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3-01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song@keri.org)
김 영 신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ykim@keri.org)
허 원 제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최근 사회복지제도들이 지속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

타났다. 수급기간 제한이 단기고용직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를

다. 복지제도에서 근로유인 촉진이 중요한 이유다. 국민기초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초수급자를 빈곤으로부

활보장제도의 경우, 정부 보조가 근로가능 수급자들의 근로의

터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근로가능

욕 상실을 가져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저하시

한 수급자들이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장려금을

동기부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령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들이 비현실적이고 대표적 사회보험

한편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책으로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

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강해 근로의욕 강

제가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화라는 취지와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

다. 정부의 여러 개선조치에도 불구, 근로장려금은 아직 근로를

보장제도의 근로연계성 제고 방안으로 근로가능한 기초수급자

촉진하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하고 수급요건도 제한적이다. 따

의 수급기간 제한을 검토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국민연금이 근로

라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유인적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해서는 미국의 EITC 사례에서 보듯이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생계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인 복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급대상 총소득기준을

지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점증구간에서의 급여증가율을 상

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

향조정하고 최대급여액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과 자립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이에 수급기간 제한이 근

아울러, 국민연금제도에서도 근로유인을 강화시킬 필요가

로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미국 TANF 사례를 통해 우리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구조화되어

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의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

있다. 평균소득월액보다 낮은 소득층에게는 높은 소득대체율

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의

을 보장하지만 평균소득월액보다 높은 소득층에게는 낮은 소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차 복지패널 데

득대체율을 제공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대연금자산

이터의 기초수급자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형성에 영향을 미쳐 근로유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평

기간 제한이 미국처럼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경우 수급자들의

균소득월액보다 낮은 소득층에게 소득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만큼의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경우 근로유인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평

거둘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5~10%만 높아져도

균소득월액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부분 비중을 높여 근로유

6~12%에 이르는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

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서론

-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급여와
함께 80여 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혜택 중

□ 최근 공적부조나 보충급여 방식의 사회복지제도들
이 지속가능성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면서 근로유인
을 촉진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절대빈곤
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

상당수를 일시에 일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
□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기취업자이면서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그룹의 상향이동과 이들의
탈수급을 유인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
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험이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근로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음.
- 빈곤완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여

□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또한, 근로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유인을 고취하
고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
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보장제도

부와 관계없이 일정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탈
수급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
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
□ 공적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가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들을
금전적으로 보조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이끌어내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복지정책임.
- 기초수급자 자격이 있는 빈곤층은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149만 5,550원의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개의
급여를 지급받게 됨.
∙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함께 임대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이 면제 또는
할인되며,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이고, 중･고생
자녀의 학비, 급식비, 교과서비, 대학등록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의 빈곤과 소득분배
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지만, 정부의 보조가 근로가능 수급자들의 근로의
욕 상실을 가져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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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의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은 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들이 비현
실적이고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강
해 근로의욕 강화라는 제도의 본 취지와는 괴리
가 있는 상황
- 사회보장제도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정치･경제
적 이유로 원래의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에서
이탈하여 변질･왜곡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제도
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사회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 복지수혜자의 근로를 촉진시켜 복지수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최근 세계 각국들도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복
지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겪으면서 복지제도를
수혜차원(welfare)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근로연
계복지(workfare)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성을 제
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
자의 수급기간 제한을 검토하고, 근로장려세제와
대표적인 사회보험1)인 국민연금이 근로유인적 측
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미국이 TANF 제도2)의 수급기간 제한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하에
서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

-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자활서비스 제공
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
적 빈곤대책으로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이 미국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처럼 근로유인 효과를 거둘 경우 수급자들의 근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직업훈련 등 자

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얼마만큼의 근로소득 상

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생계비

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예측해 보고자 함.

를 지급 ➔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근로장려세제가 위
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로장려세제의 확
대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연금가입자의 근로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
생활을 보장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와의
주요 차이점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지원액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차등배분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에
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차이점
대해서는 생계비 미지원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만을
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
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
득인정액 기준이 동시에 충족할 때 부여되며, 현
재 7종의 급여혜택이 지원되고 있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주요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
1)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군입대･구속수감
등을 이유로 부양을 사실상 받을 수 없거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
곤가구들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
는 사회보장제도
- 1961년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13년째 제도 운영 중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
*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인데,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임.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제도는 1996 년 미국에서 시작한 공적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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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2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553,354

현금급여
453,049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771,408

□ 지난 10년간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생계지원 측면에서 효과적
인 복지정책으로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수급 전･후로 기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초보장 수급가구들의 절대빈곤율과 빈곤갭을

주1: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월 276,677원씩 증가
주2: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 수준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2)

각각 0.8%p, 29.2% 감소시키는 등 빈곤층 완

<표 3> 7개 지원 급여혜택 종류 및 주요 특징
급여혜택 종류

주요 특징

생계･주거 급여

(최저생계비 현금기준선 - 소득인정액) 차액 보전

의료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50만 원, 장제 시 50만 원 지원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화에 기여
< 표 4> 기초보장 수급가구들의 급여 수급 전･후 빈곤감소 분석
기초보장 수급가구

급여 수급 전

급여 수급 후

감소효과

절대빈곤율

10.3%

9.5%

-0.8%p

빈곤갭

31.2만 원

22.1만 원

-29.2%

주1: 기초보장 급여 수급 전･후의 각 수치는 ’03년, ’06년, ’09년의 평균값
주2: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가구비율, 빈곤갭=빈곤선-빈곤가
구 평균소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
본모형 개발연구, 2011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2)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
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 활발히 시행
-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국비, 조 원): (’00년)
2.4 ➔ (’06년) 5.4 ➔ (’12년) 7.5
- 연도별 수급자수 추이(만 명): (’00년) 149 ➔
(’06년) 154 ➔ (’11년) 147

□ 그러나 근로능력수급자에 대한 근로･탈수급 유인체
계가 미흡하여 높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우려
- 근로 및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급여체계
∙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탈수급할 경우, 일괄
지급받던 7가지 급여혜택이 일시에 중단 ➔
가처분소득에 큰 변화 초래
∙ 근로소득공제가 자활근로소득에만 적용되어
일반시장 취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 부족

∙ 최근 2~3년간 수급자 수가 감소한 주된 원인

- 생계･주거 급여 및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지

은 2010년 정부가 부정･중복 수급을 막고자

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근로능

소득･재산 공적자료가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

력 수급자의 자활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급

리망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

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근로유인

< 그림 1>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기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큼.

(단위: 천 명, %)

<표 5>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사업명

’10년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국비) 70,5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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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예산
74,851 (100)

▪생계･주거급여

30,120 (42.7)

30,447 (41.8)

28,812 (38.5)

▪의료급여

34,995 (49.6)

36,718 (50.4)

39,812 (53.2)

5,419 (7.7)

5,724 (7.9)

6,226 (8.3)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2012)

’11년 예산
72,887 (100)

주1: 지방비는 제외된 수치로서, 지방비 포함 시 기초생활보장 재정지출
규모는 ’10년 9.1조 원, ’11년 9.4조 원, ’12년 9.6조 원
주2: ( ) 안은 총예산 대비 각 항목의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2012)

□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에 관한 <표 6>
은 실제로 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있어 취약함을 지적
□ 이들은 재정적 인센티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각
종 사회서비스 시행 등 근로가능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제안

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되어 있음.
∙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 명(85만 1,000가구)으로 경제활동인
구수가 2010년에 비해 줄었으나(285,189명 ➔
전체에서 근로 가능한 경제활동인구가 17%

의 통합 방안 등을 제시
- 이석원･허수정(2011)은 선진국 근로유인체계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

(단위: 명, %)

2010년

구성비

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며,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장려세제

< 표 6>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일반
수급자

로소득공제사업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운

236,909명),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이상의 비중을 차지

구분

- 황덕순･노대명･김재진(2010)은 자활사업과 근

소계

2011년

경제활동 비경제
인구
활동인구

소계

경제활동 비경제
인구
활동인구

1,458,198 285,189 1,173,009 1,379,865 236,909 1,142,956
100

19.6

80.4

100

17.2

82.8

주: 일반수급자수는 전체 수급자수에서 시설수급자수를 제외한 수치
자료: 보건복지부(2012)

라의 경우와 비교･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층 대상 근로유인 체계들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직접적 일자리 제공 중심의 자활근로사업
축소,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재정적 유인제도
정비,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의 정
책적 개선방안을 도출
- 백승호･김문근(2011)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정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 역할 제고에
관한 선행연구

책을 검토하고,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수립을
위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과 담당
인력의 확충, 장애인 전용 감액연금의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 또한 선행연구들은 급여체계에 대한 문제점 인식
을 통해 현행 통합급여체계의 개편 및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함.
- 수급과 동시에 모든 급여를 받는 통합급여체계

1) 주요 선행연구
□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 문제가 점차 사회이
슈화 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영
향요인 및 근로유인 체계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된 연구가 다수 진행
- 문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 사
업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를 분산시키고 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급여체계
를 개편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을 개선하고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근로동기 또한 유지해야 함을 강조
∙ 노대명 외(2006)은 서구 복지국가들의 제도구성
에 관한 문헌연구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
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그 타당성을 검토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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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우(2012)는 보건복지부의 2010 빈곤정책

- 이원진(2010)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1~3차)를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이용하여

활용해 급여혜택의 수급기간과 수급탈출의 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와 현황을 살펴보고 비수

계를 분석

급 빈곤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계,

∙ 다변량분석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개별 특성에 기초한 급여
체계로의 전환･개편방안을 제시

2) 기존 논의의 한계와 연구의 차별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수급기간이 수급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나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결혼지위, 취업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
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
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이 존재함을 보임.

□ 본 분석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강화 방안으로 그동안 심도 깊게 다루어진 적이
없던 수급기간 제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함.
- 근로가능한 기초수급자 대상의 수급기간 제한
은 잠재 수급자들의 직장 유지 혹은 직업능력

□ 일부 연구들 중 수급기간이 늘어날수록 수급탈출률
이 낮아짐을 보인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현상분석
에 머물렀을 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책으로 수
급기간을 한정하여 고용 및 근로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발을 유인하고,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수급탈
피 동기를 강하게 제공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 확률을 높

- 강철희(1997), 박병현(1997)이 자활보호 프로

이고,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나

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기간의 영향에 관

아가 복지제도 운영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기

한 초기 연구를 수행

대효과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자활

- 실제로 미국 TANF 제도의 경우 복지혜택 수급

보호 프로그램 수급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지만,

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수급기간에 제한을

프로그램 수급기간이 수급탈피에 부정적인 영향

두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연계

을 미쳐 프로그램에 더 오래 잔류할수록 탈피의

효과를 가진다는 일부 연구결과3)가 제시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강신욱 외(2006)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급지속연차가 늘어날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대상자 중 2000
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동태를 분석, 수급탈출률이 수급
개시 1년차에 18.9%, 2년차에 15.8%, 3년차에
14.0% 등으로 점차 줄어듦을 지적

3) Grogger(2003), 유지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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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있어, 수급기간 제한으로 근로유인 효과를
보인 미국 TANF의 분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최근 기초수급자들의 개인 및 가구 데이터를 활
용하여 우리나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간을 제한하여 미국처럼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근
로소득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고자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성 강화전략 –
근로능력 수급자의 생애수급기간 제한

- 복지의존 종식이라는 관점에서, TANF는 미혼모/
편모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감소와 이들의 근로
활동 증가라는 성과 달성이 뚜렷이 나타남.

1) 수급기간 제한의 기대효과 – 미국 TANF 사례

∙ 수급건수 변화*: (’96년) 약 440만 건 ➔ (’10
년) 약 200만 건

□ 미국 TANF 사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
력 수급자에 대한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유인 효
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 동기간 수급률(빈곤가구 대비 수급가구 비율)
은 68%에서 27%로 감소
< 그림 2> TANF 수급자 변화와 빈곤가구의 변화

□ 미국은 복지의존성 완화와 근로연계효과를 강화
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조 제도인 AFDC(Aids for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개혁하여
1996년부터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제도를 도입
□ TANF의 AFDC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생애수급
기간의 제한과 수급조건으로서의 노동의무의 부과
- 전 생애에 걸쳐 5년(60개월), 연속적으로 2년
이상의 수급을 받지 못 하도록 제한함.
자료: Trisi and Pavetti(2012)

- 요구되는 노동의무를 거부할 때 급여를 삭감하
거나 중단할 수 있게 법제화 함.
-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었기 때
문에 노동시장 참여 유도와 동시에, 급여신청 자
체를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음.
□ 실제 TANF 실행 이후 미국의 복지수급자수는 크
게 감소하였으며, 취업은 증가하였고, 이 변화의
상당부분이 TANF의 영향임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

∙ 탈수급자의 경제활동참여: 수급탈피자 대부분
의 일자리가 저임금군이긴 하나, 간호조무사,
판매원, 청소부, 웨이터 등의 직종에서 경제활
동에 참여

- 이밖에도 Schoeni and Blank(2000), Hill and
O’Neil(2002) 등이 TANF의 취업증가 효과를,
CEA(1999), Wallace and Blank(1999), Grogger
(2000), Shcoeni and Blank(2000), Hill and
O'Neill(2002), Moffitt(1999) 등이 복지수급 감소
효과를 입증함.

- Grogger(2003)는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TANF의 수급기간
제한이 복지수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수급자

□ 수급기간 제한과 근로활동 증가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다수의 이론적 근거들도 이를 뒷받침

들에 대해 약 7%의 고용증진 효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

- Grogger(2000)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어린 자녀
가 있는 여성가구주는 복지급여의 기간 제한을 제

- 유지영(2007) 또한 March CPS 데이터를 이용한

거함으로써 수급률이 14~16% 증가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에서 TANF의 수급기간 제한 정책이 수급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Garfinkel and Orr(1974),

대상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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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1975), Saks(1975), Hausman(1981)이
증명한 급여혜택과 노동공급의 음(-)의 관계에 기

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시간을
높임에 따라 얻게 되는 근로소득 상승효과 예측

반하여 수급기간 제한이 근로유인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199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SSP(Self-Sufficiency Project)의 경우에도 복지
지원 제공을 3년간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그
결과로서 복지제도 수급률 하락과 고용증가를
확인(Lin et al., 1998; OECD, 2005)
∙ Card et al.(2001)은 SSP의 경우 6~12개월의

(1) 분석방법 및 데이터
□ 근로능력을 가진 기초수급가구들을 대상으로 이
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4)을 분석함으로
써, 수급기간 제한이 기존 수급가구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경우 그에 따른 근로시간 증가가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갖게 될지 그
예상영향을 추정

기간한도가 잠재수급자의 자활 노력으로 나타
나기에는 너무 짧음을 지적하며 기간제한 길
이의 민감성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

□ TANF 제도 도입이 궁극적으로 빈곤율을 낮추는 데
는 큰 효과가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으나,
TANF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근로촉
진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빈곤위험의 증가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했느
냐에 관한 사회안전망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 이를 위해 제5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009년 기
준)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구(6,034가구) 중 근
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397가구)의
근로시간, 근로소득, 인구학적 특성 등을 분석
- 397가구는 제5차 조사에서 기초수급을 받았다
고 답한 총 685가구 중, 가구주*가 일터 또는
가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경제활동에 참
여할 근로능력이 있다고 분류된 가구임.
* 복지패널 조사에서 가구주는 해당 가구를 실질

TANF에도 한계가 존재

적으로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 <그림 2>에서 보듯이,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으로 정의(세대주 혹은 호주와는 다른 개념)

는 1996년 약 630만 가구에서 2010년 약 730
만 가구로 증가(Trisi and Pavetti, 2012)

- 분석대상 가구의 근로시간은 가구주가 조사연
도 동안 일한 총 근로일수로 산출

∙ 아동이 있는 극빈가구(소득 수준이 연방빈곤선의
50% 이하)도 동기간 약 260만 가구에서 약 320만
가구로 증가(Trisi and Pavetti, 2012)

- 근로소득 수준은 가구주가 근로 및 사업활동,
그 외의 노동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소득으
로 측정

- 1년 동안 일자리 유지 비율이 40% 정도에 그
치는 등 수급탈피자가 얻은 일자리 대다수가
저임금 직종이라 고용유지가 불안정한 데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제변수로서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채규모를 활용
∙ 가구원수는 가구주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의
수(가구주 제외)

□ 우리나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에 한해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
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의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성별은 더미변수(남성 1, 여성 2)를 활용
∙ 연령은 ‘2009-출생연도’로 산출
∙ 교육수준은 미취학(1), 무학(2), 초등(3), 중등

4)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근로시간이 1% 증가할 경우 근로소득의 % 변화량’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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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5), 전문대(6), 대학(7), 석사(8), 박
사(9) 순으로 분류
∙ 부채규모는 2009년 기준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채(금융기관 대출, 담보대출, 일반사채,
카드빚)의 합으로 산출

□ 근로시간에 대한 연령별 소득탄력성 분석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근로시간 1% 증
가에 따라 근로소득이 1.010~1.172% 상승하는 효
과를 가짐을 1% 유의수준 내에서 보여줌.
- 만 15~64세 기초수급자 : 근로시간 1% 증가
Î 근로소득 1.172% 상승

(2) 근로시간 투입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상승효과
분석

- 만 65세 기초수급자: 근로시간 1% 증가 Î 근
로소득 1.010% 확대

□ 분석대상 가구 데이터와 아래와 같은 소득방정식
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연령별/성별 소득탄
력성을 추정(<표 7> 참조)
’

- 통제변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
으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상
적으로 예측가능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Wi = δ + η Hi + Xi θ + λi

높을수록, 부채규모가 클수록 적극적인 경제

-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 근로시간이 1%
증가할 경우 근로소득의 % 변화량

활동 참여로 근로소득이 증가
∙ 연령의 경우 만 15~64세 그룹에서는 어릴수

∙ i = 근로능력 가구 (1, 2, 3, …, n)

록, 만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나이가 많을수

∙ W는 ln(근로소득), H는 ln(근로시간), X는 근로

록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득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가구원수, 성별, 연

이는 연령에 따라 시간단위 임금이 달라 노동

령, 교육수준, 부채규모)로 통제변수에 해당

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서 차이가 발생하
기 때문

-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근로대상자가
생산가능연령(만 15~64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성별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나므로, 연령/성
그룹별로 분류하여 분석
< 표 7>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
상관
계수값

연령별
만 15~64세

□ 근로시간에 대한 성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근로능
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의 근로시간이 1% 증
가함에 따라 이들의 근로소득에서 1.097~1.146%
의 상승효과가 있음이 관측되며 이는 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성별

만 65세 이상

남성

여성

근로시간

1.172***
(0.021)

1.010***
(0.047)

1.146***
(0.029)

1.097***
(0.029)

가구원

0.123***
(0.040)

0.075
(0.091)

0.111**
(0.051)

0.129**
(0.060)

성별

-0.064
(0.093)

-0.012
(0.123)

-

-

연령

-0.004
(0.007)

0.004
(0.015)

-0.011**
(0.005)

0.002
(0.009)

교육수준

0.121**
(0.047)

0.032
(0.057)

0.099***
(0.037)

0.147**
(0.072)

부채규모

0.043***
(0.014)

0.014
(0.028)

0.042**
(0.018)

0.040***
(0.015)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수치임.

- 남성 기초수급자: 근로시간 1% 증가 Î 근로
소득 1.146% 상승
- 여성 기초수급자: 근로시간 1% 증가 Î 근로
소득 1.097% 확대
- 통제변수들의 경우, 앞서 보인 연령별 소득탄
력성에서와 같이 동일한 해석 가능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
간 제한이 미국처럼 기존 근로능력 수급가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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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이에 따라 근로
시간이 5~10% 만 높아져도 최대 6~12% 에 이르는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볼 수 있음.
- 특히 만 15~64세 및 남성 기초수급자들이 근
로시간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상승효과가 상대
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임병인(2012)은 2011년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
장려세제 보완책이 소득재분배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함.
- 김용하(2012)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시
행하면 저소득층 근로자 및 영세자영자의 근로
유인을 촉진하고 이들의 소득파악 수준을 개선
할 수 있다고 함.

III. 근로장려세제 및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개선방안
1. 기존 연구의 특징 및 차별성
□ 기존 문헌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노
동공급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
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될 필요성을
제기
- 전영준(2008)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노동공
급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였음.
- 유한욱(2011)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시장
참가 증가가 집중되는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
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상한이 면세점 미만
이라 소득세 납부가구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
음을 지적
- 송헌재･전영준(2011)은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근로유
인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풀타임근로를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를 증가시
키며 가처분 소득과 자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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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와 국민연금 기대연금수준
에 따라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연구가 있음.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분이 최저급여액
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가 다수(양재환 외, 2010; 김상호,
2004; 김 욱, 2004; 전영준, 1999)
- 김헌수･홍성우(2011)는 OECD 주요국의 연금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산
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 국민연금의 빈곤방지 또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형평성 문제
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른 공적부조제도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권문일, 2008)
- 연금 급여수준이 은퇴시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음(Borsch-Supan & Wilke, 1998; Diamond
and Gruber, 1999; Gruber and Wise, 2004).
- 이만우 외(2008)는 국민연금 생애급여 수준이 근
로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음.
- 강성호 외(2008)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효

< 표 8>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과를 분석한 바, 기대연금소득이 노동공급결정

(단위: 명, 백만 원)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임.
신청
구분

□ 본 분석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입자의 기대연금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쳐 근로유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함
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따른 근로유인
변화는 국민연금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구

지급
금액

가구

(1)

지급제외
금액

(2)

가구

금액

(3)=((1)-(2))

2009년
(2008)

723,937

558,161

590,720

453,731

133,217

104,430

2010년
(2009)

676,634

522,352

566,080

436,903

110,554

85,449

2011년
(2010)

666,816

509,405

522,098

402,003

144,718

107,402

자료: 2011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주: ( ) 안은 기준년도

수 있어 국민연금가입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5)

- 2011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2010년과 같은
77만 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2.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15,000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됨.7)
∙ 2011년 첫 수급 가구 비율은 41.5%이고, 시

1)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행 후 2회 수급 가구 비율은 30.6%, 3회 연
속 수급 가구 비율은 27.9%임.

□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신청가구 및 지급
액이 감소하고 있음.6)

- 수급 가구의 특징은 무주택가구, 30~40대 연령
가구, 일용근로자 가구, 수도권 거주 등임.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
하인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
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임.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자녀
수 증가, 지급구간 확대, 근로급여 최대금액을 인
상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장려금이 매력적이지 못
하고 수급요건도 제한적임.
- 2008년 세제개편으로 최대급여액이 80만 원에

- 2008년을 기준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된 근

서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2자녀 이상 무주택

로장려금 지급은 약 59만 가구 4,537억 원에서

의 수급요건이 1자녀, 5천만 원 이하 1주택 소

2010년 약 52만 가구 4,020억 원으로 감소

유로 완화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평균지급

- 2011년 EITC 개정안(2012년 적용)은 무자녀

비율(신청 가구/지급 가구)은 대략 81%임.

가구를 추가하는 등 수급요건을 더욱 확대함.

∙ 신청자격이 미비하여 탈락한 가구는 연평균
13만 가구임.

- 총소득기준금액도 무자녀 1,300만 원(최대급여
액 70만 원)에서 부양자녀 수 1명당 400만 원
씩 증가하여 3자녀 이상 2,500만 원(최대급여
액 200만 원)으로 증가함.

5) OECD(2009)는 한국 국민연금 소득계층 간의 소득대체율의 차이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차이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큰 것을 밝힘.
6) 2012년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7) 2011년 통계자료는 임병인(2012)에서 인용함.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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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그림 3>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이하 EITC)가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촉진하여
절대빈곤수준 해결에 도움을 줌(Liebman, 1998;
Neumark and Washer, 2000).
∙ 미국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무자녀가
구를 제외하고는 점증률이 점감률보다 높은데, 3
인 자녀의 경우 점증률과 점감률은 각각 45%와
21.06%, 2인 자녀의 경우 40%와 21.06%, 1인 자

- 2012년 EITC 개정안(2013년부터 적용)에서 ①

녀의 경우 34%와 15.98%임.9)10)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
소득자와 ② 2013년 2월까지 주거･생계급여를

< 표 10>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받고 이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는 2013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임.8)

부양
자녀수

□ 근로장려급여 산정식에서 소득 점증구간의 점증
률이 높지 않아 근로유인이 약함.

0인

- <표 10>에서 보면 부양자녀수가 3인 이상인

2인

경우에만 점증률(22.2%)이 점감률(-15.4%)의

3인

절대값보다 높고 부양자녀 수 1인 이하인 경우

1인

총소득
기준
1,300만
미만
1,700만
미만
2,100만
미만
2,500만
미만

원
원
원
원

점증
구간
(만 원)

평탄
구간
(만 원)

점감
최대
구간 점증률 점감률 급여액
(만 원)
(만 원)

0~600

600~900 900~1,300 11.7% -17.5% 연 70

0~800 800~1,200 1,200~1,700 17.5% -28% 연 140
0~900 900~1,200 1,200~2,100 18.9% -18.9% 연 170
0~900 900~1,200 1,200~2,500 22.2% -15.4% 연 200

자료: 임병인(2012)에서 재인용

에는 점증률의 절대값이 오히려 더 낮음.
<표 9> 근로장려세제 수급기준 개정 연혁
구분

적용
대상

신청
제외자

2011년 개정
(2012년 적용)

개정안
(2013년부터 적용)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좌 동)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시 고소득전문직과
일정소득금액 이상인 사업자 제외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부양
자녀

1인(18세 미만)
(3인 가족 기준)

부부합산
1,700만 원 미만
최대 12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소득기준
(만 원)

최대지급액
(만 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합계 1억 원 미만
무주택
(5천만 원 이하 1주택 포함)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좌 동)
(단,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어도 가능)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부양자녀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주택
요건

2008년 개정
(2009년 적용)

무주택
(6천만 원 이하 1주택 포함)

(좌 동)

(좌 동)
(좌 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8)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9) 유한욱(2011)
10) 미국 2011년 기준 EITC 의 총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경우 무자녀 시 $13,660($18,740), 1 인 자녀 시 $36,052($41,132), 2 인 자녀 시
$40,964($46,044), 3인 자녀 이상 시 $43,938($49,07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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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내 2차 소득자의 노동
공급을 제약하고 있음.
- 최대적용소득 주변에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간 사전적 합의에 의해 원천징수 영수증 또
는 지급조서를 조작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가능성 있음.

2차 소득자의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이 약

2) 근로장려세제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

화될 수 있음.11)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촉진하는 근로장려세제의
- 미국 EITC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평탄구간만을 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총소득기준을

있음.12)

높이고 점증구간에서의 급여증가율을 상향조정할

대해 줌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해 주고

필요성이 있음.
□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로 근로장
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정수급 및 재원조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가 많을

- 지난 3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감소한
것은 2008년 도입 이후 총소득기준이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현실적 조정이 없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실제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

어려운 상황에서 2014년에 예정대로 근로장려

는데 총소득기준은 전혀 조정되지 않아 근로

세제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많은 재원을

장려금의 호감을 떨어뜨림.16)

필요로 할 것임.13)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
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지므로 과소 신고뿐만
아니라 과다 신고의 유인이 있음.
∙ 실제 EITC를 오래전에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
도 과다청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함.14)

- 근로장려금의 부정 수급사례가 많아진다는 것

-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급여의 확대 및 점증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득증가에 따른 근로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함.
∙ 점증구간의 경계소득이 연간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도록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
고 급여증가율도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조
정할 필요성 있음.17)

은 정작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근로빈곤층의
수급율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취지와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임.15)

최소화하고 저소득 근로층의 수급을 확대할 수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자가 급여를 수

있어야 함.

령할 목적으로 소득 또는 재산의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시켜 허위자격을 얻을 가능성 있음.
∙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

-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부채가 고려되어 순 재산
개념이 적용되어 실질소득이 낮은 근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11) 김정호(2012)
12) 급여수준 자체를 인상해 주는 것은 아님.
1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100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자가 지역가입자 전체의 57.5% 를 차지함(김헌수･홍성우, 2011).
14) 김애실(2006)은 1999년 미국의 저소득층이 청구한 근로소득보전액 313억 달러 중 35.5% 에 해당하는 111 억 달러가 과다 청구 금액으로 드러난 예를 보이면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함.
15) 김석범(2008)
16)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09년 1,592만 원에서 2011 년 1,727 만 원으로 증가했고, 동기간 최저임금도 4,000 원에서 4,320 원으로 증가했음.
17) 최현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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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1주택 포함한 주택

-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균등부분(평균소득월액: A)

기준을 완화하고 실제 부채를 반영한 순 재산

과 소득비례부분(평균개인소득액: B)으로 나누어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조정할 필요성 있음.

지는데, 균등부분은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값이

∙ 저소득 근로가구가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벗어

반영되어 저소득층일수록 자신의 기여분보다 많

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이 필요함.

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비례
부분은 자신의 소득평균값이 증가하는 만큼 많은

-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급여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됨.19)

2차 소득자의 근로유인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야 함.18)
∙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
부합산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 있음.

□ 자영업자로 근로장려세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
저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예상 소요 재원을 확보
해야 함.
-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자영업자로 근
로장려금의 확대는 부정 수급의 유인과 근로장
려금 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파
악률을 높이고 지출규모를 점검하면서 단계적
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균등부분(A)과 소득비례부분(B)의 상대비가 달
라졌고, 소득대체율도 제도 도입 초기 70%에
서 점차 감소하여 2007년 비례상수 1.8을 기준
으로 해마다 0.015%씩 감소하여 2028년에 소
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조정됨.20)21)




∙         ×  







      ×        



×    ⋯     



      ×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

- 정부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현
황조사, 신청자에 대한 정보 확인, 4대 보험을
포함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함.

액의 평균
P : 총 가입월수 ( : 1988~1998년,  : 1999~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그런데 2001년 이전의 균등부분(A)은 전체의

3.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분석

평균소득월액을 사용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급수급 전 3년

1) 근로유인 관점에서 본 국민연금제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사용하여 경기변
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됨.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구조
화 되어 있음.

18) 김정호(2012)
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예시를 보면, 소득계층별 수익비(보험료로 낸 금액 대비 받는 급여액 비율)는 (’10년부터 20년 가입 시) : 4.2(50만 원) > 1.8(181만 원,
’10년도 평균소득월액) > 1.4(368만 원)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게 나타남.
20) 국민연금은 두 번의 큰 제도변화가 있었음. 첫 번째는 1999년 4월 도시자영자 적용확대를 통해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를 열었고, 두 번째는 2007년 법 개정
을 통해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기본연금액을 인하 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함.
21)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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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및 소득대체율 변화
가입기간

비례상수

소득대체율

1988-1998년 (  )

2.4

70%

1999-2007년 (  )

1.8

60%

1.5

50%

1.2

40%

2008-2027년 ( 

⋯  )

2028년 이후 (  )

<그림 4>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상승률 추이

자료: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보다 낮은 소득
층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만 평균소득월액
보다 높은 소득층에게 낮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함.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소득비례부분(B)과 균
등부분(A)과의 차이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
내고 있는데 그 차이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기능
이 강화되는 것임.

자료: 국민연금 통계연보

- A값의 감소는 누적적으로 B값을 감소시키므로
기대연금급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23)
∙





 
 ×  24)

  

   ′  ′  ′ ⋯ ′   



 ′ : 재평가된 기준소득월액

(예:


′   × 
)


∙ 만일 연금가입자의 임금수준이 평균소득월액

- 예컨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을 경우

보다 크다면 (B-A)만큼의 소득이 평균소득월

(B-A)의 값이 증가하여 급여산식을 통한 소득재분

액보다 낮은 가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배가 강화되어 기대연금급여에 영향을 미침.

□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의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화됨.
- 국민연금

급여산식

평균소득월액의

감소는

(B-A)를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 <그림 4>에서는 평균소득월액(A) 상승률이 국민
연금제도 초기부터 하락과 상승을 다소 반복했지
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22)
∙ 평균소득월액은 신규가입자의 소득에 영향 받는
데, 2009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주부, 군인
등)의 확대는 평균소득월액(A)을 낮춰 기대연금
급여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평균소득월
액(A)보다 낮은 반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소
득은 대체로 A값보다 높음.
∙ <표 12>에서 지난 2001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960,552원이었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1,607,129원으로 약 646,577원의 차
이가 발생했는데 2011년의 경우는 932,604원으
로 월평균소득 격차가 증가했음.
∙ 2010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소득월액
보다 낮은 소득신고자가 지역가입자 전체에서
약 87%를 차지함.
∙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되는데, 소득대체율 기준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대체율은 더 낮을 것
으로 전망됨.25)

22) 국민연금 A값은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즉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이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함(국민연금공단).
23) 김헌수･홍성우(2011)
24) t기에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 가입자가 증가하여 t기의 “A”값이 하락되면 t기 이후 “A”값은 제도개선이 없다고 가정한 “A”값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므
로 재평가된 “B”값의 총합은 감소하게 됨. 반대의 경우는 증가하게 됨(김헌수･홍성우, 2011).
25) 현실적인 4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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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단위: 원, %)

구분

지역가입자

총평균

사업장가입자

2001

1,290,706

1,607,129

2002

1,362,754

1,685,479

2003

1,454,948

1,769,132

1,050,021 1,091,742

914,249

2004

1,525,342

1,816,554

1,058,575 1,095,269

947,853

2005

1,586,424

1,875,458

1,074,539 1,109,098

972,024

2006

1,632,811

1,904,888

1,068,728 1,102,151

972,659

2007

1,690,829

1,956,433

1,076,608 1,107,499

987,050

2008

1,750,641

2,012,370

1,089,106 1,119,038

1,002,730

2009

1,776,824

2,024,080

1,104,313 1,132,685

1,022,735

2010

1,812,280

2,051,528

1,115,240 1,141,609

1,039,717

2011

1,800,945

2,038,129

1,105,525 1,129,787

1,035,792

연도별

평균

도시

농어촌

960,552

1,018,510

773,458

1,010,098 1,059,371

844,164

자료: 국민연금 사업통계(안), 김헌수･홍성우(2011)에서 수정 재인용
주: 2001-2010년은 연말 기준이고, 2011년은 6월 기준임.

가입
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B값)

연금
보험료
(9%)

480,000

43,200

135,630 197,890 257,330 316,630 375,920 435,210 480,000
(28%) (41%) (54%) (66%) (78%) (91%) (100%)

990,000

89,100

164,800 240,440 312,670 384,710 456,760 528,800 600,840
(17%) (24%) (32%) (39%) (46%) (53%) (61%)

2,080,000 187,200

227,130 331,390 430,930 530,230 629,520 728,810 828,110
(11%) (16%) (21%) (25%) (30%) (35%) (40%)

3,890,000 350,100

330,240 482,020 626,940 771,490 916,040 1,060,580 1,206,130
(8%) (12%) (16%) (20%) (24%) (27%) (31%)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자료: 국민연금공단
주: ( ) 안은 소득대체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산

- 따라서 평균소득월액의 감소로 평균소득월액보
다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미래 은퇴 후 기대연
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유인이 약화되는

□ 평균소득월액(A)이 달라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자의 기대연금자산이 변화되어 근로유인에 영향
을 끼칠 수 있음.26)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28)
∙ 동시에 기대연금자산 증가에 의한 대체효과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가

- 평균소득월액보다 낮은 소득계층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
득대체율을 나타냄(표 13 참고).

값)이 24만 원 이하인 소득층에게는 25년 연
금가입기간으로만 소득대체율 100%가 가능함.
∙ 반면 동기간 기준소득월액 평균 389만 원 이상
상위 소득계층인 경우의 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함.27)
(단위: 월, 원)

240,000

21,600

∙ <표 13>에서 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24만 원인 소득계층은 25년 가입경
력으로 소득대체율 100%를 달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할 유인이 약해짐.
∙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이전에 소득대체율
100%을 달성하게 되는 평균소득월액보다 낮은

<표 13>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연금
보험료
(9%)

∙ 저소득층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
타날 경우 근로유인은 감소29)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

가입
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B 값)

수요를 감소시켜 근로유인을 강화

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은 상대적으로 약해짐.

- 평균소득월액이 낮아진다면 평균소득월액보다

가입기간

높은 소득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21,910 177,860 231,29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51%) (74%) (96%) (100%) (100%) (100%) (100%)

능으로 인해 기대연금자산이 감소해서 근로유
인이 강화되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30)

26) 일종의 한계유효세율의 변화로 볼 수 있음.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표현함.
27) 기준소득월액 389만 원 이상은 모두 389만 원으로 동일하게 처리됨.
28) 기대연금자산은 국민연금 기대급여의 현재가치의 합을 말함.
29) 상대적으로 근시안적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에게 소득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강성호 외, 2008).
30) 고소득층의 경우 기대연금자산 감소가 실제 피부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다면 소득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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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기대연금자산 감소에 의한 대체효과

∙ 지속적인 근로에 대한 기대연금자산의 변화는

는 여가 수요를 증가시켜 근로유인을 약화시킴.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임금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389만 원)이 넘

 ≡   

는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효과에 의한 근로유

여기서,

인이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는



 



     ∙

   


  



t시점의 향후 기대연금급여의

현재가치 합계,  는 가입자의 사망 시점,  는

∙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시점의 연금지급액,  는 특정시점의 조건

노동공급확률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부 생존확률,  은 실질 할인율을 표시함.

타남.31)

-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는 일정기
□ 이외에도 국민연금가입자가 은퇴를 선택할 수 있
는 시점에서 근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
할 것인지는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연기연금 등을 통해 자신이 수급 가능
한 순연금자산과 수익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
정할 것임.32)

간()기간의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기대연금급
여의 현재가치 합계에 추가납부보험료를 고려
해야 함.
∙ 지속적인 근로에 대한 기대연금자산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은퇴를 늦추고 근로를 지속할 경우 순연금자산이

 

여기서     , 그리고 

나 수익비가 증가하면 재직자노령연금이나 연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타냄.

연금을 선택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조기노령
연금 또는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유인이 강함.33)

∙ t+a시점 이후의 기대연금자산(   )은 t+a
시점의 기대연금급여의 현재가치 합계에서 지

2) 노령연금의 근로유인

분석34)

속근로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
합계를 공제한 순연금자산임.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완전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65세에 발생하는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연기연금의 근로
유인효과를 기대연금자산(expected social security
wealth)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함.

□ 2011년 기준 40세 무자녀 1인 가구 국민연금가입
자35)를 가상케이스로 설정하고 근로유인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서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질이자
율, 기대수명 등의 가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함.36)

- 은퇴연령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지속적인 근로를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존 60세의 완전노

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를 할 것인지는 지속근로

령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증

시의 한계수입이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가하여 2011년 40세의 경우 2036년 65세가 되어

것인지 또한 그 증감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임.

야만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

31) 강성호 외(2008), 이만우 외(2008)
32) 국민연금 가입자의 여타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33) 수익비는 납입한 보험료의 현재가치합계와 기대연금자산의 현재가치 합계 비율을 말함.
34) Gruber and Wise(1999)을 이용한 문형표･이지혜(2012) 분석방법을 응용한 것임.
35) 분석 편의상 부양가족이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선정했음. 이러한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됨.
36) 본 분석에서 사용된 연령은 만 연령이고, 임금상승은 매년 실질 임금상승률이 반영될 뿐 연령 및 재직기간의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17

∙ 2011년 현재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조기

여 82.31세로 가정함.41)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단계적으로 증가해서
2028년 이후에는 60세가 되어야 수급신청이
가능37)
∙ 마찬가지로 현행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연
기연금도 2028년 이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수
급신청이 가능

□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가상의 국민연금가입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 전후시점에서 국민연금 급여
산식 및 노령연금제도에 따라 근로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임.
- 2011년 기준 40세의 연금가입자가 은퇴를 선

∙ 본 분석은 2008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완전히

택할 수 있는 시점에서 60∼64세에 조기노령

적용되는 2028년 이후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노령연금 및 연기연금의 근로유인 분석을 하

순연금자산과 수익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64세

는 것에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음.38)

까지 근로할 유인이 있음.

- 2011년 40세의 평균소득(2,643천 원)은 고용노
동부 ｢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를 기초로 계산하고 40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중도에 탈퇴함이 없이 퇴직시점까지

∙ 순연금자산은 현재가치화에서 동일한 시점에
서 비교한 것임.42)

- 65세 이후 재직자노령연금은 순연금자산의 감
소를 가져와 지속적 근로유인을 약화시킴.

지속적인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가정함.
∙ 50세 이후에는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수준변화
는 없다고 가정함.39)

- 65세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 또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가입자는 연기연금을 신청
할 경우 순연금자산이나 수익비에 증감 변화가

- 기대연금자산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실질

나타나 지속적인 근로유인에 영향을 줌.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질이자율은 김대철･
□ 조기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에 비해 순연금자산
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60세가 되어도
지속적으로 일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43)

한혜정(2012)의 전망치를 이용함.40)
<표 14> 거시경제변수 가정
연도

실질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2011-2020a)

0.023

0.028

0.019

- 조기노령연금은 조기은퇴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2021-2030

0.025

0.022

0.020

완전노령연금에 비해 연 6%의 할인율이 적용됨.

2031-2040

0.025

0.017

0.023

2041-2050

0.024

0.013

0.018

- 연금가입자가 60세에 은퇴하고 조기노령연금을

2051-2060

0.025

0.010

0.010

신청할 경우 순연금자산(SSW)은 40,783천 원

주: a) 2011년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실제치를 사용함.

- 분석대상 40세 가상 연금가입자의 사망 시점은

이고, 64세에 은퇴할 경우에는 93,946천 원으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

통계청 자료의 기대수명 및 사망확률을 반영하
37) 현행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완전노령 수급연령인 60
세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임.
38) 문형표･이지혜(2012)는 현행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연기연금의 근로유인에 대한 분석함.
39) 실제 50세 이후에는 평균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나 문형표･이지혜(2012)에서 가정한 것처럼 분석편의상 50 세 이후 소득수준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40) 김대철･한혜정(2012)은 국민연금 장기 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이용함.
41) 통계청 ｢2005년도 완전생명표(각 세대별)｣ 참고
42) 가상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65세가 되는 2036년을 기준으로 함.
43) 연금 수급액의 전액연기만 가능하던 것을 연금수급액 50% 이상에 대하여 일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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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추가 근로의 유인이 강함.44)

- 가상적 연금가입자가 65세에 은퇴를 해서 완전노

∙ 연금의 수익비 측면에서도 조기노령연금의 경

령연금을 받을 경우 순연금자산은 107,590원인데

우, 60세에 1.425인데 64세에는 1.828, 완전노

재직자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103,128원으

령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1.916로 연령이 증

로 순연금자산이 감소하고 수익비도 하락함.

가함에 따라 수익비가 증가하므로 지속근로에

∙ 69세가 되는 경우에는 순연금자산이 85,870원

대한 유인이 존재

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기존 근로소득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이 가

<표 15>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효과: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단위: 천 원)

소득대체율 기대연금자산a) 총 보험료b) 순연금자산

연령

해져서 감액된 연금을 받는 것임.

수익비c)

60세

13.4%

137,010

107,814

40,783

1.425

∙ 따라서 재직자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61세

15.7%

154,419

110,253

53,752

1.534

은퇴시점을 늦추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유인

62세

18.1%

171,745

112,421

66,737

1.636

63세

20.7%

189,517

114,334

80,267

1.735

64세

23.6%

207,344

116,006

93,946

1.828

65세d)

26.6%

225,041

117,451

107,590

1.916

주: a)
b)
c)
d)

기대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
총 보험료 대비 기대연금자산 비율
완전노령연금에 해당

□ 재직자노령연금은 지속근로시, 순연금자산이 감소
하여 추가적으로 일을 할 유인을 약화시킴.
- 재직자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인 근로를 하면서 연
금수급을 신청할 경우 완전노령연금에서 감액
되는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함.
∙ 2012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으로 재직자 노령
연금의 감액 방식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 기준
으로 바뀌는데 현행 60~64세인 노령연금 수
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 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
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
감액됨.45)
∙ 그런데 2008년 국민연금 개정법으로 인해 재
직자노령연금 신청연령이 단계적으로 상승하
여 2028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69세 이하 국
민연금가입자가 대상임.

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음.
<표 16>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효과: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
(단위: 천 원)

연령

a)

소득대체율 기대연금자산

b)

총 보험료

c)

순연금자산 수익비

65세

25.3%

224,454

121,326

103,128

1.850

66세

25.0%

223,874

125,112

98,762

1.789

67세

24.7%

223,302

128,814

94,488

1.734

68세

24.4%

222,736

132,432

90,304

1.682

69세

24.1%

222,176

136,306

85,870

1.630

주: a) 기대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b)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
c) 총 보험료 대비 기대연금자산 비율

□ 연기연금의 경우 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함에
따라 일정연령까지는 연금자산이 증가하지만 이
후에는 오히려 순연금자산과 수익비가 감소하게
되어 추가근로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46)
- 가상적 연금가입자가 65세에 완전노령연금 수
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에 의해 연
7.2%의 가산율이 반영되어 기대연금자산과 수
익비가 증가하는데 68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47)
∙ 65세에 받을 수 있는 순연금자산 107,590천 원이
68세로 연기할 경우 113,901천 원으로 6,311천
원 증가하고 수익비도 1.916에서 1.970로 상승함.
∙ 그러나 69세에는 순연금자산이 113,017천 원

44) 순연금자산은 연금수급시점 현재가치로 표시한 금액임.
45) 종전의 기준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의 50% 에서 90% 까지 받을 수 있음.
46) 종전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액의 전부만 연기 가능하였으나, 2013년부터 노령연금의 일부 연기도 가능하게 됨.
47) 2012년 7월 이전의 가산율은 연 6%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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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고 수익비도 1.962으로 하락함.
∙ 따라서 가상적 국민연금가입자는 68세까지는

- A값의 조정으로 기대연금급여가 감소되어 생계
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에게는 세제

연기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있지만 이후로는

또는 공적 부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추가근로를 할 유인이

∙ 연금소득 수입에만 의존하는 가구 또는 개인

약화됨.

의 경우 연금소득 공제 한도 또는 연금소득세
를 조정하여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

< 표 17>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효과: 연기연금의 경우

록 해야 함.49)

(단위: 천 원)

연령

소득대체율 기대연금자산a) 총 보험료b)

순연금자산

수익비c)

65세

27.0%

225,041

117,451

107,590

1.916

66세

28.2%

228,664

117,451

108,717

1.947

67세

29.8%

230,760

117,451

113,309

1.965

68세

31.3%

231,352

117,451

113,901

1.970

69세

32.7%

230,468

117,451

113,017

1.962

주: a) 기대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b)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
c) 총 보험료 대비 기대연금자산 비율

3) 국민연금 근로유인 촉진방안 및 시사점

∙ 기초노령연금의 선별적 확대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50)

□ 국민연금 재직자노령연금의 구조적 은퇴유인을
개선하여 은퇴시점에 있는 연금가입자의 근로유
인을 강화시켜야 함.51)
-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시점에서 재직자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순연금자산이 하락되지 않고 증가될
수 있도록 연금삭감률을 낮출 필요 있음.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평균소득월액(A)과 기준소
득월액(B)의 상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세대 간 형
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한
근로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수정하여 은퇴시점의
연금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연기할 수 있도록 충
분한 근로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평균소득월액(A)과 기준소득월액(B) 상대

- 연기연금의 가산율을 연령에 따라 누진적으로

비율은 1:1인데, 소득재분배효과는 (B-A)가 크

적용해서 지속적인 근로에 의한 순연금자산이

면 클수록 증가하므로 B의 비중을 높이고 A의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비중을 낮춘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완화될 수
있음.48)
- 소득재분배 기능이 완화되면 저소득계층의 소

IV. 결론 및 시사점

득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임.
- 평균소득월액(A) 이상의 소득계층은 자신들의
생애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기대연금자산이 많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들이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

지므로 국민연금 저축기능의 향상을 통한 근로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자로 하여금 차상위

48) 방하남(2008)과 류건식 외(2009)은 균등부분의 일정부분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전환하고 소득비례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49) 현행 400만인 연금소득공제 한도 증액을 고려할 수 있고,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될 경우에는 현행 5.5% 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낮춰주는 방안도 있음
50)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국민연금가입자도 적용대상임.
51) 연령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연기연금의 근로유인 효과는 정량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정성적인 효과는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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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으로의 이동을 유도할 만큼 큰 금전적 손
실을 야기하기 때문임.

□ 현행 근로소득장려세제는 빈곤 근로층의 근로유인
을 제고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수급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될 수급자의 경우, 수

-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총소득기준을 높이고

급기간 내에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

점증구간에서의 급여증가율을 상향조정하여 근

거나 구직활동에 나서는 등 근로활동을 늘려나가

로장려금의 호감을 높여야 함.

며 수급을 탈피하는 유인을 제공받게 될 것임.

∙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

- 또한 아직 수급자는 아니지만 향후 수급 받을
수 있는 잠재 수급대상자군으로부터의 무차별
적인 수급신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현금급여가
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 근로층의 수급을 확대할 수

□ 미국이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TANF 제도의 실행
으로 복지수급 감소와 고용증대 효과를 얻은 것
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 수급자
들에게 기초보장혜택 수급기간 제한을 시행하여
이들의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있어야 함.
∙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부채가 반영된 순재산
개념이 적용되어 실질소득이 낮은 근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로장려세제를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전에 소
득파악률을 높여 부정수급의 유인을 사전적으

- 수급기간 제한이 이론상 근거와 미국 TANF 사례
와 같이 노동증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해 볼 때, 근로능력 수급자들의 노동투입 시간이
5~10% 증가함에 따라 최대 6~12% 정도의 근로소
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생애수급기간 제한이 기초수급자를 빈곤
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
- TANF가 수급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
의 고무적인 기대효과가 있지만, 빈곤위험의 증가
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했느냐에 관한 사회안전
망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TANF에도 한계가 있음.

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장려금의 지출규모와 속도를 감안하여 제도
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소화
해서 근로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평균소득월액(A)과 기
준소득월액(B)의 상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소
득재분배 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음.
∙ 현행

평균소득월액(A)과

기준소득월액(B)의

급여산식에 적용되는 상대비율은 1:1인데 B의
비중을 높이고 A의 비중을 낮춰서 소득재분
배 기능을 완화할 수 있음.

- 생애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노

∙ 이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

동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단기고용직이 많아 근

고 보험료를 통한 기여가 최대한 반영되므로

로유인은 되더라도 고용유지가 지속될 수 있을

근로유인 및 저축기능이 제고됨.

지는 불확실
- 은퇴시점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은퇴를 늦춰 자
- 빈곤탈피 영향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신의 국민연금 순연금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로유인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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