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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김양희 ․김은지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
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
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
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
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
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
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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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
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
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
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
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
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
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
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
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
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
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
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
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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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오늘날 일본은 고령인구 비중이 2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더해,
장기불황 이후 저성장 시대의 도래라는 대대적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겪
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공적연금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에서부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현안의 발생, 그리고 관리운영상의 허점에 이르기까
지 적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
데 바로 그 점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과거 어느 정부도 근본개혁에 엄두를
내지 못해 문제해결을 지연시켜 왔고 그러는 사이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졌다.
급기야 2009년 8월 31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금 문제를 비롯
한 복지정책이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54년 만의 정권교체
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가 도래하였다. 특히 2000년 들어 고이즈미 정
권하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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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중시켰고, 더욱이 이에 대비할 만한 사회 안전망이 미비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누적되어 민주당의 집권에 일조하였다.1)
따라서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일본 국민도 예의 주시하는 일본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일본의 연금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 경제사회의 현주소를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곧 본 연구의 최대 의의이기도 하다.
연금제도개혁 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민주당 집권이라는 정치적 변화는
새로운 연금개혁 주체의 등장을 함의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연금개혁에 정권
의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민주당 집권 이후 약
10개월 만인 2010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은 참패하여
다수당 자리를 자민당에 내주게 되었고 참의원과 중의원의 다수당이 불일치
하는 ‘뒤틀린 국회’ 상태가 되어 버렸다.2) 민주당의 최대 참패요인은 ‘집권
기간 내 소비세 인상 유예’라는 1년 전 공약을 번복하고 연금개혁 및 재정
개혁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소비세 인상안을 졸속으로 제시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애초 10개월의 민주당 집권에 적잖이 실망한 일본 국민들이 민
주당의 연금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뒤틀린 국회’가 지속되는 한 국정운영상의 혼란이
예상되어 연금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은 더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이 연구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현안
을 살펴보고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이에
조응하는 민주당의 연금개혁 방향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일본에서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요인이 연금제도의 구조
적 맹점으로 인하여 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일본

1)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양희ㆍ김은지(2009)를 참고.
2) 2010년 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김양희ㆍ김은지(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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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금개혁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적연금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1층 구조로 되어 있다. 단,
그 안에 정액부분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부분인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
연금 세 개의 특수직역연금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공적연금 재원조
달방식도 사회보험방식과 부과방식의 혼합형이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특성상
우리도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으며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간 형평성 문제 등 세대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소득비례부분의 일
원화 및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김성숙 외 2008). 한
국은 아직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로 표상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야기하는 상황은 일본과 유사하다. 이처
럼 한국의 연금제도는 일본과 비교해 상이점과 공통점이 병존하나 현안 과
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비해 저성장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
금껏 한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에 앞서 유사
한 현안에 직면한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에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포함해 유익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연구 성과가 우리의 연금
정책 수립에 미약하게나마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 연
구의 두 번째 의의이다.
이하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2절에서는 일본 연금제도를 둘
러싼 환경변화, 특히 인구구조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 도래라는 두 측면에 주
목할 예정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일본의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이
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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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이것이 고
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어떤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
는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일본 공적연금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을 이 연구의 또 다른 부가가치로 삼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인 고령
화와 저성장에 대응하지 못하여 나타난 주요 현안을 파악할 것이다. 이는 크
게 연금재정의 불안정, 세대내 및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으로
나뉜다. 민주당 집권 이전 연금개혁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연금
개혁 논의의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금
개혁을 민주당 집권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과연 민주당의 개혁안이 현행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를 전망할 것
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고령화율)이 1970년에 7.1%(7,393만 명)
로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였고, 1994년에 14%(1억 8,261만 명)로 ‘고령 사
회’로, 그리고 2006년에 20%를 상회하며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과거 선진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대부분 40년 이상이었으나, 일본은 24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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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12년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다.3)

❚ 그림 1-1. 일본 인구구조의 추이 및 전망 ❚

주: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장래추계인구｣(2006년 12월 시점의 중위 추계결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자료: 內閣府(2009), 少子化白書.

일본의 인구구조는 크게 변화해 왔고, 이러한 변화 추이는 향후에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0～14세)는 2009년 1,676만 명에서 2055
년 725만 명으로 축소되며, 총인구 대비 유소년 비중도 2009년 13.2%에서
2055년 8.4%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가능인구(25～64세)
는 2009년 8,164만 명에서 2055년 4,595만 명으로 축소되고, 총인구 대비
비중도 2009년 64.1%에서 2055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자 인구(65세 이상)는 2009년 2,899만 명에서 2055년 3,646만 명으로
늘어나 총인구 대비 비중이 22.7%에서 2055년 40.5%로 급격히 증가할 것

3)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1864~1979), 미국이 71년
(1942~2013), 스웨덴이 85년(1887~1972), 영국 47년(1929~76), 독일 40년(1932~72)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6장의 [표 6-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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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저축률 감소, 투자 감소 및 잠재성장률 저하 등 일본 경
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ㆍ고령
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관련 재정 악화, 현
역세대의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혜자의 급여 인하, 이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
의식의 팽배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 야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
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 표 1-1. 일본 사회보장급여비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2006년도

조엔
사회보장급여비

연금
의료
복지
(간병포함)

국민소득

%

2011년도

조엔

%

2015년도

조엔

%

2025년도

조엔

%

89.8

23.9

104

25.3

115

26.5

136

27.7

(91.0)

(24.2)

(109)

(26.5)

(125)

(28.8)

(158)

(32.1)

47.7

12.6

54

13.1

58

13.4

62

12.5

(47.3)

(12.6)

(55)

(13.5)

(63)

(14.5)

(73)

(14.8)

27.5

7.3

32

7.9

37

8.5

48

9.7

(28.5)

(7.6)

(34)

(8.4)

(40)

(9.2)

(56)

(11.4)

14.9

4.0

18

4.4

20

4.6

27

5.4

(15.2)

(4.1)

(19)

(4.7)

(22)

(5.0)

(29)

(6.0)

375.6

-

411

-

432

-

492

-

주: 1) %는 국민소득 대비를 나타내며, 금액은 명목 기준이다.
2) ( ) 안의 수치는 개혁 이전의 것이고, ( ) 외의 수치는 개혁이 반영된 것이다.
자료: 厚生労働省(2006. 5), ｢社會保障の給付と負担の見通し-低目の経済成長-｣.

일본에서 저출산ㆍ고령화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표 1-1]에 따르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회보장급여비는 개혁이 반영된 수치를
기준으로 해도 2006~15년도 기간에 89조 8,000억 엔에서 115조 엔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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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어 국민소득 대비 비중이 23.9%에서 26.5%로 급증하였다. 2025년도에
는 사회보장급여비가 136조 엔으로 증대되어 국민소득 대비 27.7%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연금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2025년도 사회보
장급여비는 158조 엔까지 급증하고 국민소득 대비 비중은 무려 32.1%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급여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급여비는 2006년도 47조 7,000억 엔에서 2015년도 58조 엔, 2025년도
62조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사회보장비에 대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적자국채로 충당하려 해
도 이미 거액의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출산ㆍ고령화로 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여
건상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모순이 현재 일본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
급여비가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하여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지속가능하고 안정
적ㆍ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그림 1-2]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지출은 고도성장기(1965～73년)에 9.1%
에 달하는 고성장을 나타낸다. 그 뒤 고도성장기는 종언을 고하지만 두 차례
의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버블호황기에 진입하기 이전인 1974～86년간 일
본경제는 연평균 3.4%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버블호황기
(1987～90년)에는 연평균 5.2%의 높은 성장세를 시연하였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고 소위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컬어지는 장기불황기(1991～2001년)
에는 연평균 1.3% 성장에 머무는 저성장시대를 맞게 된다. 그러다가 2002
년 2월부터 시작되는 수출 주도의 최장기 호황을 맞아 일본경제는 매년
1.9%의 성장세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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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일본의 장기 성장률 추이(연도별 GDP의 기간별 연평균) ❚
‐4.0

‐2.0

0.0

2.0

4.0

6.0

1956‐1973(고도성장기)
3.4

1987‐1990(버블호황기)

2002‐2007(수출호황기)

10.0
9.1

1974‐1986(안정성장기)

1991‐2001(장기불황기)

8.0

5.2
1.3
1.9

2008‐2009(글로벌금융위기) ‐2.8

자료: 內閣府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본경제는 2008년 -3.7%, 2009년 -1.9%
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실로 ‘100년 만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처럼 일본경제는 버블붕괴 이후 20여 년간 1%대 성장률에 그치는 저성
장 시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경제 저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인구구조 고령화
이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고
저축감소에 따른 투자위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잠재성장
률은 인구감소 효과로 인하여 4.0%(1988～92년) →1.7%(1993～97년) →
1.0%(1998～2002년)로 하락한 데 이어 2030년에는 1% 이하로 하락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의 결과는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로도 나타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1973년 발발한 중동전쟁을 기화로 일어난 석유위
기 이후 일본의 CPI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에 석유위기를 포함하여
1969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 40년간 연평균 CPI는 3.2%이나, 버블이 붕
괴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년간의 이 수치는 0.7%이다(후생
노동성 2010, p. 56～57). 그러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10년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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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0.2%로 이 기간에 일본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년에는 -0.9%로 1955년(-1.1%)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
록하였다.
저성장은 임금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실질 임금상승률은 1980년대부
터 1990년대 초반까지 평균표준보수월액, 월급여, 현금급여총액 모두 약 1～
2%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저하경향을 보인다(후생노동
성 2010, p. 57～59). 특기할 만한 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출 주
도의 호황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2% 정도를 시현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 기간의 노동분배율은 저하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는 높은 실업률과 동시에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한 주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일본의 총피용자 수는 1985년 3,998만 명이던 것이
2007년 5,173만 명으로 29.4%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중 정규직은 2.9%
증가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무려 164.4% 증가하여, 그간의 피용자 수 증
가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총피용자 중 비정규
직 비중은 1985년 16.4%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985년 수치의 두 배
인 33.5%에 달한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34.1%로 증가한 뒤 2009년에는 급속한 경기악화에 따른 고용감소
로 33.7%로 주춤하는 추세이다.
2009년 기준 비정규직 1,721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9.3%를 점하는 것
이 파트타임 고용이며 그 뒤를 계약ㆍ촉탁ㆍ기타(26.7%), 아르바이트
(19.7%)가 잇고 있다. 한편 2005년 이후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도 야기된
파견사원이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하다.
물론 비정규직 증가의 이면에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악화, 서비스 산업의
확산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자들의 다양한 고
용형태 선호취향에 의한 자발적 선택의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장기불황이
심화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정규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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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구조화되었다는 점에서 저성장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사료된다.
비정규직의 취업 이유를 설문조사한 후생노동성(2006)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파트(남성)의 43.6%가 가계의 중심적인 소득원으로서 생계를 위해 취
업한 것으로 나타나 ‘학비나 오락비를 벌기 위한 취업(38.3%)’보다 높으며
‘보람ㆍ사회참여를 위한 목적(26.9%)’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기타(남성)의 경
우는 73.3%가 생계형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다음을 잇는 ‘보람ㆍ사
회참여(23.9%)’의 3배가 넘는다.4)
장기간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재정 부담
이 크게 상승하였고, 기업에도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가 경제 활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경제계는 국제경쟁력이 저하
한다며 기업의 부담 가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는 후생연
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 복리비 관련 인건비 증가가 기업수익을
압박하여 기업활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고용 감소와 비정규직 남용을 유발
하여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연금제도 운영을 둘
러싼 커다란 환경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의 연금제도가
그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적 맹점이 어떻게 잠
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 이때 ‘파트’란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로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준사원, 촉탁, 임시직 등의 명칭에 상
관없이 주간 소정노동시간이 정사원보다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기타’는 정사원이나 파트 이외의 노동
자로서 주간노동시간이 정사원과 같거나 긴 노동자를 말한다. 한편 ‘정사원’이란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
로서 일반적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노동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이다.
정사원에는 주간노동시간이 3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포함한다(厚生労働省 200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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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및 국민
연금ㆍ후생연금ㆍ공제연금의 세 가지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여기
서 말하는 기초연금은 ‘특별회계’인 기초연금계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독자적
인 연금재정을 갖지 않고 국민연금과 피용자연금에서 필요재원을 조달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재정단위’를 기준으로 보자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위의 세
가지 직역연금만 존재한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후생노동성을 위시하여 적지 않은 문
헌이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체계를, 1층에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후생연금, 공제연금과 같은 피용자연금이 추가된 2층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연금=기초연금’이라는 설명도 늘 따른다. 그러나 이
는 엄밀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초연금은 여타 연금과 다른 성격의 것
이며 국민연금이 곧 기초연금도 아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복잡한 체
계 자체가 일본 연금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잘 보여주는 단면인데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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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

자료: 社会保険庁(2008), ｢20歳にな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年金のはなし｣을 토대로 작성.

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 공적연금제도가 복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여
타 선진국과 달리 전 국민 대상의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이 생겨나기 이전에
직역연금이 먼저 성립되었고 이후 기초연금이 직역연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보다는 다분히 봉합하는 방식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은 후생연금이다. 후생연금은
민간기업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1941년 도입되었으며, 1954년에 개정되
어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5) 뒤를 이어 구공무원공제조합연금
(1948년, 1958년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번 시행)과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1954년) 등의 공제연금도 도입되었다. 이 둘은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산
출되는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피고용자 보수에 비례하여 연금급

5)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제4장을 참고하라.

20│고령화ㆍ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여를 받는 보수비례급여의 공통점을 지니므로 피보험자연금이라고 한다.
1961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이 둘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자,
학생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비록 임의가입으로 제한되었으나 피용
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국민개연금(國民皆年金)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1961년까지 형성된 직역별 연금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제도간 부담과 급여 차이로 인해 후생연금과 공제
연금 간에 ‘관민격차’와 같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변화(농림어업 종사자의 감소와 피고용자의 증가)로 국민연금 재
정이 위태로워졌다. 또한 피용자의 배우자(주로 전업주부인 여성)는 국민연
금의 임의가입만 가능하여 연금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이에 1977년 직역
간 벽을 허물어 보험집단을 크게 만들어 취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전 국민
이 가입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개연금이라 할 수 있는 ‘기본연금’의 신
설안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개혁안은 조세방식으로의 전환
및 증세가 불가피한 대대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결국 실현되지 못
하였다.
이에 1985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기본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은 엄밀
히 말하자면 위와 같은 기본연금 도입이 곤란한 상황에서의 현실적 타협책
으로서 기존의 직역별 연금제도를 존속시킨 채 이들간의 연금계정 조정을
통해 의사(擬似)기초연금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기초연
금은 ‘회계상의 개념’으로 기초연금재정이라는 특별회계를 제정하여 기존 직
역연금의 급여재원을 모은 것이지 독자적인 재정기반을 가진 ‘연금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실태를 잘 반영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2-2]이다.
[그림 2-2]에서 부담 측면을 보면, 기초연금계정 중 세 가지 직역연금 피
보험자의 보험료가 각각의 연금계정 중 2/3를 구성하고, 나머지 1/3은 국고
로 지원된다. 이렇게 하여 조성된 세 직역연금계정이 기초연금계정의 갹출금
이 된다. 이를 급여 측면에서 보면, 기초연금은 크게 기초연금계정의 갹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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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직역연금계정에 보내는 교부금이 더해져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직역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비를 통해 각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기초연
금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 그림 2-2. 기초연금의 자금 흐름 ❚

자료: 牛丸聡ㆍ飯山養司ㆍ吉田充志(2004), 公的年金改革 仕組みと改革の方向性, 東洋経済新報社, p. 13.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공적연금의 재원조달 방식은 크게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나뉜다.
사회보험방식이란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자로
부터 보험료를 거출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
여 연금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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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연금급여도 받을 수 없다. ‘조세방식’이란 말 그대로 정부의 세금으
로 연금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 중 절반은 가입자(현역세대)가 지불
하는 보험료로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부담(세금)으로 조달한다. 이처
럼 필요재원이 보험료와 국고부담으로 조달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온전한
사회보험방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조달된 보험료를 절반으로 하여 국고로 나머
지 절반을 부담하므로 ‘조세방식’도 혼합한 체계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공적
연금은 양 방식의 장점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과 동시에 단점이 그렇
게 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 표 2-1. 연금의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의 특징 비교 ❚
조세방식
기본구조

사회보험방식

∙보험료 부담이 없고, 국내거주 연수 ∙일정기간 보험료를 부담하고, 부담금
기준으로 급여지급
액에 맞는 급여를 산정

부담-급여관계

∙대응관계가 없어 불명확

∙대응관계가 명확

세대간 불평등

∙현역세대뿐만 아니라 고령자세대도
일정 정도를 부담

∙현역세대만 부담

저연금ㆍ무연금

∙기업의 역할이 불명확

∙기업의 역할이 명확

연금기록 문제

∙저연금ㆍ무연금 문제 해소

∙저연금ㆍ무연금 문제 발생

∙기업의 역할이 불명확

∙기업의 역할이 명확

사업자 부담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공적연금의 급여방식은 부과방식(pay-as-you-go, PAYGO)과 적립방식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현역세대가 갹출한 연금보험료로 현 고령자 세
대에 연금을 급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역세대는 모두 공적연금의 피보험
자가 되어 현 고령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하고, 이들이 고령자가 되면 그때
의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세
대간 부양방식으로서,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여하에 민감하며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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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 세대의 부담과 미래 급여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대간 격차도 발생
하기 쉬운 방식이라 하겠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적립방식으로서, 자신의 연금보험료를 스스로 적
립하여 운용하고 이를 퇴직 후 급여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급여
액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좌우되기 쉬우며 따라서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세대간 격차와는 또 다른 세대내 격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적립방식도
일부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 공적연금은 124조 엔(2008년도
말, 시가 기준)에 이르는 거액의 연금적립금도 가지고 있어 완전한 부과방식
으로 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로 인해 수정적립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공적연금 가입자는 부담 측면(가입)에서 직역별로 각기 다른 연금계정을 가
진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2008년도 말 기준,
공적연금 가입대상자는 면제 및 납부유예자를 포함하여 총 6,936만 명이다.
이 중 국민연금가입자(제1호 피보험자)가 2,001만 명, 피용자연금가입자
(제2호 피보험자)가 3,891만 명(후생연금보험 3,444만 명, 공제조합 447만
명), 피용자의 부담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들의 배우자(제3호 피보험자)가
1,044만 명이다. 이들 세 연금 각각의 공적연금 대비 비중은 제1호 28.8%,
제2호 56.1%, 제3호 15.0%로, 제2호가 절반이 넘는 압도적 다수를 점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후생연금보험 가입자만 전체 공적연금의 49.6%를 차지한다.
제1호 피보험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림어업자 및 자영업자,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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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매월 정액의 국민연
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4월 현재 월 1만 5,100엔이며,
매년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도 이후에는 1만 6,900엔(2004년도 가격)
으로 고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바
로 이 점이 이들이 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는 무가입자 혹은 가입 후 보험
료를 미납하는 미납자가 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 표 2-2. 일본의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2008년도 말 기준) ❚

주: 1) 미납자란 24개월(2007년 4월~2009년 3월)의 보험료가 미납된 자.
2) 종래는 ‘공적연금 가입상황 등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수치를 게재해왔으나, 2007년도에는 그 조
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2004년도 결과를 선형 안분한 2007년도 수치를 임시로 기재하였음.
3) 2009년 3월 말 현재. 제1호 피보험자에는 임의가입피보험자(35만 명)가 포함되어 있음.
4) 2008년 3월 말 현재.
자료: 社会保険庁(2009), ｢平成20年度における国民年金保険料の納付状況と今後の取組等について(平成21年7月)｣.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 등의 피용자연금 가입자이다. 국
민연금의 보험료는 정액제인 데 반해 피용자연금은 정률제이다. 보험요율은 노
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9월 현재 15.704%이나 2004년
이후 매년 0.354%씩 인상해 2017년도 이후에는 18.30%로 고정될 예정이다.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
만 배우자로서 연수입 130만 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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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처에서 사용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제3호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들의 배우자가 가입해 있는 후생연금제도 및 공
제연금제도가 부담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의 보험료를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급여
공적연금은 급여 측면에서는 기초연금이라 한다. 기초연금은 급여 측면에서
도 제1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로 나눠진다. 이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노령기초연금은 최소 25년, 원칙적으로 40년(480개월)간 보험료
를 완납하여야 65세가 되어 매년 79만 2,100엔(월 6만 6,008엔)의 노령기초연
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상
한은 480개월)이 길면 길수록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급여도 많아진다. 2009년
도 연금급여액은 79만 2,100엔(월 6만 6,009엔)이다. 그 반대로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급여액도 적어진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자로 되지 않는 무연금
자가 된다. 노령기초연금의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결정된다.
노령기초연금≡ 792,100(엔)×

I 납부월수 + I 면제월수 × 4/8+I 1/4납부월수 × 5/8+I4/2납부월수 × 6/8+I3/4납부월수 × 7/8
가입가능연수 × 12

주: I는 보험료를 의미.

일본의 기초연금급여는 이 밖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을 때 받는 ‘장애기초연금’, 가족의 경제부양자가 사망 시 받는 ‘유족기초
연금’의 세 유형이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어디까지나 특별회계계정에 불과한 것으로
서, 피용자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달리 기초연금 보험료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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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천징수된 피용자연금의 일부가 기초연금
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2007년도의 국민연금 피보험자에 대한 노령연금수급권자 수는 37.5%로
과거 최대 규모이다. 전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듬해인 1986년 이 수치가
17.8%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후
생연금의 경우 이 수치는 1.1%(1965년도)에서 2007년에는 36.4%로 지난
22년간 급팽창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최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세대주의 연금종류에 따라 부부의 총급여액이 달
라진다. 먼저, 세대주가 국민연금 제1피보험자인 경우는 배우자도 별도로 국
민연금에 제1호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하므로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부부
합산액은 13만 2,016엔이 된다. 반면, 세대주가 제2피보험자인 경우는 당사
자가 기초노령연금 6만 6,008엔에 직역비례분인 노령후생연금 10만 576엔
이 더해진 금액을 받고 그의 배우자는 제3피보험자로서 노령기초연금 6만
6,008엔만 받아 이들의 부부합산 연금총액은 23만 2,592엔이 된다. 이처럼
일본의 공적연금은 세대주의 연금종류에 따라 연금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특
성을 보인다.
한편 세대주가 동일하게 피용자연금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대체율이 다르다. 즉 배우자가 피

❚ 표 2-3. 일본 공적연금의 세대주별 노후수령 연금액(월액) ❚
(단위: 엔)

세대주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세대주의 노령연금액
노령기초연금
노령후생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노령기초연금

합계

66,008

-

66,008(제1호 피보험자)

132,016

66,008

100,576

66,008(제3호 피보험자)

232,592

자료: 社会保険庁(2009), ｢20歳にな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年金のはなし｣, p. 9 그림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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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서 국민연금(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9년 현재 소득대체
율은 48.3%이고 2050년에는 39.9%가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제3호 피보험자가 되어 2009년과 2050년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62.3%, 50.1%로 피용자의 배우자보다 우대를 받는다. 이러한 배우자의 직
업 유무별 차이를 ‘제3호 피보험자문제’라고 한다.
❚ 표 2-4. 일본 공적연금의 배우자 직업 유무별 소득대체율 ❚
세대주

배우자

적용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피용자
전업주부

제1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소득대체율(65세 시점)
2009년
2050년
48.3
39.9
62.3

50.1

자료: 社會保險審議會. 2009년 재정검증. 八代尚宏ㆍ鈴木亘(2009), p. 209에서 재인용.

이 밖에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조합과 일반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
연금 간에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를 흔
히 ‘관민격차’라고 한다.

4. 기업의 복지부담
일본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고용자 측이 후생연금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의 법정복리후생비를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후생노동성
(2006)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상용노동자의 월평균노동비용(46만 2,329엔)은
크게 현금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으로 대분된다. 이 중 후자(100.0%)
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법정복리비(52.9%)’, 사업주 재량에 따른
‘법정외복리비(10.9%)’, ‘현물급여비용(1.1%)’, ‘퇴직급여 등의 비용(31.4%)’,
‘교육훈련비(1.8%)’, ‘기타(1.9%)’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법정복리비(100%)
는 건강ㆍ개호보험료(33.9%), 후생연금보험료(51.3%), 노동보험료(13.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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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점하며, 특히 후생보험료가 절반을 차지한다.
후생보험료가 노동비용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전 산업 기준으로 보면 5.2%
에 불과하여 일견 이것이 기업의 부담요소로 작용할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세분해 보면 1,000명 이상, 300～999명, 100～299명 규모 기업
에서는 각기 5.0%, 5.1%, 5.3%에 불과하나 30～99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18.6%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金明中(2008)은 1984～2003년간 일본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패널 데이터
의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복리후생비가 정규직 고용에 마
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
적 영향은 근소하게나마 버블붕괴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일본기업들은 정규직 채용 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을 기피하기
위해서도 정규직 채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수익률 악화와 불황 타개의 돌파구로 삼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표 2-5. 일본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실태 ❚
(단위: %)

적용 중인 제도

노동자
합계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기업연금

정사원

100

99.2

99.7

98.7

29.7

정사원 이외

100

60.0

48.6

46.6

5.3

계약 사원

100

81.9

83.4

80.5

6.9

촉탁 사원

100

75.9

82.8

79.5

16.1

계열사파견 사원

100

87.2

92.3

90.7

42.7

파견노동자

100

82.4

80.2

78.2

4.3

등록형

100

78.7

77.5

73.6

1.5

상용고용형

100

86.2

83.1

82.8

7.1

임시 노동자

100

30.7

29.3

22.6

1.2

파트타임 노동자

100

48.1

28.7

26.9

2.7

기타

100

72.6

71.1

69.4

4.8

자료: 厚生勞動省(2009), ｢平成19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体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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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본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표 2-5]에서 살펴보면 정사
원의 경우 대부분이 3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 정사원 이외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60%에 불과하며 후생연금 가입률은 46.6%로 3대 보험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사원 이외 중에서도 특히 임시 노동자(22.6%)
와 파트타임(26.9%)은 2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비정규직을 선호
하는 기조는 비정규직의 비중 확대라는 고용시장의 왜곡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 橘木俊詔(2005)가 강조하듯이 기업을 사회보험제도의 부담으로부터 제
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
다. 결국 일본적 복리후생제도가 정규직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이들의 고
용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국가가 본
래 담당해야 할 사회보장비용 부담의 일부가 기업에 전가되어 있고 기업은
장기불황하에서 이를 다시 노동계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에 전가하는 방식
으로 비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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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제1호 피보험자의 연금계정인 국민연금의 총수입 중 보험료 수입은 최초
로 연금이 도입된 1961년부터 전국민연금으로 전환된 1985년까지 보험료
증액과 피보험자의 약 1.4배 증가를 배경으로 착실히 확대돼 왔다. 이후
1999년까지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일부가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제3피보험자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다소 감소하다가 198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피보험자 수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다시 증가한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보험료는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감소하고 납
부율이 저하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부담은 부담시점을 보험료 납부 때로 하느냐 급여 때
로 하느냐에 따라 증감 변동을 보여 왔다. 또한 1983년도부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고부담액의 평준화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국고부담금이 변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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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일본 국민연금(제1호 피보험자 연금계정)의 수입 및 지출 상황 추이 ❚
(단위: 억 엔)

연도

수입 합계
(실질)

보험료 수입

국고 부담

운용 수입

지출 합계
(실질)

수입 지출
차감액

연도말
적립금

1961

305

184

116

5

0

305

305

1965

497

248

146

103

19

478

1,946

1970

1,849

1,064

394

391

163

1,686

7,271

1975

6,938

3,690

2,133

1,093

4,623

2,315

18,147

1980

19,077

11,824

5,420

1,507

15,976

3,101

26,387

1985

27,323

15,762

8,431

1,827

26,882

441

25,939

1990

26,737

13,053

9,548

1,737

20,297

6,440

36,317

1995

34,861

18,251

11,846

3,184

28,049

6,813

69,516

2000

36,187

19,678

13,637

2,828

32,596

3,591

98,208

2001

36,143

19,538

14,307

2,263

34,861

1,282

[ 35,126 ]
2002

35,453

[
18,958

14,565

[ 33,184 ]
2003

36,142

2004

35,633

19,627

14,963

19,354

15,219

37,873

19,480

17,020

[ 42,966 ]
2006

39,228

19,038

17,971

[ 40,143 ]
2007

38,466

18,582

18,436

[ 34,281 ]
2008

37,545
[ 30,528 ]

37,253

43,350

18,558

1,093
[△ 5,924 ]

10 ]

94,698 ]

[

97,160 ]

[

97,151 ]

[

96,766 ]

[

93,828 ]

[

84,674 ]

[

71,885 ]

99,108

98,612

96,991

△ 5,478
384 ]

91,514

△ 3,853

87,660

△ 4,968
[△ 9,153 ]

43,317

[

497

[△ 2,939 ]
43,435

97,348 ]

△ 1,620

[△
43,082

99,490
[

382

2,462 ]

[△

[△ 3,073 ]
17,470

△
[

2,879 ]
1,113

△

36,639

6,451 ]
1,965

[

265 ]

[△ 2,650 ]

2,654 ]
1,357

[

35,834

4,482 ]
1,044

[

[

371 ]
1,523

[

[ 37,244 ]
2005

1,897
[△

[ 39,101 ]

1,246 ]

82,692

△ 5,772
[△12,789]

76,920

주: 1) 지출합계(실질)는 업무계정에서 적립금으로 넘긴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2) 1986년도 이후의 수입합계(실질)와 지출합계(실질)는 기초연금교부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2005
년도 이후의 수입합계(실질)는 적립금에서 수납된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3) 2005년도 이후 운용수입은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납부금(2005년도는 연금자금운용
기금납부금)을 포함한 것이다.
4) 상기의 [ ]는 GPIF의 시장운용분에 대하여 주식 등의 평가손익도 운용수입에 포함시킨 시가 기준으
로 평가한 것.

1986년도 이후 기초연금계정으로부터의 불입인 기초연금교부금을 뺀 실질
적인 수입액을 보면 당해연도는 2조 2,000억 엔, 2008년도에는 3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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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엔이 된다.
국민연금의 지출면을 살펴보면, 연금수급자 증가와 급여수준 개선에 따라
연금급여액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인 시기가 1973～76년도로서, 이는 첫째, 1965년 이후 출생자의 10년연
금 수급권자 발생, 둘째, 1975년도의 5년연금 수급권자 발생, 셋째, 1974년
부터 도입된 연금액 개정 조치와 동시에 발발한 2차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
레이션에 기인하는 연금액 인상(1974년도 16.1%, 1975년도 21.8%)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국고부담이 연장된 1983년도
와 1984년도를 제외하고는 2001년도까지 해마다 흑자수지를 기록, 연도말
적립금액도 매년도마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1998년도
부터 2003년도까지 동결되고 피보험자 수 감소와 납부율 저하도 맞물려 연
금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어 2002년도 이후부터는 줄곧 적자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연도말적립금(장부가 기준)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시가 기준 연금수지를 보면 2003년도에는 시장의 운용환경이 호조를
보여 연도말적립금이 증가하나 그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향
후에도 국고부담률 1/2로 인상 및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본
적으로 적자수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전망은 어떨까? 일본정부는 2009년도 재정전망에서
장기 경제전제로서 물가상승률 1.0%, 임금상승률 2.5%, 운용이율 4.1%라는
낙관적인 전제에, 거시경제슬라이드의 조정을 2012～38년간 수행하는 것으
로 한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09, p. 289). 이 경우
국민연금계정은 2070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여 이후 2105년까지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적자폭은 최대가 되는 2105년에도 1조
2,000억 엔 정도로 크지 않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전망치가 매우
낙관적인 전제하에 추산된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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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일본의 국민연금 표준연금수급세대 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전망

(2009년 재정 검증, 기본 시나리오) ❚
표준적인 연금수급세대의 연금액
연도

합계
①

보수비례부분
(만엔)
(만
엔)

기초연금부분

(만엔)
(만
엔)

(만엔)
(만
엔)

현역남자 평균임금
(실수령액)
②

(만엔)
(만
엔)

소득대체율
①/② (%)

2009

22.3

(22.3)

9.2

(9.2)

13.1

(13.1)

35.8

(35.8)

62.3

2010

22.2

(22.3)

9.2

(9.2)

13.1

(13.1)

35.7

(35.8)

62.3

2011

22.9

(23.0)

9.4

(9.5)

13.5

(13.5)

36.8

(36.9)

62.3

2012

23.3

(23.0)

9.5

(9.4)

13.7

(13.6)

37.7

(37.3)

61.7

2013

23.6

(22.9)

9.7

(9.4)

13.9

(13.5)

38.7

(37.7)

60.9

2014

23.8

(22.8)

9.8

(9.3)

14.0

(13.4)

39.6

(37.9)

60.1

2015

24.1

(22.6)

9.9

(9.3)

14.2

(13.3)

40.6

(38.0)

59.3

2020

26.0

(22.8)

10.7

(9.4)

15.3

(13.4)

45.9

(40.3)

56.6

2025

28.7

(23.9)

12.1

(10.1)

16.5

(13.8)

51.9

(43.3)

55.2

2030

31.5

(25.0)

13.7

(10.9)

17.8

(14.1)

58.7

(46.6)

53.7

2035

34.1

(25.8)

15.5

(11.7)

18.6

(14.1)

66.5

(50.2)

51.4

2040

37.7

(27.1)

17.6

(12.6)

20.1

(14.5)

75.2

(54.1)

50.1

2045

42.6

(29.2)

19.9

(13.6)

22.8

(15.6)

85.1

(58.2)

50.1

2050

48.2

(31.4)

22.5

(14.6)

25.7

(16.8)

96.2

(62.6)

50.1

주: 1) 연금액은 슬라이드 특례에 의한 증액분이 없는 본래 수준.
2) 연금액은 각 시점에서의 명목액. ( ) 안의 수치는 물가로 현재 가치로 되돌려준 금액.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008년도 보험료 수입은 제도가 시작된 1965년도 이래 43년간 76배 증
가한 22조 6,905억 엔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 수 증가, 보험요율
인상, 표준보수월액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출합계(실질)는 본격적인
노령연금 수급자 발생, 수차례에 걸친 급여개선 등으로 이 기간에 무려 850
배나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 증가분의 10배가 넘는다.
그 결과 2002년도까지의 연금수지는 매년도 흑자를 기록하여 연도말적립
금도 동시에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후생연금
의 보험요율이 19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동결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된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출은 급증하여 연금수지는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도말적립금(장부가 기준)도 감소하게 되었다.
단, 2002년도와 2004년도에는 기타연금이 후생연금에 통합됨에 따라 일시적
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바 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02년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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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일본 후생연금의 수입 및 지출 상황 추이 ❚
(단위: 억 엔)
연도

수입 합계
(실질)

보험료 수입

국고 부담

운용 수입

지출 합계
(실질)

기타

수입 지출
차감액

연도말
적립금

적립 정도

1965

3,815

2,974

57

784

1

398

3,418

14,414

29.2

1970

10,264

7,479

278

2,496

10

1,602

8,662

44,202

23.0

1975

31,161

22,020

1,589

7,510

43

9,701

21,460

122,869

10.6

1980

70,393

47,007

5,466

17,846

73

34,073

36,319

279,838

7.5

1985

117,599

75,053

9,135

33,294

116

64,613

52,986

507,828

7.3

1990

194,205

130,507

21,442

42,152

105

127,776

66,430

768,605

5.6

1995

270,624

186,933

28,295

55,268

128

197,831

72,793

1,118,111

5.4

2000

283,137

200,512

37,209

43,067

2,349

262,320

20,817

1,368,804

5.2

2001

278,198

199,360

38,164

38,607

2,067

273,068

5,130

1,373,934

[ 266,131 ]
2002

290,775

[ 26,541 ]
202,034

40,036

[ 262,436 ]
2003

293,543

192,425

41,045

[ 334,890 ]
2004

309,140

300,685

194,537

42,792

297,954

200,584

45,394

299,463

209,835

48,285

309,480
[ 204,546 ]

37,188

296,855

16,125

55,686

18,298

36,408

25,708

219,691

51,659

16,582

54,323

17,682
[△87,252]

2,509

1,376,619

23,317 ]

[ 1,382,468]

△52,598

14,126

320,994

11,531

329,875

20,997 ]

10,570

339,860

[ 1,359,151]

△23,040

1,300,980
[ 1,397,509]

△30,412

[

4.7 ]

[

4.5 ]

[

4.5 ]

[

4.5 ]

[

4.4 ]

[

4.3 ]

[

3.7 ]

4.8

4.7

4.5

1,324,020
[ 1,403,465]

[△ 5,985 ]

[△ 95,699 ]

5.0 ]

1,374,110

[

[

5.1
[

1,377,023
[ 1,320,717]

38,036 ]

353,284

[△48,705]
226,905

△ 3,312

[ 1,345,967]

[
306,631

[ 42,790 ]

[ 234,176 ]
2008

22,884

3,089
[△ 25,250 ]

[ 91,893 ]

[ 315,036 ]
2007

287,686

[ 36,934 ]

[ 374,280 ]
2006

17,635

2,731]

[ 64,232 ]

[ 329,948 ]
2005

31,071
[

[△ 6,937 ]

4.4

4.2

1,270,568
[ 1,301,810]

△30,380

1,240,188

[△135,314]

[ 1,166,496]

4.0

3.6

주: 1) 지출합계(실질)는 업무계정에서 적립금으로 넘긴 금액을 제외한 것이다.
2) 1986년도 이후의 수입합계(실질)와 지출합계(실질)는 기초연금교부금, 제도간조정교부금, 선원보험특
별회계로부터의 수납 및 직역 등의 비용납부금액을 제외. 2005년도 이후의 수입합계(실질)는 적립금
에서 수납금액을 제외.
3) 2005년도 이후의 운용수입은 GPIF 납부금(2005년도는 연금자금운용기금납부금)을 포함.
4) 상기 [ ]는 GPIF에서 시장운용분에 대하여 주식 등의 평가손익도 운용수입에 포함시킨 시가 기준으
로 평가한 것으로, 현금 기준의 수입 및 지출을 나타낸 후생연금 특별회계의 결산과는 다르다. (단,
2003년에는 후생연금기금의 대행 중지에 의한 현물납 399억 엔을 포함한다).

3,000억 엔, 2004년도에는 5조 1,000억 엔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시가 기준 연도말적립금을 살펴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시장
의 자금운용 환경이 양호하여 연도말적립금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
소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7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가 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배경으로 운용상황이 악화하여 감소폭이 커졌다. 앞으로
도 보험요율 인상 효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적자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향후 후생연금 재정전망은 어떨까? 이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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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동일한 전제하에, 최종 소득대체율 50.1%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제에
기초한 기본 시나리오를 보자. 이 경우 후생연금 재정수지는 2013년까지 지
속적인 재정적자를 보이다가 이후 2070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09, p. 288). 그러다가 2070년부터 재정수지는
다시 3조 3,000억 엔 적자를 기록한 후 적자폭은 확대되어 2090년에 두 자
릿수로 되고 2105년에는 25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동일
한 경제전제하에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후생연금의 향후 재정수지 적자폭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4. 일본의 후생연금재정 전망(2009년 재정검증, 기본 시나리오) ❚

연도

보험료 비율

수입 합계

(총보수 대비)

기초연금
갹출금

보험료 수입 운용 수입 국고 부담
%

조엔

수입 지출 연도말

지출 합계

조엔

조엔

조엔

차감액
조엔

적립금
조엔

연도말
적립금

적립

(09년도 가격) 정도

조엔

조엔

2009

15.704

34.9

23.8

2.1

7.2

35.8

13.1

-0.9

144.4

144.4

조엔

4.1

2010

16.058

35.0

24.7

2.5

7.4

36.7

13.5

-1.7

142.6

141.1

3.9

2011

16.412

36.7

26.2

2.7

7.5

37.8

13.9

-1.1

141.6

141.7

3.8

2012

16.766

38.5

27.6

2.8

7.8

39.2

14.4

-0.7

140.9

141.3

3.6

2013

17.120

40.4

28.9

3.1

8.1

40.4

15.0

-0.1

140.8

138.3

3.5

2014

17.474

42.5

30.3

3.6

8.4

41.3

15.7

1.2

142.0

135.4

3.4

2015

17.828

44.8

31.7

4.1

8.7

42.6

16.3

2.1

144.2

132.5

3.3

2020

18.30

53.3

36.9

6.8

9.4

45.7

18.1

7.6

172.5

140.6

3.6

2025

18.30

59.5

40.8

8.6

9.9

48.6

19.2

10.9

219.9

158.5

4.3

2030

18.30

66.1

44.5

11.1

10.4

52.3

20.5

13.8

284.2

181.0

5.2

2040

18.30

78.5

49.1

16.5

12.8

67.3

25.5

11.2

417.1

207.5

6.0

2050

18.30

90.4

54.1

20.2

16.0

82.9

31.9

7.5

507.7

197.3

6.0

2060

18.30

101.2

59.8

22.5

18.8

97.6

37.6

3.6

562.5

170.8

5.7

2070

18.30

109.6

65.2

22.6

21.7

112.8

43.4

-3.3

561.3

133.1

5.0

2080

18.30

116.7

72.4

20.3

23.9

124.2

47.8

-7.5

502.5

93.1

4.1

2090

18.30

123.9

81.2

16.6

26.1

135.6

52.3

-11.7

406.4

58.8

3.1

2100

18.30

129.9

90.7

10.3

28.9

149.8

57.8

-19.9

247.2

28.0

1.8

2105

18.30

132.4

96.2

5.8

30.4

157.5

60.8

-25.1

132.4

13.2

1.0

주: 1) ｢적립정도｣란, 전년도 미적립금의 당해연도 지출 합계에 대한 배율이다.
2) ｢09년도 가격｣이란, 임금상승률에 의해 2009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3)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을 포함한 후생연금전체의 재정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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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적연금은 장래 소요될 연금재원을 마련할 적립금이 피용자연금
과 국민연금 공히 총 550조 엔(2009년 재정검정 시 기준)이 부족한 상태로
서, 보험료를 기납부한 피보험자에게 보장한 장래 연금채무를 메울 수 없어
잠재적으로 상당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八代尚宏, 鈴木亘 2009,
pp. 194-195). 그 결과 현 고령자 세대의 연금급여 재원은 후대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수지 악화는 나아가 연금제도
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초저금리로 인한 연금운용의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비전통적 금융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와
함께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1980년 이후 평균금리는 4.0%
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금리는 크게 낮아졌고 2000
년 이후에는 9년간 1.4%에 머물렀으며 최근에는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환
경변화로 각종 연기금은 금리수입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률 저하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00년도까지 전액을 구 대장성 자
금운용부(재무성재정융자자금)에 위탁하여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1년도부
터 재정투융자제도의 근본개혁에 따라 후생노동장관이 직접 연금적립금관리
운용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에 자금을 위탁하
여 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GPIF는 이후 다양한 운용방식을 활용하여 시
장에서 연금적립금을 운용해 왔다. 따라서 그간의 적립금 운용실적은 운용방
식의 차이에 유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료 수입과 연금급여액이 명목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므로 연금재정의 관점에서는 명목운용이율에서 명목임금상승률을 제한
실질운용이율이 중요하다. 따라서 2000년도 이전과 2001년도 이후의 운용이
율이 실질운용이율 기준으로 어떤 추이를 보여 왔는지 살펴보자.
2000년도 이전 운용이율은 대체로 3~4% 수준에서 움직여 왔다. 한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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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이후 운용이율은 시장운용방식으로서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식
등을 일정 정도 혼합하는 분산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각 연도 운용실적간 변동
폭이 커 실질운용이율이 과거 6년 혹은 8년간 연평균 1.2~1.4% 정도에 머문
다. 참고로 과거 6년의 연평균 실질운용이율 실적치인 1.24%는 2004년 재정
재계산의 전제였던 0.71%를 0.5% 정도 밑도는 수준이다.
연금재정수지 악화는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에 의해서도 초래된 것이다.
八代尚宏, 鈴木亘(2009)도 지적하듯이 고성장 시대에는 현역세대의 높은 임
금소득이 고령세대의 연금급여를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장기불황기에는 청장년층의 소득수준이 고령세대보다도 평균적으
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금제도가 노후에 대비한 저축의 개념이 아
닌 현 시점의 부담이 될 여지가 더 크다.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적정 출산율 유지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가능하다. 경제성장이 지속되
어야 소득분배율과 보험요율이 일정하더라도 임금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연금급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현역세대의 임금상
승이 증가해야 비로소 노령세대에 대한 연금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생겨난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부과방식의 재정적 기반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었던 고
도성장기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저성장 시대에 부
과방식하에서는 저축이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투자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 이
를 적립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투자증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金子能宏,
Gary Burtless 2005). 단, 현재 일본에서 가계저축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사내유보는 상당한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위축이 가계저축 감소보
다는 내수정체와 새로운 투자대상 발굴 저조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여전히 일본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9년 2월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연금부회가
발표한 2009년 재정검증 결과는 향후 연금재정 전망의 전제가 되는 경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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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저위, 중위, 고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표 3-5 참고).
문제는 이러한 경제전제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八代尚宏,
鈴木亘(2009)는 경제 중위 시나리오가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명목 4.1%,
실질 3.2%로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시산시의 명목 3.2%보다도 높
은 수준이어서 현재와 같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실성이 의문시된다.

❚ 표 3-5. 2009년 일본 재정검증의 경제상황 전제 ❚
장기 경제전제
시나리오

물가상승률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비고

경제중위

1.0

명목 2.5
실질 1.5

명목 4.1
실질 3.1

전요소생산성 상승률
1.0%의 경우의 중앙값

경제고위

1.0

명목 2.9
실질 1.9

명목 4.2
실질 3.2

전요소생산성 상승률
1.3%의 경우의 중앙값

경제저위

1.0

명목 2.1
실질 1.1

명목 3.9
실질 2.9

전요소생산성 상승률
0.7%의 경우의 중앙값

자료: 厚生労働省(2009), 国民年金及び厚生年金に係わる財政の現況及び見通し(概要)
(http://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zaisei-kensyo/index.html)

이를 전제로 일본정부는 2010년도 재정검증에서 2050년에도 소득대체율
이 50.1%로,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전제 자체
가 다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공적연금은 동일 세대내에서도 어떤
연금에 가입하는가에 따라 부담 대비 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크
게 ‘제3호 피보험자 문제’, ‘관민격차 문제’, ‘고용형태별 차이’의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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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된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공적연금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특성에 기
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 번째 문제는 1990년대 말
부터 시작된 저성장 시대의 도래로 두드러지게 된 새로운 현상이다. 즉 정규
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마지막 문제를 중심으로 세대내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행 연금제도하에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확대는 세대내 불평등을
낳고 장래에는 연금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을 연금의 사각지
대로 내모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이 실제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
면 기업의 후생연금 부담이 면제되는 연금제도의 ‘적용제외규정’이라는 맹점
을 이용하는 것이다(大沢真知子ㆍ金明中 2010).
첫째, 유기계약 노동자의 경우로서 1개월 이내 임시 일용직, 2개월 이내
임시직, 4개월 이내 계절직, 6개월 이내 임시사업을 위한 임시직 등은 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가 면제된다. 둘째, 소정노동시간, 소정노동일수가 통상의
노동자에 비해 3/4 미만인 단기간 노동자의 경우 스스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연수입이 130만 엔 미만인
제2피보험자의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2피보험자의 직장에서 제3호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고용자
는 이에 대한 별도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그로 인해 정규직의 사회보험

❚ 표 3-6. 일본의 후생연금 적용제외 규정 ❚
연령제한
노동시간 및
고용기간
학생

70세 이상은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가입기간이므로 임의가입만 가능
-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
임시 일용직이거나 1개월 이내 고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 기간만 고용된 자
임시적 사업의 사업소에 6개월 이내 기간만 고용될 예정인 자

학생납부특별제도 신청 시 보험료 납부가 최대 10년간 면제

자료: 大沢真知子ㆍ金明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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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에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비정규
직을 고용하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소 시일이 지난 데이터이나 최근에 발표된 취업형태별 기초연금 가입현
황을 [표 3-7]에서 살펴보면, 실제 고용형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세대내 불
평등 문제가 잘 드러난다.
첫째, 제1호 피보험자는 애초 자영업자, 농수산업고용자 등의 국민연금 가
입자를 대상으로 하나, 점차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이들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용자, 특히 ‘풀타임이 아닌 피고용자’의 비중은 자
영업자(28.7%)를 잇는 22.9%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이므로 후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규직(풀타임 피고용자)과 달리 국민
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에 속해 있다. 이는 제2호 피보험자 중 ‘풀타임이 아
닌 피고용자의 비중’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그림 3-1]에
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일본의 피용자연금제도가 정규직 남
성부양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비정규직, 특히 남성 비정규직을 수용
하지 못하는 현실이 제1피보험자 중 비정규직 비중 증대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 제1호 피보험자 중 비취업자ㆍ미상 비중이 ‘풀타임이 아닌 피고용자’
보다도 높은 25.7%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비가
입자는 아니나 현재 실업자이거나 파악이 곤란한 사실상 미납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는 비가입자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제3호 피보험자 중 ‘풀타임이 아닌 고용자’의 비중은 31.7%로 이들
이 피고용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
다. 이는 이들이 130만 엔 미만의 월수입을 갖는 제2호 피보험자의 부인이
라는 점을 입증한다. 그러나 제3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이 ‘비취업자ㆍ미상(53.4%)’이다.
셋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가입자의 비중은 의외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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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일본의 취업형태별 기초연금 가입 현황 ❚
(단위 : 천명)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비가입자

총계

자영

6,262

269

374

188

7,094

피고용자

7,989

33,516

3,754

182

45,440

풀타임 피고용자

2,985

33,516

267

59

36,828

풀타임 아닌 피고용자

5,004

0

3,487

122

8,613

기타 취업자

1,982

0

1,002

71

3,054

비취업자‧ 미상(未詳)

5,606

944

5,883

464

12,897

총계

21,839

34,729

11,012

905

668,485

자료: 社会保険庁 ｢공적연금가입상황 등 조사(2004년 11월)｣. 단, 2010년 1월 공표.

총 90만 5,000명에 그친다.6)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총가입자 중 ‘비취업
자ㆍ미상’의 비중이 19.0%에 달해 여기에 비가입자(이 중 비취업자ㆍ미상은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비포함)를 더할 경우 19.6%가 사실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고용형태별 공적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한 최근 데이터인 [그림 3-1]을 통
해 보다 상세한 세대별 불평등 현실을 살펴보자. 먼저 정규직은 91.1%가 후
생연금 등에 가입해 있으며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는 6.2%이고 미가입자
는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계약사원ㆍ임시사원의 경우 각기
66.7%, 14.3%, 13.9%로 특히 미가입자 수의 높은 비중이 눈에 띈다. 정규
직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사원의 경우는 각기 50.9%, 22.6%,
20.4%로 나타나 계약사원ㆍ임시사원보다도 피용자보험 가입비중이 낮다. 파
트타임ㆍ아르바이트에서는 이들이 각각 19.7%, 26.1%, 23.9%로 나타나 후
생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고 기초연금 제3호 피보험 가입자율이 30.2%로 가

6) 한편 2004년 기준 이 조사에서는 ‘비가입자’가 90만 5,000만 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보험청(2009. 7)의
‘平成20年度における國民年金保險料の納付狀況と今後の取組等について’에서는 같은 해 ‘미가입자’가 36만
명으로 되어 있어 양 통계치 간에 60만 명 정도의 큰 오차가 있다. 이는 비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가입자’란 미가입자, 중도 탈퇴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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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아 정규직과 대조를 이룬다.
파트타임 노동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
자가 42.6%로 가장 높고 제2호 피보험자 미가입률은 30.6%이다. 반면, 남
성의 경우는 후생연금 가입률이 45.1%로 가장 높은 반면 제3호 피보험자
가입률은 0.6%에 불과해 성별 고용형태의 차이 및 그로 인한 공적연금 가
입형태의 차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별 공적연금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계약사원ㆍ임시사
원, 파견사원, 파트타임ㆍ아르바이트 각각이 정규직의 5.8배, 8.5배, 10배에
달하는 것과 달리, 이들의 후생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의 73.2%, 55.9%,
21.6%에 불과하여 특히 파트타임ㆍ아르바이트가 동일 세대내에서 열악한 위
치에 처해 있는 현실이 잘 드러난다.

❚ 그림 3-1. 일본의 고용형태별 공적연금 가입 현황 ❚
(단위 :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후생연금ㆍ공제연금 가입자(제2호)

후생연금ㆍ공제연금 가입자의 피부양 배우자(제3호)

미가입

불명
(단위: %)

정규 직원ㆍ종업원

계약 사원ㆍ임시 사원

파견 사원

6.2

91.1

14.3

66.7

22.6

파트타임ㆍ아르바이트

여성ㆍ파트타임 노동자

0.3
2.4

5.1

50.9

26.1

18.8

13.9

6.0

19.7

30.2

30.6

20.4

23.9

42.6

5.5 2.5

남녀별
남성ㆍ파트타임 노동자

29.9

45.1

0.6

18.6

5.8

주: 1) ‘남녀별ㆍ파트타임 노동자’는 호칭에 관계없이 주간 소정노동시간이 정사원보다 짧은 노동자를 말함.
또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대해 공적연금 가입상황을 나타냄.
2) ‘남녀별ㆍ파트타임 노동자’ 이외의 고용형태는 근무시간과 무관함. 또한 후생연금 이외의 공적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20세 미만 학생 아르바이트ㆍ60세 이상의 고령자 파트타임｣이 포함됨.
자료: 파트타임 노동자는 후생노동성 ｢2006년 파트타임 노동자 종합실태조사｣. 그 이외는 후생노동성 ｢2006
년 국민생활기초조사｣, 鴈(がん)吹子(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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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정규직에 비교해 드러나는 비정규직의 불공평 문제는 저성장
시대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고령화된 이후 누구보
다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다.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부과방식의 연금재정은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현역세대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고령자 한 명당 현역세대 수가 1970년
대 8.5명에서 2010년 현재 3명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는 부과방식이 한
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과방식은 세대간 연대감이 없다면 존립하
기 어렵다. 일본사회에서 이미 공동체의식이나 연대의식이 퇴색되고 있기 때
문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현역세대 입
장에서는 고령자의 연금과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일한다는 말이 나올 정
도로 세대간 이해관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2006)이 출생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시산한 급여부담비율을 보면 세대간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출생연도별로 급여부담배율은 1935년생 고령
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의 8.3배에 달하는 연금급여를 받는 반면, 1985
년생 이후의 젊은 세대의 경우 2.3배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 또한 보
장 여부가 불확실하다. 일본정부의 재정검증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급여수
준 및 소득대체율은 세대간 차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되, 앞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현 청년세대의 경우에도 연금의 급여부담비율이 2.3배가
되도록 하는 유리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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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일본의 출생연도별 급여부담배율 차이 ❚
(단위: 만 엔, 배)

출생연도
1935년생
1945년생
1955년생
1965년생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
2005년생

보험료부담금액①
65세 금액 2004년 가치
680
670
1,200
1,100
1,900
1,600
2,800
2,200
3,900
2,800
5,100
3,300
6,500
3,700
8,000
4,100

연금급여액②
65세 금액
2004년 가치
5,600
5,500
5,400
5,100
6,000
5,100
7,600
5,900
9,600
6,700
12,000
7,600
14,900
8,500
18,300
9,500

급여부담 배율
①/ ②
8.3
4.6
3.2
2.7
2.4
2.3
2.3
2.3

주: 1) 기초연금을 포함한 후생연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2) 보험료 부담금액은 본인 부담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료: 厚生勞動省(2006), ｢平成16年財政再計算に基づく公的年金制度の財政検証｣.

그러나 이러한 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八代尚宏, 鈴木亘(2009, pp.
208-210)이 지적하듯이 인구 확대 및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이 피용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운용이율이
4.1%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시산이다. 다시 말해 현행 연금제도는 미래로 갈수
록 현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제도인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노동자는 당시의 노령빈곤세대에 비해 높은 임금소득
으로 세대간 격차를 메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세보다 무거운 것이 되어 버렸다. 따
라서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역세대의 활력을 유지함과 동시
에 장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근본개혁이 요구된다.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다양한 요인에 따른 연금 미납자 및 미가입자, 그리고 무연금자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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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금 혜택이 제한되는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현상을 낳고 있다.
2008년도의 현년도 납부율7)은 62.1%로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한
실적이자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수치이다. 2006년도 최종납부율8)은
70.8%를 기록, 2007년도 말과 비교하여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현년도 납부율의 1980년대 후반 이후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1991년과
1992년 버블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에 납부율도 최고조를 이루다가 급속한
하락세로 돌아선다. 이후 1997년 70%대로 떨어진 뒤에도 하락세는 이어져
급기야 2002년에는 전년대비 8.1%포인트나 하락한 62.8%를 기록한다. 이
후에는 수출 주도의 최장기 호황기를 맞아 2005년에 67.1%까지 상승하나
다시 추락세로 반전되어 2008년에는 1986년 이래 최저치인 62.1%의 저조
한 납부율에 그친다. 단, 최종납부율 기준으로 보면 15년도 이래 최종납부율
은 67.4%, 68.2%, 72.4%로 현년도 납부율보다는 다소 양호한 상승 추세라
하겠다.
2장의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보
험료 납입을 체불하고 있는 미납자9)는 약 315만 명이며, 연금에 아예 가입
하지 않은 미가입자는 약 9만 명으로 이 둘을 합치면 324만 명이 된다. 이
중 미납자는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의 4.5%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양호해 보여, 이 수치를 근거로 사회보장국민회의(2008년

7) ‘납부대상월수’란 당해연도분 보험료로서 납부해야 할 월수(법정면제월수, 신청전액면제월수, 학생납부
특별월수, 청년자납부집행유예월수는 미포함)를 의미하며, ‘납부월수’란 그 중 당해연도 중(회계연도인
익년도 4월 말까지)에 실제 납부된 월수를 의미한다. 공식으로는 현년도 납부율(%)=[납부월수/납부대
상월수]*100이다.
8) ‘최종납부율’이란 당해연도분의 보험료로서 납부해야 할 월수(법정면제월수, 신청전액면제월수, 학생납
부특별월수, 청년자납부집행유예월수는 미포함)에 대해 시효 전(납기로부터 2년 이내)까지 납부한 월수
의 비중을 의미한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최종납부율(%)=[당해연도분 납부월수/시효 전까지 납부대상
월수]*100이다.
9) 미납자란 24개월(2007년 4월~2009년 3월)의 보험료가 미납된 자. 여기서 미가입자의 수치는 종래는
‘공적연금 가입상황 등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수치이나, 2007년도에는 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
므로 2004년도 결과를 선형 안분한 2007년도 수치로서 임시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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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일본의 국민연금보험료 현년도 납부율 추이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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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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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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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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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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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社会保険庁(2009), ｢平成20年度における国民年金保険料の納付状況と今後の取組等について (平成21年7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해 수상관저에 설치)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납
문제가 연금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공적연금의 재정조달 방식이 연금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피용자보험으로부터 급료에서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사회보험방식에
안주하여 피용자와 비피용자 사이에 세대내 불평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
이라 할 수 있다(八代尚宏, 鈴木亘 2009, pp. 196-199). 즉 미납률 4.5%는
사실상 임의가입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자와 그로 인한 면제자․학
특․유예자, 피용자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제3호 피보험자까지 다
포함한 수치를 분모로 하고 미납자 수를 분자로 하여 도출한 수치이다. 따라
서 이는 독자적인 재정기반을 갖지 않는 기초연금이 면제자가 늘어나면 그
부분만큼 강제징수가 가능한 피용자로부터 메우면 된다는 안이한 연금운용방
식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려면 피보험자 전체 중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의 납부율이
되어야 한다. 八代尚宏ㆍ鈴木亘(2009)에 의하면 이 기준의 납부율은 82.4%
로 미납률은 27.6%에 이르러 위의 4.5%의 6배가 넘으며 징수의 강제성이
없는 국민연금 피보험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율은 40.9%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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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일본 공적연금의 피보험자 내역(2006년도 말 기준) ❚
보험료 부담

가입자수(만 명)

○

7059

(B)제1호 피보험자2)

○

2123

(C) 미납자

×

340

4.8(C/A)
7.5(D/A)

1)

(A) 공적연금가입자

(D) 면제․특례유예자

×

528

보험료납부자3)

○

1575

제2호 피보험자

○

3839

(E)제3호 피보험자

×

보험료 비납부자 합계
제1호 피보험자 중 비납부자

비율(%)

1079

15.3(E/A)

1947

27.6((C+D+E)/A)

868

40.9((C+D)/B)

주: 1) 미가입자 18만 명을 포함함.
2) 이하 내역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3) 일부 납부자도 포함함.
자료: 八代尚宏ㆍ鈴木亘(2009), p. 198에서 재인용.

다. 이렇게 보면 일본정부의 미납률 4.5% 주장은 미납률 문제를 과소평가하
는 우를 범하게 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 연금재정의 구조적 결
함을 덮어버리는 안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7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납부완료기간과 면제기간을 합산하여
25년이 못되는 자를 뜻하는 무연금자 수는 2007년 4월 기준으로 총 118만
명에 달한다.10) 이 중 현시점에서 이미 25년이 못되는 자는 110만 명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연금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보험청이 2007년
12월 실시한 인터뷰11)에 따르면 자격기간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무연금자
가 된 자가 14%로 이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보완이 가능하다.

10) 여기서 25년이 중요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65세가 되면 기초노령연
금의 수령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11) 사회보험청이 무연금자 수 110만 명 중 60세 이상 73만 명에 대한 조사대상으로 1,628명을 추출, 이
중 방문조사가 가능했던 685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이다(사회보험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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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일본의 무연금자 수 현황 ❚
향후 납부 가능한 70세까지의 기간을
납부해도 25년이 되지 않는 자
60세 미만

45만 명

60 ~ 64세

31만 명

65세 이상

42만 명

(현시점에서 25년이 되지 않는 자)

─
총 118만 명

(65만 명)
(45만 명)

주: 1)
2)
3)
4)

무연금자란 보험료의 납부완료기간 및 면제기간을 합산해 25년이 못되는 자를 말함.
상기 연령은 2007년 4월 1일 현재 기준임.
합산 대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보험료 납부완료기간과 보험료 면허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보다 짧은 경우가 있어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단축의 특별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5)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의 사망정보는 수록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6) 공제조합기간 등 사회보험청에서 파악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社會保險庁(2008) 公表資料.

정작 정책적으로 우려할 만한 점은 수급자격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의 비중이 86%에 달하며 이 중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했던 자가
35%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중 ‘면제제도를 몰랐다’는 답변이 15%
에 달하며,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3%에 불과하여 이 수치만 보면
사실상 경제적 이유로 면제기준에도 해당되지 못하여 무연금자가 된 경우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연금 비가입자 및 무연금자, 미납자 등이 증가하는 현상은 저성장과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고용형태별 세대내 불평등 문제는 무엇보다
도 미납 및 비가입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한 배경이라 하겠다.
그 원인이 어떻든 연금 비가입․미납 문제는 연금제도에 남아 있는 가입
자의 1인당 보험료 부담을 높여 부담과 급여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결
국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 결과 연금 비가입자 및 미
납자 등의 추가적인 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뿐 아니
라 연금보험의 과세기반을 잠식하여 연금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이들
의 노후소득 보장이 곤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경
우 노후세대간에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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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저연금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까다로운 국민연금 가입자격으로 인
해 최근 1~2년간 공적연금제도 논의에서 대두된 주요 초점의 하나로 무연금
과 더불어 저연금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900만 명 중
연금급여액이 월 5만 엔 이하인 수급자가 500만 명을 차지하고 무연금자가
40만～50만 명 존재하는 실정이다. 한편, 생활보호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160만 명, 110만 세대에 이르는데 이들 중 고령자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보호수급자가 증가해온 요인으로는 무연금ㆍ저연
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무연금ㆍ저연금자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우
려가 크다. 따라서 저성장시대가 되고 소득격차가 커지면 공적연금의 소득재
분배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人口問題硏究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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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1939년에 도입된 선원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직접적인 기원은 1942년 남성 노동자 대상의 ‘노동자연금보험제도(1944년에
후생연금보험제도로 개칭)’라 할 수 있다. 이후 1954년 후생연금보험법의 전
면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기본 틀이 형
성되었고, 이어 舊공무원공제조합연금(1948년, 1958년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시행)과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1954년)의 도입으로 피보험자 연금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과 회사원 등의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자
영업자, 농림어업자, 고용자의 전업주부를 국민연금제도에 포함시킨 국민연금
법이 1959년 4월에 공포되었고, 1961년 4월부터 실시되면서 전국민 연금체
제(國民皆年金)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강제가
아닌 임의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국민 연금체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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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전국민 연금체제가 발족된 후 1960～70년대 고도성장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부문에서는 수차례 급여수
준 인상에 초점을 둔 제도개혁이 실시되었다. 후생연금의 경우에는 1954년
개정 이후 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연금급여의 실질적 가치 하락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낮은 연금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다. 예를 들어 후생연금의 모델연금액(장기가입
자의 표준연금액)을 ‘1만 엔 연금’, ‘2만 엔 연금’, ‘5만 엔 연금’, ‘9만 엔
연금’ 등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개혁이 잇따라 확충되었다. 이 시기 공적연금 개혁은 수차례의 급여인상으
로 인하여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에 걸맞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제도개혁 당시에는 고령화율
이 낮았던 데다 고도성장에 따른 세입증가를 배경으로 재정기반도 안정적이
어서 공적부담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개정 당시 일본경제는 고도성장기에 해당되며 명목 기준으로 10%
이상, 실질 기준으로 5% 전후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하지만 석유위기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73년 11.7%, 1974년 23.2%로 급상승함에 따라 물
가상승에 의한 공적연금의 가치하락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에 일본정부는 물가ㆍ임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
를 조금씩 반영하는 제도개혁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후생연금의 경우에는
‘현행 가입자의 월평균표준급여의 60%를 연금급여의 표준수준으로 책정하
는’ 연금산정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물가상승에 의해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연동제가 도입되었다.

12) 平岡公一(2005), ｢일본의 국민개보험ㆍ개연금체제의 전개와 복지국가 유형｣,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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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 ❚
공적연금제도의 창설 및 성립 과정
1942년

노동자연금보험법 발족 →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1954년

후생연금보험법 전면 개정

1961년

국민연금법 전면시행(국민개보험)

1965년

1만 엔 연금 실현

1969년

2만 엔 연금 실현

1973년

5만 엔 연금 실현, 물가연동제, 임금재평가제 도입(급여 확충)

1980년

부과방식으로 이행(최종보험요율 인상)
기초연금 도입과 이층구조화, 전업주부의 기초연금 적용

1985년

관민격차 해소(후생연금-공제연금 간 격차 30% 이하로)
급여 상승률 인하(후생연금 소득대체율 68%로 최고)
최종보험요율 인하

1989년

학생 강제가입
최종 보험요율 인상
급여연동방식 변경(총임금에서 조세 등을 공제한 순임금을 기준으로)

1994년

정액부분 수급개시연령 인상

1997년

기초연금번호제 도입

최종보험요율 인하
보수비례부분의 수급개시연령 인상
2000년

급여연동방식 변경, 물가연동제로 전환(급여 삭감)
최종보험요율 인하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하지만 1973년 개정 이후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 종지부를 찍게 됨에 따
라 연금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1973년 개정을 계기로 연금급
여 총액이 증대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1975
년에 처음으로 적자국채가 발행되었다. 그 당시까지 연금재정이 보험료 인상
없이 공적비용 부담 증가를 통해 운용된 결과,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가
정착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연금운용방식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직역별로 구분된 공
적연금제도하에서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1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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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1985년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직업과 무관
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
한 변화를 기점으로 1986년 3월 31일까지의 국민연금법을 구법, 같은 해 4
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신제도에서는
1층 구조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 공통의 기초연
금(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일반
피용자 대상의 후생연금보험은 기초연금에 추가해 보수에 비례하는 급여를
시행하는 제도로 변화하여 2층 구조의 공적연금체계로 재편성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기초연금의 도입은 재정위기가 제기된
국민연금 재정을 후생연금, 공제연금의 거출금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장래에 걸쳐서 감소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고육지책으로서 진정
한 의미의 기초연금 도입이 아니라고 평가된다.13)
일본정부는 재정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1985년 구조개혁 이후에는 국
가부담의 삭감ㆍ억제라는 목표하에서 우선적으로 수혜와 부담의 균형을 조정
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모수적 개
혁을 추진해 왔다. 1994년 개정에서는 개혁 시 5년마다 시행하는 임금연동
기준을 총임금이 아닌 순임금(net wage)으로 하며, 노령후생연금 중 정액부
분에 대한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0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60세 전반부에 대한 정액부분의 지급개시
연령 상향만으로도 급여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자, 2000년 개정에서는 노
령후생연금의 보수비례 부분에 대한 지급개시 연령을 2013년도부터(여성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60세에서 65세로 3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하기
로 결정하였다.14)

13) 西沢和彦(2008), 年金制度は誰のも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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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 고정방식과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을 도입
하여, 표준적인 세대의 후생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수입의 50.2%로 정하는
유한평균방식으로 개정한 것인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와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의 장래수준을 고정하고 이에
대한 인상과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 이후에는 1만 6,900엔으로 고정시
키고, 후생연금의 보험요율도 매년 0.354%씩 인상하여 2017년 이후에는
18.3%로 고정시킬 방침이다. 둘째,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장래보험료 수준
을 고정시킨 뒤에 보험료 수입 범위 내에서 급여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
는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이 도입되었다.15) 셋째, 이러한 자동적인 조정방식
으로 인하여 연금급여가 제한 없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연금수급 세대의 급여수준은 현역세대 평균수입의 50.2%를 상회하
도록 소득대체율을 고정시킴으로써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넷
째, 기초연금의 재원고갈 및 국민연금 공동화에 대응하고자 국고부담비율을
1/3에서 1/2로 인상하였다. 다섯째, 향후 100년 이후의 급여와 부담의 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적인 재정검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이후 최근의 연금개혁과 관련된 대표적인 쟁점은 연금제도간 불균
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의 일원화’와 국민연금의 공동화로 인한 ‘저
연금ㆍ무연금’ 문제로 압축된다.
경제자문회의16)는 2007년 10월 25일 전문가 위원들을 주축으로 연금제

14) 牛丸聡, 飯山養司, 吉田充志(2004), 公的年金改革ー仕組みと改革の方向性ー.
15)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이란, 연금급여 수준의 조정방법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장래
연금재정의 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률을 조정하여 일정기간의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조
치이다.
16) 경제자문회의는 2001년 1월 중앙성청 재편과 동시에 일본 내각부에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예산편
성과정의 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우정성 민영화, 규제개혁, 경제성장전략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
심의를 시행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경제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전
략실이 설치되면서 경제자문회의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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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2004년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보험료 수준의
고정방식 도입

∙ 2017년 이후 보험료 수준을 고정(국민연금 13,300엔→ 16,900
엔으로 매년 280엔 인상, 후생연금 13.58% → 18.3%로 매년
0.354% 인상)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의 도입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할 경우, 노동인구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상승을 연금액에 반영

노후생활의
기본 급여수준 확보

∙급여수준의 하한을 법률로 명기
(현역세대 평균수입의 50.2%를 상회하는 수준의 소득대체율 확보)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비율 개정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인상
∙ 2004년도 착수 2009년 완료

재정검정 실시

∙적어도 5년마다 대략 100년 기간 동안의 연금 재정검정 시행
∙보험료 장래수준을 고정, 인상 과정을 법률로 명기

자료: 정성춘 외(2006),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의 일원화 방안으로 ‘기초연금’ 개혁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니혼게
이자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와 경제단체들이 연이어 연금개혁정책을 발표하
면서 또다시 본격화되었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두 가
지 방식의 선택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가 현행 기초연금의 보험료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고부담을 1/2로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보험료 방식을 폐지하여 급여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선택지에 대해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저연금
ㆍ무연금 문제 및 세대내ㆍ세대간 격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만, 급여제한
설정, 이미 추가로 지급된 보험료 부담, 기업부담의 변경 등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폭넓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기존의 사회보험방
식을 전제로 하는 논의 전개에서 탈피하여 조세방식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하는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정부 내에서
도 전면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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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일본 기초연금 개혁의 주요 논점 정리 ❚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재원

경제자문회의

∙보험료를 전제로 하는 연금급여 시행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추진

∙국고부담 인상(1/3→1/2)

니혼게이자이
신문

∙조세방식으로 전면이행
∙급여는 만액 기준 66,000엔
∙수급자격기간을 일본거주 10년

∙필요재원: 약 12조 엔
∙소비세 인상: 5% 전후

∙사회보험방식 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연금대상 확대
∙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기초연금의 국고부담(1/2)

아사히신문

∙소비세 인상: 2% 전후

요미우리신문

∙세금+보험방식으로 이행
∙급여는 만액 기준 7만 엔으로 인상
∙월 5만 엔 최저보장연금 창설
∙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조세방식으로 전면이행

∙장래 세금방식

경제동우회

∙조세방식으로 전면이행
∙월 7만 엔 최저보장연금 창설

∙소비세 인상: 9～10%

일본 렌고

∙조세방식으로 전면이행
∙월 7만 엔 정도의 최저보장연금 창설

일본 게이단렌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민주당을 비롯하여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게이단렌, 경제동우회, 일본 렌
고 등도 기초연금의 조세방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
세방식의 장점으로 보험료 미납 문제 해결, 무연금자 해소, 전업주부 문제
등 세대내 및 세대간 부담의 불평등 해소, 연금에 관한 행정집행 체제의 효
율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기존의 사회보험방식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되, 향후 후생연금에 대한 가입조건을 재정비하여 임
시직ㆍ파견사업 등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후생연금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17)
다른 한편 일본정부는 2008년 12월 24일 보험료 미납과 저연금ㆍ무연금

17) 朝日新聞(2008. 2. 11). ｢私說 希望社会への提案16, 年金は税と保険料を合わせて｣; 朝日新聞(2008. 2.
18). ｢私說 希望社会への提案17, パートも派遣も厚生年金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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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책으로 △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제도 개정 △ 수급자격
기간의 개정 △ 후생연금 적용확대 △ 보험료 추가납부의 탄력적 시행 등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국민연금의 공동화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금기록 분실’ 문제18)로 연금제도 운영상의 부실이
겹쳐지면서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본 국민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저부담ㆍ고급여’ 구조의 정착과 인
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어 왔다. 이
에 일본정부가 연금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한 개혁방
법은 모수적 개혁방식이었다. 모수적 개혁방식은 부과방식의 재원조달, 국가
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관리, 확정급여방식에 의거한 연금지급 등과 공적연
금의 기본원리를 유지하면서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고갈시점을
지연시키는 미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이후 일본정부는 우선적으로 수혜와 부담의 균형을 조정하고, 사
회보장비 부담을 줄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적연
금보험을 축소시키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

18) ‘연금기록 분실’ 문제는 2007년 5월에 사회보험청이 기존의 다양한 연금제도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미숙으로 약 5,000만 건(후생연금 4,000만 건, 국민연금 1,000만 건)의 연금기록이 분실된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는 자민당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아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
승을 거두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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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기여율을 인상하거나 연금납부자를 확대하는
방법,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방법,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더는 방법 등이 있다. 1994년, 2000년, 그리고 2004년 개정에서 바로 이러
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편 공적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은 2004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1/3에서
2009년도부터 1/2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국고부담비율의 인상방침은 국민연
금의 보험료 상승과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자구책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4년 연금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재원방
식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었고, 기초연금의 보험료를 전
면 폐지하여 급여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모수적 연금개혁을 세 차례(1994년, 2000
년, 2004년)나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급여, 부과 방식이라는 연금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혁을 지연시켜 왔다. 그 결과 여전히 ‘저
부담ㆍ고급여’ 구조로 인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연금재정 불안정 문제와
함께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연금개혁 방안을 지금도 모색해야 하
는 실정이다.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현행 공적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서 부과방식의 재원조달방
안에 따른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었으나, 일본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것은 기초연금을 도입하거나 국민연금기금 등의 각종 제도들을 덧붙이는 방
식이었다. 1985년 개정 당시 기초연금의 도입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현행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기초연금의 도입 당시 직역별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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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사실상 현행
개별제도의 분립을 전제로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의 각 제도별로 특
별회계를 유지하면서도 횡단적으로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기초연금이라는 형
태의 급여를 일원화한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재원을 갖지 않은 기초연금
은 직역에 따라 분리된 연금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한 데다, 임시방편적인 처
방은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부담과 급여 간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하여 세대간 불공평 문제
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직역분리 구조에 의한 세대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연금제도의 일원
화’가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고이즈미 정부는 후생
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관민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
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조세방식에 의한
최저보장연금제도 창설을 통하여 전 국민 대상의 연금제도 일원화를 주장하
였다. 이처럼 연금제도 일원화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의는 2005년 4월 이
후에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같은 해 8월 중의원 해산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2007년 4월 13일 ‘피용자 연금일원화 법안’19)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에는 현역 공무원에 대한 ‘직역가산’의 경우 2010년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되, 2010년 이후부터 연금에 가입하는 공무
원부터 폐지하여 관민격차를 없애겠다는 개혁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법안
에는 임시직 노동자에게 후생연금 적용을 확대하는 개선안도 포함되었다. 새
롭게 후생연금을 적용받게 되는 임시직 노동자의 기준으로는 ① 주 소정근
로시간 20시간 이상, ② 월 임금 9만 8,000엔 이상, ③ 근무기간 1년 이상
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지속 심의 처리 결정이 났

19) 社會保障審議會 年金部會(2007. 4. 26), ｢被傭者年金制度の一元化等を図るための厚生年金保険法等の
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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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9년 7월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심의가 완료되지 못한 채 폐기되
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연금제도의 구
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몇 차례 시도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
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그 사이에 연금제도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가중되었다.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일본은 장기불황을 거쳐 저성장의 도래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저성장은 국가재정 악화, 실업증대, 비정규직 증가 등의 변화를 야기하
며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험료 미
납ㆍ미가입자 비중이 41%에 달해 연금재정 악화와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
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납ㆍ미가입 증가 문제는 이들이 고령자가
되었을 때 저연금ㆍ무연금자로 되어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의 사회보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야당, 경제단체, 노조 등이 일본정부의 기존 대응방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주장하면서, 근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저연금ㆍ무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기초연금의 재원을 보험료에서 전액 세금부담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
도입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신정권의 탄생이라는 연금개혁 주체의 변화를 통
해 이 개혁안은 일본정부 연금개혁의 기본노선으로 채택되면서 입법화를 위
한 논의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쟁점화된 배경에는 일본 공적연금제도
의 제반 문제점이 더 이상 모수적 개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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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초연금 재원을 사회보험에서 조세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개혁안은
1977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제시한 ‘기본연금’ 구상안에서 이미 제안된
바 있다. 이 구상안은 1단계 부문에 대해 전국민 공통의 연금제도로서 ‘기본
연금’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소득형 부가가치세를 목적세로 신설
하여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제도로의 이행이 쉽지 않고 새로운
세금의 창설이 어렵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
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
는 연금개혁 방향을 살펴보고, 민주당 신정권이 과연 그러한 개혁을 실현시
킬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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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민주당은 2009년 7월 중의원 선거공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금제도의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직
업을 이동해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일원화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소득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여’ 적립된 보험료
를 기초로 급여액을 계산하는 ‘소득비례연금’을 창설한다. 셋째, 소비세를 재
원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7만 엔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최저보
장연금’을 창설한다. 또한 ‘소득비례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보장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일원화와 최저
보장연금 창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기하였던
‘연금신뢰 회복 3법안’도 운영방식에 대한 개혁내용으로 선거공약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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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우선, 연금보험료를 연금급여 이외의 사용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되었다. 둘째, 민주당은 기존의 사회보험청을 폐지하고 국세청과
기능을 통합한 ‘세입청’ 창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일명 ‘사라
진 연금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2년간 집중적으로 대
응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그간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던
연금제도의 기본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근본 개혁안을 명시함과 동시에 연금
기록 문제, 사회보험청 개혁 등 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연금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적잖이 일조하였다. 선
거 공정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권 초기인 2011년까지는 연금기록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2012년도에 새로운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2013년
까지 연금제도 개혁안을 결정짓고 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표 5-1. 일본 민주당의 연금개혁 공정표 ❚
2010년도

연금개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제도설계

신연금제도 결정
(법안작성ㆍ성립)

연금기록 문제 집중대응기간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자료: 民主党(2009), ｢民主党の政権政策 Manifesto 2009｣.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민주당은 집권 이후 2010년 3월 8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2010년 6월 29일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
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기본방침에서는 연금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1960～70년대, 2010년, 2050년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970년 1억 400만 명에서 2010년 현재 1억
2,700만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2005년에 처음 인구감소를 경험한 후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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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일본 경제사회의 변화 추이 및 전망 ❚

남 79세, 여 86세

자료: 國家戰略室(2010. 6. 29), ｢新たな年金制度の基本的考え方について(中間まとめ)｣.

년경에는 1억 명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각각 1970년 69세, 75세에서 2010년 79
세, 86세로 증가한 결과, 일본은 현재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에 해당된다. 또
한 한해 출생자 수는 1970년 190만 명에서 2009년 107만 명으로 감소하였
고, 2050년경에는 4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고령화율
은 1970년 7%에서 현재 22%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50년경에는
40%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민주당 신정권은 과거에서 현재, 그
리고 미래시점의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를 대비시킴으로써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개혁의 최대 관건은 과거 저고령ㆍ고성장 시대
라는 전제하에서 구축된 기본구조를 어떻게 초고령ㆍ저성장 시대로의 변화에
조응하도록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7대 기본원칙으로서 ① 연금일원화 원칙, ② 최저보장
의 원칙, ③ 급여와 부담의 명확화 원칙, ④ 지속가능한 연금 원칙, 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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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새로운 연금제도의 7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
7대 원칙

주 요

내 용

연금일원화 원칙

∙ 7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연금제도에 가입
∙삶의 방식과 상관없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제도 구축

최저보장의 원칙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보장연금 금액을 명시
∙장래 인생설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가 일정액의 최저보장연
금을 수급하여 노후 생활설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급여와 부담의
명확화 원칙

∙공평하게 부담을 분배하는 관점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실적에 상응하여 연금급여를 수급
∙연금급여 재원 중 보험료와 세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으
로써 알기 쉽고 투명성이 높은 구조를 실현

지속가능한 연금 원칙

∙초고령ㆍ인구감소사회에서도 장래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
∙소득이 낮은 젊은이도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설계

‘사라지지 않는 연금’
원칙

∙연금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보험료 징수상황
및 장래 수급 예상액 등을 통지함으로써 가입자 스스로 연금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미납ㆍ미가입
제로 원칙

∙보험료와 세금을 일괄 징수하여 연금제도에서의 미납ㆍ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무연금자를 만들지 않음

국민적 논의 원칙

∙연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제도이자 장기적인 제도로서,
초당파적으로 국민적 논의에 근거하여 개혁을 추진

자료: 國家戰略室(2010. 6. 29), ｢新たな年金制度の基本的考え方について(中間まとめ)｣.

지지 않는 연금 원칙, ⑥ 미납ㆍ미가입 제로 원칙, ⑦ 국민적 논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7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안
을 2013년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빠른 시일 내에 초당파적 협의에 착
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나카즈마 후생노동성 장관은 2010년 7월
24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다함께 연금’이라는 주제하에 의견교환 회의
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2009년 중의원 선거 당
시 제시하였던 최저보장연금의 금액과 재원이 기본방침에서 구체화되지 않았
다며, 정책일관성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7월 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의 전체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호수준의 원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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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하는 데 불과하다고 맹비난하였다.20) 이에 히라오카 국가전략실장은
기본원칙의 구체성이 결여된 이유에 대하여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수위를 가
능한 낮게 설정하여 야당이 초당파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정권은 연금제도의 기본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
금 개혁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청 개혁 등 연금 운용 및 관리방식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권교체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1년
반이 경과한 현시점까지도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
은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이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일본의 공적연금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이 혼
합된 체계이다. 한편 급여방식 측면에서는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
한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변화로 인하여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를 야기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조세방식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방식과 대비되는 조세방식은 보험료 부담이

20) 日本經濟新問(2010. 6. 20), ｢年金改革具体策を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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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미납ㆍ미가입 문제가 해소되어 무연금ㆍ저연금 문제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연금재원으로 소비세를 활용한다면 고령
자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간 불평등 문제는 물론 전업주부에 대한 우대문
제인 ‘제3호 피보험자’ 문제도 해소되어 세대내 불평등 문제도 해결될 것이
다. 더욱이 보험료 납부 기록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연금기록 분실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세방식은 사회보험방식에 비하여
상당히 단순하고 알기 쉬운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첫째, 현행 제도에서 조세방식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제도 개혁의 시행이 곧바로 조세방식의 최저
보장연금 지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20세에
서 60세까지 40년간이기 때문에 공평한 제도 구축에 40년이나 소요될 것이
다. 둘째, 보험료 납부자와 미납자가 동등하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면 무연금ㆍ저연금 문제는 즉시 해결되지만, 양자간의 불공평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조세방식의 연금개혁안은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유력한 재원으로 인식되는 소비세의 인상과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 가령 7만
엔 수준의 최저보장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9%분(현행 소비세
5%)에 해당되는 24조 엔이 필요하다는 시산결과가 도출되어 있다.21) 2008
년도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은 약 5조 엔으로 이를 제외하면 19조 엔의 신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 총리는 ‘소비세 10%로 인상’을 목표로 내세
우고 있지만, 10%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세방식 이행을 둘러싼 과제는 그에 수반되는 상당한 시간,
새로운 불평등 문제, 소비세 인상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민주당 신정권이 새로운 연금제도의 구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21) 日本經濟新聞(2010. 6. 30), ｢年金改革、具体策を回避、財源論に波及警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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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재원의 토대인 소비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강한 사회
보장’을 제시한 간 총리에게 연금개혁과 소비세 논의의 유기적인 연계 여부
는 연금개혁의 성공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민주당 신정권은 직역별로 다른 현행 연금제도를 전국민 공통제도로 통합
하여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것이 도입된다면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 제도에 가입하므로 직업이 변경되어도
제도의 가입ㆍ탈퇴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득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험료 부
담과 동일한 급여액을 받기 때문에 직업간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소득비례연금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후
생연금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비정규직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
이에 대응하는 연금혜택도 얻게 된다. 매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더욱 두터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의 소
득파악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하고 그 실적에 상응하여 급여를 받는 구조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민주당은 세입청 설치를 통해 ① 세금과 보험료
를 통합ㆍ징수하여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② 소득 파악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의 공통번호제도를 도입하며, ③ 국세청이 가진 소득정
보와 세금징수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적정한 징수와 정확한 연금기록 관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 신정권은 사회보험청과 국세청의
통합을 통해 납부율 향상, 인원 및 비용 삭감, 국민의 편리성 향상을 추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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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민주당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개혁의 이미지 ❚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09. 11), ｢新政權の年金改革で国民の年金不信は払拭されるか｣.

그러나 세입청 창설이 반드시 보험료의 확실한 징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자영업자의 소득포착과 보험료의 징수가 확실히 시행되지 않은 채 소
득비례연금이 실시된다면, 자영업자와 피용자 사이에 새로운 불공평 문제가
발생되어 연금제도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무연금ㆍ저연금 문제는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민주당 신정부는 2009년 7월
중의원 선거공약에서 ‘월 7만 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창설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저보장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선거공약 당시
2012년도를 시작점으로 설계되었다. 그로 인해, 이러한 개혁일정으로는 실질
적으로 개혁이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6월 29일 발표된 기본방침에서는 최저보장연금의 금액과 재원마
련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본원칙에서는 ‘월 7만 엔’이라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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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재원도 기존의 소비세 증세분이란 원칙에서 ‘보험
료를 충당하는 부분과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정
도로 모호하게 수정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일부 언론은 정책일관성의 결
여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최저보장연금의 금액과 이에 대한 재원 설
정으로 모아질 것이다. 민주당 신정권이 관료주도형 연금개정에서 탈피하여
정치주도형으로 연금제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
견을 청취하여 적실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초고령화ㆍ저
성장 시대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
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
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71

제5장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 │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이 연구의 제1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로서 고령화의 급진전과
저성장 시대의 도래가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한 변수라
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였다. 이는 기초연
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용, 공
적연금의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에 연금부담 전가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이 제도가 고령화ㆍ저출산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는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금재정의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
능의 네 가지로 모아진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림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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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현안 ❚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한편 제4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민주당 집권 이전까지 일본에서 전개되
어 온 연금개혁은 일정 정도 개혁 당시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며 점진적으로
나마 문제점을 해소시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장에
서 언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제3장에서 다룬 제도의 구조적 맹점
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기보다 보험요율과 급여율 등을 조정하는 소위
‘모수’ 개혁에 치중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로 인해 지
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연금개혁은 일본 민주당 신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서 나름대로 민주당의 연금개혁 방향, 다시 말해
연금개혁 평가의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당 정권이 강력한 의
지를 갖고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연금제도의 주요한 구조적
맹점 혹은 태생적 한계인 기초연금 문제, 재원조달 및 급여상의 문제, 그리
고 기업의 복지부담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73

제6장 결론 │

비로소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보장, 충실한 사회보장기능을 내용으
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평가 잣대에 비추어 현 민주
당의 개혁논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해 보기로 하자.
과연 민주당의 연금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으
로 한다. 첫째,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이 부재하고 부과방식의 재원조달로 인해 연금재정이 불안정하며 기
업에의 부담전가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혁안이라 하겠다. 둘째,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
부한 전국민연금으로 전환한다. 이는 직역별 부담과 급여의 차이, 관민격차,
제3호 비보험자 문제 등 세대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저보장연금 도입인데, 이는 현재와 같은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강화
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은 현재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에서 파생되는 주요 현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
확하게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6-2 참고).

❚ 그림 6-2. 일본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평가 ❚

주: 화살표는 현제도의 문제점 및 현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을 연결한 것임.
자료: 본문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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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민주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올바르게 제시되었으나, 그렇다면 이는
과연 성공할까? 물론, 민주당의 개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
인 평가는 시기상조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토대
로 판단할 때, 그다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개혁안 자체의 부실함이다. 현행 부과방식을 조세방식으로 바꾸려
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청사진이 미흡하다. 더욱이 집권공
약으로 내세웠던 조세방식으로의 전환방안이나 최저연금액 지급안이 집권 후
1년도 채 못 되는 시점에서 여론의 반대에 밀려 다분히 후퇴하였다. 그로 인
해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세 인상 논의가 좌절된 현 상황에서 향후
방침도 불명확해졌고 최저보장임금액도 최초 제시한 7만 엔이 얼마로 수정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애초 개혁안의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했고 여론의 반대에 밀려 일관성도 결여되어 버렸다.
둘째는 첫 번째 문제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이 생긴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정부가 임기 말인 2012년까지 연금개혁의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민주당에 실제 개혁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연금개혁이란 상당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수반하
기 마련이므로 집권 초에 실행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러한 개혁 공정표는 사실상 임기 내에 추진의사가 없다는 속내의
완곡한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민주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미약하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로
간 총리의 구심력이 약화된 만큼 야당이 초당파적 협의요청에 응해줘야 하나
향후 여야간 합의도출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2005년 자민당ㆍ공명당 연립
정권하에서 초당파적 연금개혁 협의가 개시된 바 있지만, 연금일원화를 요구
하는 민주당과 신중론을 주장하는 자민ㆍ공명 양당의 격차가 전혀 축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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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같은 해 중의원 선거에 따른 여야간 대립도 격화되면서 협의가 결렬
된 바 있다.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자민당은 세제근본개혁을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초당파적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소비
세 증세를 전제로 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인 다함께당과 공산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신당도 협력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13년도까지 법안성립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율(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10년의 고령화율은 11.0%이며
2018년에는 이것이 14%를 넘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
다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38.2%가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UN 2006).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유례없이 급속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8
년에 불과하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는 8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선진국 중 가장 일찍이 그러나 더디게 고령화를 겪은 프랑스는 이 과정이
각기 115년과 39년에 걸쳐 매우 서서히 진행되었다. 우리에 앞서 가장 빠르
게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24년이 소
요되었으며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데 12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고
령화가 얼마나 급속한지 실감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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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한국과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
초고령사회 도달(예상) 연도

소요 연수(년)

고령화사회
(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 →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통계청(2006. 11), 장래인구추계 결과.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생
산가능인구)’도 2005년 0.126에서 2030년 0.377, 2050년 0.720으로 크게
높아져 그만큼 현역세대의 미래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연금제도에 관한 고찰은 이 연구의 분석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
이므로 생략하나, 한국에서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22)
이미 우리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
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증대시켜 왔으나 앞으로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

22)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은 김성숙 외(2008)를 참고하라. 이하에서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와 관련
한 주요 수치를 언급할 때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이 문헌에 의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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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가입자와 수급자의 수치가 역전되고 2060년
초반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공단 2010). 이에
그간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행히 우리는 완전부과방
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이므로 일본만큼 심각하게 재정안정성 문제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연금개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세대내 형평성 문제 및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저성장
이 연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점차 성숙화되고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어 언젠가 저성장 시대
가 정착할 경우,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이것이 세대내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주목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은 표준적인 연금수급 세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0년 현재
62.3%이며, 일본정부의 연금개혁안은 2040년 이후에도 50.2%를 상회하도
록 소득대체율을 고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
는 은퇴 후 적정소득대체율은 55%이며, OECD 평균은 59.0%이다(관계부처
합동 2010). 이에 비해 한국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현재 50%
이며 이는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백화종
2010). 이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취약층은 이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2007년도 12월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18~59세)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은
91.7%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김성숙 외 2008, pp.
241~242).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는 기여율이 낮아 가입대상 연령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57.8%로 낮아져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가 적지않게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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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20%, 30대 30%, 40대 30%, 50대 2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30대 미만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납부예외 상
태이며 20대 지역가입자들은 대부분 학생, 실업, 무직 등의 상태에 있기 때
문이다(전게서, pp. 277~278). 특히 지역가입자는 1999년 이후 매년 감소하
는 추세이나 납부예외자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
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다수의 실업자
등이다. 이들의 납부예외 사유는 2007년 기준 76.9%가 실직과 휴직이다(전
게서, p. 279).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적게는 33.8%, 많게는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어느 경우든 현재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들의 국민연금 미가입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94.2%에 달하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47.3%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노동부 2008). 이는 한국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 혹은 1개월 미만
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피고용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이다(大
沢真知子ㆍ金明中 2010).
취약계층의 연금제도로부터의 소외는 비단 세대내 불평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및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으로도 이어진다. 나아가
이들이 장래 고령화되어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적정 소비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노후보장뿐 아니라 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로 경기변동
을 완화하는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도 저해될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 연금제
도의 취약성에 따른 장래 노후불안이 내수정체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김양희ㆍ김은지 2009).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
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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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출산율 유지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은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하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본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현재보다 더 고령화가 가속
화될 뿐 아니라 서서히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도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
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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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Problems and Reforms of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in Connection with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Yanghee Kim and Eunji Kim

This study analyzes structural problems of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in a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brought on by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It also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forms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for the Public Pension
Scheme, in order to resolve the above issues. Low economic growth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compared to population aging in Korea, yet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ince increasing unemployment and hiring of greater
numbers of temporary workers could affect the pension scheme.
First, this paper systematically presents structural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ystem. The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consists of the Basic Pension without independent finance, the employees’
Pension Insurance (pay-as-you go method based o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differences in burden among workers and wages depending on occupation and
corporate burden of welfare pensions. Because of this apparently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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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feature,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is facing difficulty in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As a result, Japan’s Public Pension Scheme is facing
questions as to whether it is sustainable, since it could become a cause of
instability in pension finance, inter- and intra-generational inequality and overall
vulnerability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ttempt radical reforms that
could respond effectively to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but
only paid attention to reform limited to ‘shoring up’ the present system, in
that they only consider increases in the insurance rate and reduction of wages.
It is a foregone conclusion that the restructuring of Japanese Pension Scheme,
at the fundamental level, is very necessary. The nationwide consensus on the
need for pension scheme reform definitely led to a new political environment,
resulting in a change of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54 years.
Then, can we expect the Democratic Party (new regime) of Japan to solve
pending issues and restructure the country’s Public Pension Scheme? It may
be too early reach a final conclusion as the Democratic Party’s reform has
yet hit full stride; however, it has revealed enough of its outline for evaluation
on the direction of the reform and its practicability. A positive aspect in their
reform proposal emerges in that it clearly considered environment change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However, they have yet to
discuss even the most basic el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ecurity
pension in the form of taxes, making us question whether they are genuinely
determined about reforms the pension.
Korean Public Pension Scheme faces similar issues with its Japanese
counterpart, such as instability of pension finances, the question of fairness
between generations and possible blind spots. This paper elicits se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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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Japanese case.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actual conditions of the Public Pension Scheme and then take
preemptive action against population aging. Seco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low economic growth since it creates blind spots in terms of pension benefits,
which could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pension finance system in a long term.
Third, Korean pension scheme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lation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but not low economic growth. This paper
emphasizes importance of improving the pension scheme to prepare for the
twin threats in the form of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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