 6-4]와 같으며, 주요 사건들을 시간대로 정리해보면

[표 6-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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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ACF모형을 활용한 퇴직연금 정책변동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내용 기타

외적

변수

안정된 변수 1기와 동일

역동적

외적 사건

사회경제적

조건변화

고령화, 노인빈곤

율 증가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글로벌금융위기
사회보장주의연합

재원

여론의 변화

시장의 경쟁심화

에 대한 비난여

론 증가

사회보장주의연합

재원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
정권교체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구분 사회보장주의연합 신자유주의연합 정책중개자

신념

체계

규범적

핵심신념

시장실패,

사회안전망
시장의 효율성 -

정책

핵심신념

적용대상 확대

정부역할 강화
자율성강화 -

도구적측면
산별기금형제도

도입, 공적 서비

스제공

노조동의축소 ,

다수사용자 DC

형 도입

-

시행령

개정과정

참여자 노동계, 학계
경영계, 퇴직연금

사업자
정부(고용노동부)

전략
공동임단투 지침

공청회, 정책보고서

단체협약체결지침

연구보고서, 정부

연구반참여

시행령 개정(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법률

제정과정

참여자
노동계, 노동계출

신 국회의원

경영계, 경제신문,

퇴직연금사업자
의회

전략
성명서, 토론회,

입법발의

언론기사, 연구보고

서, 입법발의

법률 개정(근로복지

공단 시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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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제2기 퇴직연금제도 법령 개정 과정

년도 내용 참고
2005.12.1 퇴직급여보장법 시행 근퇴법

2006.2
민주노총, 퇴직연금 정책워크샾 개최, 산별퇴직연금
제 도입 주장

노동계

2006.3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통해 2008년까지 퇴직금
제도 당분간 유지 주장

노동계

2007.8 한국노총, 퇴직연금공청회개최, 산별퇴직연금제도입주장 노동계

2007.12
고려대 산학협력단,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
급여제도 적용시기 및 사업주 부담수준 검토’ 연구

학계

2007.11~
2008.3

노동부, 퇴직연금실무위원회 8차례 노동부

2008.6~2
008.9

노동부, 퇴직연금정책포럼 2차례, 차관회의 2차례
거쳐 근퇴법개정안 도출

노동부

2008.9 노동부, 근퇴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
2008.11 노동부, 근퇴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 노동부
2008.12 국회, 근퇴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국회

2008.12
고려대 산학협력단, ‘4인이하 사업장의 효과적인 퇴
직급여제도 적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2009.3 민주노총,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공청회 개최 노동계
2009.5 조원진의원,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의원입법발의 국회
2009.9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담조직 설치 노동부

2009.12
고려대 산학협력단,‘4인 이하 중소사업장 등에 대한
다수 사용자 퇴직연금 플랜 적용방안’

2009.12 국회, 환노위에서 근퇴법 개정안 최초 논의 국회

2010.1. 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 기금형퇴직연금제도’ 건의 근로복지공단
2010.2 국회, 환노위 공청회 실시 국회

2010.2
노동부, ‘영세사업장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장관보고
및 무의사 결정 지시

노동부

2010.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결정 노동부
2010.6 노동부,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
2010.9 국회, 환노위 근퇴법 개정안 논의 국회

2010.9 국무회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행정부

2010.12
4인 이하 사업장 근퇴법 적용확대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행정부

2011.3 강성천의원,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간담회 국회
2011.5 강성천의원, 근로복지공단 사업대상 의원입법발의 국회
2011.6.23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근퇴법 개정안 대안 승인 국회
2011.6.24 국회 환노위, 정부원안 폐기 및 환노위 대안 가결 국회

2011.6.30 국회 본회의, 근퇴법 개정안(대안) 가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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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약 14년간 퇴직연금제도 정책이 형성

되고 변동되는 과정에 대해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퇴직연금의 정책의제가 형성되어 법이 제정되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를 1기 정책결정과정,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를 2기 정책변

동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퇴직연금정책은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되었는가?”, “퇴직연

금정책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두 과정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가?” 이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정책은 어떻게 형성되고 결정되었는가?”이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은 노사정위원회라는 공론장을 통해 형성되었

다. 그 과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이 결성되었고 정부입법과정과 의회입법과

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은 각자의 신념체계에 따라 전략적 행동을 하여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을 산출물로 내었다.

1997년 퇴직연금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책의제로 채택된 이후 노동

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합, 경영계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연합이 정책

지지연합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2003년까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서 학습을 통해 계층적 신념체계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경쟁을 하

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의 해결을 행정부에 넘겼다.

2003년 행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와 재경부·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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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정책지지연합간 논의 끝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

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 각자의 신념체계에 의거하여 정책경쟁 끝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이란 결과물이 나왔다.

이를 정책지지연합모형으로 분석해보면, 역동적 외적 사건중 김영삼정

부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로의 지배집단의 변화, 국민연금제도 개혁이라

는 다른 정책하위체제의 영향은 사회보장연합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반

면에 IMF이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의 퇴직연금제

도 도입 요구 등은 신자유주의연합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외적변수의 영향으로 정책하위체제에서는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노동계가 중심이 된 ‘사회보장연

합’과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시여기며 경영계가 중심

이된 ‘신자유주의연합’으로 정책지지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의제가 형성되어 법령이 제정되기까지 약8년여에 걸친 기간 동

안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정책학습을 하였다.

사회보장연합은 퇴직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보면서 소규모

사업장과 단기간근로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급여 지급보장기능

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퇴직보장법 제정 반대를 전략으

로 삼았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연합은 퇴직연금제도를 개별기업의 복지제도로 보

면서 실시여부나 방법 등은 개별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으로

법정퇴직급여제도를 폐지하고 임의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

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및 단기간근로자의 적용확대를 반대하였으며, 이를

확대하는 정부입법안이 예고되자 개정 시도하여 단기간근로자의 적용확대

를 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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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퇴직연금정책은 어떻게 변동되었는가?”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동은 행정부 내에서 결정이 되는 시행령개정과정

과 입법부에서 결정이 되는 법률개정과정에서 각기 다른 정책행위자들이

정책지지연합을 형성하기도 하고 같은 정책행위자의 역할과 입장이 바뀌

기도 하면서 시행령과 법률 개정이란 산출물이 나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정책지지연합의 관심

이 적은 탓에 주요 정책행위자는 정책중개자이기도한 고용노동부였다. 고

용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보장연합의 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시행

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 등 일부 정책경쟁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을 ‘4인 이하’로 한정하는 안을 받아들여 2009년 9월

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와 동시기에 추진되던 법률개정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입법발의하였지

만 결정은 의회의 권한으로 정책중개자는 의회가 되었다.

2005년 12월부터 실시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08년 11월

정부의 법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법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구성한 실무연구반에 새로이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축이 된 퇴직연금사업자

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 동의축소’, ‘다수사용자 DC형’ 등 신자유주의연합의

주장은 다수 반영되었으나, ‘적용대상 확대’, ‘산별퇴직연금제도’ 등 사회보

장연합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법안결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구

성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노동계 출신의원이 많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연합의 정책신념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정부개정안

은 2년 7개월간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2011년 6월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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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책지지연합모형으로 분석해보면, 역동적 외적 사건중 사회경제

적 조건변화에서 고령화, 노인빈곤율 증가는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마케팅으로 활용되면서 신자유주의연합의 재원이

되었다. 반면에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에 대한 불신을 불

러일으켜 신자유주의연합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또한 여론의 변화에서 시장의 경쟁심화에 대한 비난여론 증가는 사회보

장연합의 재원이 된 반면, 2008년 이명박정부로 정권교체되면서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연합의 재원이 되었다.

2기 법령개정과정에서는 1기의 정책지지연합 구성원들의 활동은 상대적

으로 약해지고 새로이 학자, 퇴직연금사업자,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사회보장연합은 기존의 노동계에 학자와 노동계출신 국회의원 등이 추

가되어 공청회나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

며 산별기금형제도 도입 및 공적서비스 제공 등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연합은 기존의 경영계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사업자로 주축이 변경되었고, 경제언론, 기재부, 경영계출신 국회

의원들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노조동의

축소 및 다수사용자DC형 등을 주장하면서 연구보고서 발간, 언론 홍보

및 정부의 법개정 연구반에 참여하는 전략으로 정책경쟁을 하였다.

셋째, “법제정과 개정과정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가?”이다.

두 과정을 ACF모형으로 살펴본 결과, 각각 8년과 6년이란 기간 동안

공통의 신념체계를 갖는 정책지지연합이 결성되어 다양한 외적변수를 재

원으로 하거나 제약이 되어 정책경쟁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동시키

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외적변수를 살펴보면 공통점으로 두 과정 모두 외적변수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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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받았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상대적 안정된 변수는 동일하다는 것

이다. 그리고 역동적 외적사건은 각 시기마다 큰 차이점이 있으며 정책결

정 및 정책변동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과정에서 역동적 외적 사건의 경우 각 과정마다 처해 있는 사회경제

적 조건 변화와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 등은 시기마다 다른 양상을 띄

었다. 제1기에서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

와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들이었다. 2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사회결제적 조건변화인 ‘글로벌 금융위기’였으

며, ‘여론의 변화’도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두기간의 외적변수는 [표 7-1]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7-1] ACF모형을 활용한 1,2기 외적변수 비교

구분 변수 내용 기타

1기
외적
변수

사회경제적 조건변화

노동시장환경변화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중간정산제 도입 양정책지지연합재원

국제사회의 요구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가장 큰 영향 미침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

정권교체 사회보장연합 재원

다른 정책하위
체제 영향

국민연금제도
개혁

사회보장연합 재원

2기
외적
변수

사회경제적

조건변화

고령화, 노인빈곤율

증가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글로벌금융위기 신자유주의연합 제약

여론의 변화
시장의 경쟁심화에

대한 비난여론 증가

사회보장연합 재원
가장 큰 영향 미침

체계화된

지배집단의 변화
정권교체 신자유주의연합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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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책지지연합들의 신념체계를 살펴보면 규범적 핵심신념은 두

과정 모두 동일하였으며, 정책핵심신념은 일부 변동은 있으나 거의 동일

하였다.

그에 비해 도구적 측면의 경우 각 과정마다 중심된 의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도구적측면은 최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

다는 정책경쟁 속에서 일부 변화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각 과정마다 정책핵심 신념을 [표 7-2]를 통해 비교하였다.

[표 7-2] ACF모형을 활용한 1,2기 신념체계 비교

마지막으로 각 과정별 정책하위체제를 이루는 정책지지연합의 참여자들

과 그들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1기에는 노동계의 사회보장연합, 경영계의 신자유주의연합으로 선명히

구분되면서 정책경쟁도 치열하였다. 반면에 2기에서는 1기의 주축들이 약

해졌다. 사회보장연합에는 기존의 노동계에 학계가 추가된데 비해, 신자유

주의연합에서는 기존의 경영계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주축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신념
체계

1기 2기

사회보장연합 신자유주의연합 사회보장연합 신자유주의연합

규범적
핵심신념

복지주의
공공성중시

시장주의
자율성,효율성중
시

복지주의

공공성 중시

시장주의

효율성 중시

정책
핵심신념

사회보장제도
의무제도

기업별복지제도
임의제도

사회보장제도

정부역할 강화

기업복지제도

시장 자율성 강

화

도구적
측면

적용대상 확대
퇴직금제도 강화
근퇴법제정반대

적용대상확대반대
법정퇴직금제도폐지
근퇴법제정찬성

산별기금형제도

도입,

공적 서비스제공

노조동의축소,

다수사용자 DC

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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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기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노사정위원회나 공청회 등 공론

장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하였는데 비해, 2기에서는 공론장이 거의 형성

되지 않았다.

또한 2기에서 경영계를 대신해 신자유주의연합의 중심이 된 퇴직연금사

업자들은 공론장에서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언론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

론을 형성하는 전략과 정부연구반에 참여하여 법령개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책중개자 측면에서 1기 의회는 최종 정책중개자이긴 하나 전

과정에서 주요 정책중개자는 행정부였다. 행정부내에서 노동부와 재경부,

산자부로 나뉘어 정책경쟁이 있었으나 확정된 정부안은 의회에서 일부의

원이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정부안대로 통과하였다.

2기에서도 시행령개정까지는 노동부가 정책중개자이자 정책결정자의 역

할을 하였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정에서 의회가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당초 개정안에서 핵심이던 ‘노조의 동의

권한 축소’는 폐기되었고 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

업대상 확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각 과정마다 각 정책지지연합의 구성원과 전략에 대해 [표 7-3]

를 통해 비교하였다.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제도 정책이 형성되는 법령제정과정에서부터 정책

변동이 발생하는 법령개정과정까지 약 14년 기간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

여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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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ACF모형을 활용한 1,2기 정책지지연합 구성원 및 전략

구분 사회보장연합 신자유주의연합 정책중개자

1
기

노사정위
논의과정

참여자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략
노사정위윈회 참여,
공청회, 성명서

노사정위윈회 참여,
연구보고서, 보도
자료

노사정위원회를 통
한 공개논의

법
률
제
정
과
정

정부
입법
과정

참여자 노동계, 노동언론
경영계, 재경부,
산자부, 경제언론

노동부

전략
성명서
근퇴법 제정 반대

공청회및정부입법
예고안개정시도

근퇴법 입법예고 및
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입법
과정

참여자
노동계, 노동계
출신의원

경영계 의회

전략
공청회 참여, 근
퇴법 제정 반대

별도 없음 근퇴법 수정의결

2

기

시행령

개정과정

참여자 노동계, 학계
경영계, 퇴직연금

사업자, 기재부
정부(고용노동부)

전략

공동임단투 지침

공청회, 정책보고

서

단체협약체결지침

연구보고서,

시행령 개정(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법률

제정과정

참여자
노동계, 노동계출

신 국회의원

경영계, 경제신문,

퇴직연금사업자,

경영계출신국회의원

의회

전략
성명서, 토론회,

입법발의

언론기사, 정부연

구반참여, 연구보

고서, 입법발의

법률 개정(근로복지

공단 시업대상 확대)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 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법령제정과

법령개정으로 크게 2기로 나누어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1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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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퇴직연금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임을 확인하였다.

퇴직연금제도에 관련된 정책환경, 즉 안정적 외적변수와 역동적 외적변

수가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쳐 각 정책행위자들의 재원으로 활용되거

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책행위자들은 계층적 정책신념체

계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을 형성하거나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과정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었고 연합마다 다

양한 전략으로 정책경쟁을 하였으며, 정책중개자에 의해 정책결정 및 변

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정책환경에서 정책중개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형성 및 변동과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의 단계적 신념체계 중 규범적

핵심신념과 정책적 핵심신념 등 상위신념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도구적 측면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라는 공론장에서 장기간 논의되

면서 일부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타협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노사가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 등으로

서로의 타협을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정책지지연합의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 정책중개자는 충분히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은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정책결정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다른 신념체계를 가진 집

단끼리 정책경쟁을 할 때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책행위자는 정책단계나 환경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정책중개자가 되는 등 그 역할이 유동적이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법은 국회에서 정하며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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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의 정책중개자이자 정

책결정자는 행정부이다. 1기에서 행정부는 퇴직연금정책이 공론장에서 논

의될 때부터 200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는 의회가 정책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법령개정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시행령개정과정에서는 행정부가 정책중

개자이자 정책주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법률개정과정에서 행정

부는 정부개정안을 내놓지만 정책중개자 및 정책주도자 역할은 의회가 수

행하였으며 행정부는 정책지지연합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책행위자는 집단과 그에 소속된 개인이 각기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제정과정에서 행정부 전체로 보면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하지만 노

동부는 정부내 노동계의 파트너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연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경부나 산자부는 경영계의 파트너로 신자유주의연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사회보장연합의 주장을 반영

한 ‘공공기관형 플랜’을 추진하지만, 정무직인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무의

사결정을 지시하는 등 신자유주의연합과 가치체계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

여줬다.

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회자체는 법률을 정하는 최종기구로서

정책중개자이다. 그런데 이에 속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의회의 입장은 정당별 입장차도 있었지만,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은 의원들의 출신과 배경에 따른 전략적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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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들은 보수당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시

장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시장성을

강화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때에 따라서는 자기진형

에 대해 비판도 아끼지 않았고 노사정위원회나 다른 공론장에서보다 더

타협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형성

되고 결정되었으며 변동되었는지를 각 참여자들의 입장과 역할, 문제의

발견, 정책대안들의 선택과정 등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정책결정

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지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

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최초 의도와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타협되면서 정책이 산출되는 것을 보았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정책은 1997년도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

다. 당시 정부가 검토했던 방법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구를 통해

집합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제도’였다.

법제정 과정에서는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지속되다가

법제정시 4인 이하 사업장 확대가 결정된 이후에는 다시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학자들은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집합운용하는 ‘공

공기관형 플랜’을 제시하였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추진하였지만, 고용노동

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무의사결정을 통해 시장에 맡길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디마켓팅116)

116) '디마케팅(Demarketing)'은 필립 코틀러가 1971년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정

기적으로 고객과 건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업이 수요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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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므로 시장에 맡길 경우 정책실패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기관을 시장에 진입하

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도 반발이 거의 없었

고, 시행령개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민간퇴직연금시장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체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자,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

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대상 범위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입법발의 되

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고용노동부의 반발에도 불구

하고 30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구체적인 정책제공수단은 각종 정책행위자의

개입과 상황에 따라 변경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정책적 신념은 정부와 의회에서 일관되게 추

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퇴직연금정책이 의제 형성되어 정책결정이 되고 1차 법개정

이 되는 14년간을 대상으로 AFC모형으로 분석하였다.

ACF모형은 장기적인 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정책결정이 되고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외부요인

을 분석하고 이들이 정책하위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 정책이 결정되는

지를 알 수 있다.

적으로 줄이려는 마케팅 활동을 말하며, 상위 20%의 고객이 수익의 80%를 창출하는

데 비해 하위 40%의 고객은 이익은커녕 오히려 수익의 10%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

위고객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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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책하위체제에서 어떠한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연합을 형성하며

정책경쟁을 하는지와 정책중개자의 역할 등을 분석을 통해 정책행위자들

을 알 수 있는 좋은 분석틀이다.

하지만 ACF모형의 일부요소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

었다. 예를 들어 정책지향 학습을 통해 정책지지연합내의 신념체계가 공

고해지거나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고 정책행위자 중 집단이나 개인이 사안에 따라 다른 도구적 측면

의 신념을 선택하는 등, 양 정책지지연합을 넘나드는 모습을 제대로 해석

하지 못하였다. 즉 정책행위자를 평면적으로 보았지 입체적으로는 그려내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본 고용노동부의 사례처럼 정책중개자이지만 사안에

따라 정책지지연합의 일원이 되는 경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데 부족하였

다. 그 모든 것을 정책을 중개하기 위해 중도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하기

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정책변동의 문제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15년 현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차로 아직 초기 단계

이고 현재에도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민간금융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퇴직연금시장에 5년이

나 늦게 진입했지만 가입사업장수에서 전체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

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공하는 DC제도에서는 1위에 해당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산 역할로 인해 2014년 8월

에 기재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중 하나

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법안은 2014년 11월 26일 권성동의원에 의해 의원입법 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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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15년 4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금 현행제도보다

는 1997년에 제기된 ‘중소기업공제제도’에 오히려 더 가깝고, 2009년 시행

령 개정당시 추진되던 ‘공공기관형 플랜’과는 일치에 가깝다.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짧게는 6년, 길게는 18년만에 당초 제안되었던

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ACF 모형으로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정책변동의 촉발기제에 더 중심을 두는

분석틀, 예를 들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등을 통해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은 연구자가 정책참여자중 한명이다 보니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려 했으나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다른 정책참여자들의 의중을 모르

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참여자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자료 수집이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 발전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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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corporate pension

Policy Changes of korea

Kim Wan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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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worldwide slow economic growth and aging population,

Existing public old age security pension scheme was no longer

financially sustainable. So World Bank recommended a multi-layered

security system for old age in 1994.

It started a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plans’ on the predecessor ‘Korea Labor Relations Reform Commission’

of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in September 1997 in Korea.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plans’ began

in earnest in the public sphere, since It had been Selected as an

important challenge of ‘Korea Tripartite Commission’

Since it had passed through a long period of discussions in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then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nd

the parliamentary legislative process too, corporate pension system was

implemented as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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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ed in January 2005 in Korea.

law amendments had been legislative initiatives by Government in

November 2008 and i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1 in 2 years and 7 months.

This study analyzed advocacy coalition frame(ACF) model for about

14 years divided into two groups policy change process, 1997-2011

To this end, The research was done on the basis of various

literature survey. For example, the government, parliament, labor group

and business group’s publications, proceedings, press releases and

various press articles, etc.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The labor

groups had been a central idea of welfarism were formed a

‘Social-security coalition' and The business groups had been a central

idea of ‘Market attention’ were formed a ‘neo-liberal coalition'

They had a competition policy about various policy agenda, and Due

to the role of policy broker,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cy change

occurr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abatier’s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is confirmed that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ver a long period of 14 years .

second, Policy brok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s policy

environment.

third, the role of policy actor was in flux, such as its role may be

part of a policy advocacy coalition or the policy broker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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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tages or the environment.

Fourth, policy actors have a different belief systems according to

groups or individuals may play different roles.

Fifth, we examined by focusing on small business policies in the

corporate pension plan, Policy actors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which they try to seek the best choice in their positions. but, The

policy has been produced that initial intentions and other selection was

made by the policy actions-way interaction.

Although research Scope of this study is the first law revision in

2011 study, a big policy changes currently in progress in 2015.

In particular, ‘small pension fund system’ is as short as six years,

would long to be realized through multiple paths to the original

proposal that was proposed 18 years.

If these changes are complete,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hrough a variety of frameworks as PSF model.

Key Words : Corporate Pension Pl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multi-layered security system for old

age, Policy Changes, Policy Advocacy Coalition,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 2014-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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