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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요 약>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심도 있는 분
석이 요구된다. 본고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
칠레의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가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
펴보았다. 칠레의 경우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시장메커니즘’
에 의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주된 성공요인은 연금민영화와 더불
어 금융, 산업 및 대외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친시장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시장적 경제제도를 온존한 채
연금민영화를 시도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같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
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연금민영화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금융발전단계면에서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국
에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도
칠레방식의 연금민영화를 통해 금융발전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연금민영화(pension privatization),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금융발전(finance and development) 외부효과(externalities),
자본시장(capital markets)
JEL 분류: G23, O16, H55

Ⅰ. 검토배경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인구고령화, 출산율 하락, 조기 퇴
직 경향 등으로 연금의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개혁이 최대
의 정책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퇴직하는 시기
에

이르러

현

세대가

지난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부과방식

(pay-as-you-go) 제도는 재정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 저부담-고급여의 국민연금제도1)가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
상으로 1988년 도입되고 1999년 이후에는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지역가입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금재정이 불안한 상태이다. 연금
재정이 악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정부의 영향이 커지고 시장의 기능은 위축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 부도사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른 시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주로
모수조정안(parametric reform)과 체제개혁안(systemic reform)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전자는 기여와 급여가 균형을 이루도록 기여율, 급여대체율, 퇴
직연령, 최저 기여 연수 등 모수를 조정하는 방안2)이며 후자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의 공적연금제도가 분리된 다층 연
금체제3)로 전환하는 방안이다.4) 양 방안은 어느 것이나 연금급여의 적절

1) 현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의 9%를 40년 동안 납부한 자가 평균적으로 생애평균급여소득의 60%에 해
당하는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 제도이다.
2) ‘더 내고 덜 받기’를 골자로 하는 모수조정안으로는 2006년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부안(임
금의 12.9%를 40년 동안 납부한 자에 대해 기여로 50%의 소득대체율 보장)과 배준호․김상호
(2005)가 제시한 방안 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제1층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혹은 명
목확정기여형(Nominal Defined-Contribution) 공적연금제도이고, 제2층 연금제도는 가입이 강제되
는 완전적립방식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을 지칭하며 제3층 연금제도는 임의 가입의 기업연금 혹
은 개인연금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비례부분은 제2층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
으나 소득불비례부분은 제1층 연금제도에 해당된다. 이밖에 제2층 연금제도로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다.
4) 한나라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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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속가능성 및 제도적용의 보편성을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먼저 모수조정안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
지만 부분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설립이후 기금을 꾸준히 적립하
여 2006년 9월말 현재 시가로 약 185조원(명목GDP의 약 20%)에 이르는
자산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연금자산의 증가에 비해 연금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단계에서는 금융시장 버블 형성이 우려되고,
연금지급단계에서는 대규모 자산 급매에 따른 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 있
다. 또한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정부기구가 운영토록 하는 연금체제개
혁안에 따를 경우에는 시장경쟁압력 부재로 인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
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연금민영화(pension
privatization)’이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 소득을 재정기능이
아니라 금융원리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사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확보는 금융의 기능에 속한다. 부과방식 공적 연금제
도에서 동 기능은 재정에 의한 세대간 소득이전에 의해 수행되지만 이것
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기의 세금 납부와 노년기의 연금 수급이라
는 서로 다른 시점간 금융거래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부과방식 공적연금제
도는 당초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이 성립되게 설계된 경우에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있을 때 재정이 불안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에는 많은 장
애물이 있다. 먼저 근로자의 근시안적 소비에 따른 ‘노후대비 저축의 부족’
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미발달’을 들 수 있다. 주식이나 장
기채권 등의 증권시장이 미발달한 경우 연금 기금의 운용이 어렵기 때문
이다. 연금 등 장기 금융저축수단이 불비한 상황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근로자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 등 부
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후대비’가 금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이즈음 가계의 장기저축이 금융투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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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쏠리고 있는 현실5)은 연금문제가 비단 미시경제적
이슈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으로도 중요
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근로자의 연금가입이
강제되는 제2층 연금제도의 민영화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Turner
2005).
그렇다면 자본시장 혹은 장기 금융시장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금융기능
에 의존하는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대비가 가능할 것인가? 세계 최초로 연
금민영화를 실시한 칠레의 경험은 자본시장이 미발달한 상태에서도 연금
민영화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칠레는 1981년 전면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를 개인퇴직계정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적
립된 연금기금을 민간연금관리회사이 경쟁적으로 운용토록 하였다. 그 결
과 연금재정의 안정과 연금급여의 적절성을 동시에 달성함은 물론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부수적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World Bank 1994, Walker and Lefort 2002, Rios 2006).
1990년대 들어 남미6)와 동구7)의 여러 국가가 칠레와 유사한 개인퇴직
계정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저축을 증대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였
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연금민영화를 실시한 국가 중
칠레처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경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자본시장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연
금민영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메커니즘
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가능성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5) 개인부문 실물투자비중은 미국의 경우 2002년말 현재 개인부문 총자산의 37.4%(미국 FRB, 「자금
순환계정」), 일본의 경우 2001년말 현재 28.9%( 일본경제기획청,「국민경제계산」)에 불과하나 한
국은 1997년말 현재 65.6%(통계청, 「국부조사」)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에서는
2004년말 현재 가계자산중 실물자산 비중은 89.7%로 나타났다.
6) 페루(1992), 콜롬비아․아르헨티나(1993), 우루과이(1995), 멕시코․볼리비아․엘살바도르(1996), 니
카라구아(2000), 도미니카(2001).
7) 헝가리(1998), 카자흐스탄(1998), 폴란드(1999), 라트비아(2001), 크로아티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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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실물이

함께

발전하는

금융발전론(theory

on

finance

and

development)의 틀 속에서 연금민영화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성공조건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동 이론의 관점에서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개방경제하의 신흥시장국이
칠레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금융발전을 달성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
의하고 동 효과가 발현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칠레 연
금민영화의 성과를 금융발전 효과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아울러 아르헨티
나 및 멕시코의 경우와 비교하여 성과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
본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Ⅱ. 연금민영화와 금융발전
1. 연금민영화와 금융발전의 의의

연금민영화란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안정, 효율성 제고, 노동자의 참여유
인 제고 등을 위해 기금운용 등의 업무에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이다(Bertranou, et al. 2003). 연금민영화의 주된 대상 업무는 적립기금의
운영, 연금수급자를 위한 기록유지, 기금관리인의 선택, 기여금 징수와 기
금관리인에의 전금, 급여의 연금화(annuitization), 약정급여에 대한 보험
등이다(Turner 2005). 다만 최저연금(minimum pension) 급여의 지급보증,
기여금 징수 및 전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요할 수가 있다.
연금민영화 방법에는 크게 특정 민간연금가입자에 대해 공적연금제도
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contracting-out)과 부과방식(pay-as-you-go) 공
적연금제도를 강제가입의 개인퇴직계정(mandatory individual account)으
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영국과 일본 등이 실시한 것으로 연금제
도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칠레가 최초로 도입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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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 약 2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연금플랜(Canda
Pension

Plan,

CPP),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공무원연금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 뉴욕주퇴직연금기금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System, NYSCRS)과 같이 공적연
금제도의 기금운용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한 경우도 연금민영화로 지칭되
기도 한다(Mariger 1997).8)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시장이 미발달한 신흥시
장국의 경우 공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위험관리역
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을 국공채 등에 운용하고 있다
(Iglesias and Palacios 2000). 따라서 신흥시장국의 연금기금운용수익률 제
고는 연금민영화와 동시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한편 금융발전은 금융체제(financial system)의 효과적 기능수행을 통해
일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9) Merton and Bodie
(1995)에 따르면 금융기능에는 지급결제, 자산의 풀링(pooling), 자원의 서
로 다른 시점간 및 산업간 배분과 위험관리수단의 제공, 가격의 발견과 신
호를 통한 분권화된 의사결정의 조정, 유인 문제의 해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능들은 상호 보완성을 갖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기능
이라도 크게 낙후된다면 금융 발전이 순조롭게 지속되기 어렵다. 예컨대
연금민영화로 장기저축이 증가하더라도 자본시장의 규율이 미비하여 연금
기금과 자본시장 사이에 선순환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금융발전이 초래되
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성공적인

금융체제에는

자원의

시점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에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은행중심의 금융체제와 자원의 부문
별 배분에 강점을 갖는 시장중심의 금융체제가 있다. 금융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이는 상이한 여건 하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금
8) 이들의 주식투자비중은 CPP의 경우 약 90%, CalPERS와 NYSCRS의 경우 약 60%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발달된 자산운용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점과 기금운용의 목표가 위험조정후 수익률 극제
화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기인한다.
9) 금융발전과 실물경제발전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금융발전이 실물경제발전을 인과한다는
Schumpeter의 견해와 금융발전은 실물경제발전의 결과일 따름이라는 J. Robinson의 견해가 대립하
여왔으나 최근에는 Schumpter의 견해가 대체로 지지되고 있다(Levi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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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긴 세월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다
(Merton and Bodie 1995, 2004). Baliga and Polak(2004)에 따르면 영국에
서 시장중심 금융체제가 발전한 것은 산업화단계에서 위험사업의 규모가
작고 성공가능성이 낮지만 그 수가 무수히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겸업은행을 통한 금융중개는 모니터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증권시장을 통한 금융중개는 공개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모니터링 비
용이 적게 든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증권시장을 통한 금
융중개가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Glass-Steagall 법에 따른 전
업주의 규제도 증권시장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대조
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은행중심의 금융체제가 발전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후발주자로 산업화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투자기회의 규모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 수가 많지 않았던 점과 관련이 있다. 이들 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기능과 일시적
불경기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이 더 긴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민간연금, 생명보험, 뮤추얼펀드 등 기
관투자가가 급속히 성장하여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Davis and Steil 2001). 이에 따라 양 금융체제는 시장중심 금융체제로 수
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은행중심 금융체제는 이를 형성시킨
제도 및 법적 구조로 인해 자동적으로 시장중심 금융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chmidt, et al. 2001).

2.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메커니즘

가. Acemoglu and Zilibotti의 금융발전 모형

본고는 Acemoglu and Zilibotti(1997, AZ)의 금융발전모형을 배경으로
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AZ모형은 자본시장이
미발달한 신흥시장국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할 어려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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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금융발전과정에 관하여 폐쇄경제 모형과
2국 개방경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폐쇄경제 모형에 따르면 자본시
장의 발전은 주식에 대한 투자(risk-taking)를 촉진함으로써 실물부문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한다. 규모의 경제 특성이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불투명
한 중간재 산업은 경제내 자본 축적이 활발할수록 주식발행이 용이해진다.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가 자본축적을 통해 중간재 산업의
수와 주식 수의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각 주식의 수익률이 서로 불완전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주식의 수 증가는 분산투자에 의한 포트폴리오안
전성 제고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간재 산업의 수 증가는 산업연관효
과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발전은 중간재
산업간 금전적 외부효과(pecuniary externalities)10)를 내부화시킴으로써 실
물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자본축적과 투자다변화 기회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 모형에서 자본시장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금융발전의 가능성은 위험사업에 대한 산업화 초기 투자의 성공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다행히 산업화 초기 투자에 성공한 국가는 자본스
톡 규모가 커 보다 더 많은 위험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산업화 초기 투
자에 실패한 국가는 자본스톡 규모가 작아 위험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따
라서 산업화 초기에 자본스톡이 작은 국가는 금전적 외부효과에 따른 시
장실패 문제 즉 과소투자 문제에 시달린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지만 위험사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가 타인의 투자다변화
기회를 확충시키는 효과(금전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알고 있는 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최적 자원배분은 불가능하다.
또한 주식과 최종재가 국가간에 교역되는 2국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자
본이동자유화의 효과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난
다. 양국이 주식시장을 상호 개방할 경우 자본은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
10) 금전적 외부효과는 한 기업의 투자가 다른 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
현하는 효과를 지칭한다. 선진경제에서는 ‘공짜 점심(긍정적 외부효과)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경제발전론(또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금전적
외부효과를 산업화에 내재된 발전기회로 파악하고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라고 본다(Lucas 1988, Krugm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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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된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중간재(주식) 수가 신흥시장국보다 더
많고 총저축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도 더 높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위험다변화 기회가 많은 선진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림에 따라 선
진국에서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산업화가 촉진되는 반면 신흥시장국 경제
는 자본유출로 단기적으로 발전이 정체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자본시장이 포화되어 신흥시장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신흥시장국의 금
융과 실물이 발전하기 시작하며 종국에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경제의 발
전정도가 수렴하게 된다.

나. 칠레방식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효과

Acemoglu and Zilibotti의 금융발전 모형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미발달
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투자펀드와 같은 시장 제도는 위험사업에 대한 투
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 정책도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교정하지 못할뿐더러 더욱 악화시킨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고수
익․고위험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부가 고수익 사업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제약이 따른다. 후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에 의한 성장산업
발굴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11) 산업이 복잡화된 단계에 이르면 이것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다한 정책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더욱이 WTO체제하에
서 특정 산업을 보조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그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연금민영화 또는 가입이 강제되는
개인퇴직계정제도의 도입이다. 연금민영화는 선별개입이 아닌 데다 자본시
장중심의 금융세계화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AZ
모형에서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과소투자로 저성장 균형에 빠진 경
11) 수출촉진정책과 기간산업에 대한 선별적 신용배분 등이 우리나라가 산업화 초기단계의 시장실패
를 극복하는 데 활용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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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금민영화를 통해 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균형으로 이행할 수 있
을 것인가? 이를 AZ 모형에 적용해 보면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연
금민영화는 장기 저축을 강제함으로써 자본스톡을 증가시킨다.12) 또한 경
제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자본이 풍부해짐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자
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위험사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한다.
그 결과 최저효율규모를 충족하는 중간재 산업의 수와 주식의 수가 증가
한다. 주식의 수(종류) 증가는 투자다변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금전적 외부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총저축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주
식으로 배분하고 위험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증대한다. 이에 따라 경제
가 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균형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AZ 모
형에 강제가입의 적립방식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의 효과는 ‘위험자산
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금융 및 실물 부문의 공급역량이 개
선된다’13)는 모형설정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현실의 신흥시장국 경제는 이 가정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제약에 직면해
있다. 첫째 자산운용산업과 기관투자가의 투자 및 위험관리 역량이 미발달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 저축이 증가하더라도 자금이 저위험․
저수익 사업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업 개방을 통해 외자를 유
치하더라도 기대한 만큼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기술파
급효과를 유도해내지 못하게 된다. 학습효과(learning-by-doing)도 일종의
고위험 투자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투자 자체가 과소하기 때문이다. 오
히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장기 자본조달력과 분석력을
토대로 국내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안전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주식시
12)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제도를 개인계정 적립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강제가입의 확정기여형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13) 이는 ‘전문화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the degree of specialization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는 Adam Smith의 분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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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외국인 소유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가가 상승할
수록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주가상승의 부효
과를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수축과정에서는 진폭을 완화하
겠지만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경기회복세를 억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투자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초
기의 시행착오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하나 부족한 자본의 해외유출이 거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위험자산
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자본을 확
보하고서도 글로벌 금융환경하에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학습(learning-bydoing)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촉진하되 해외
투자는 규제하는 것과 같은 비대칭적 자본이동규제로 외환시장도 미발달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선진자본의 일방적 유입으로 환율이 과도 변동 압력
을 받게 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후방 연관산업의 미발달 등으로14) 위험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
공 확률이 낮은 데다 금융시장기능이 낙후하여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
시 실물투자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하였다가 붕괴될 뿐 혁신산업의 출현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자본이 유입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지언정 이것이 실물경제의 발
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반면에 이와 같은 신흥시장국 금융공급측면의
역량 미발달은 역설적으로 보면 신흥시장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금융세
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금융역량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과 기회하에서 신흥시장국이 추구할 수 있는 연
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는 장기저축 증대 경로와 금융 및 실물 부문의
공급역량 개선 경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기저축 증대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연금민영화에 따른 장기저
14) 한국의 경우 제조업 부문간 생산성 파급효과중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수요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는
존재하지만 원재료․제품 공급으로부터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i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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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증가15)는 신흥시장국의 환경에서도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6)

Aghion, Comin and Howitt(2006)에 따르

면 국내 장기저축이 많을수록 국내 금융회사(기관투자가나 은행)의 자금력
이 풍부해지며 이는 원천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이 이들과 공동으로 국내에
서 위험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국내 금융회사는
국내에서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별
저축률의 시차변수와 국별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신흥시장국의 경우 저축률이 높았던 국가일수록 향후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역설적으로 신흥시장국이 연금민영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금융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연금민영화
의 장기저축 증가 경로만으로는 금융과 실물이 함께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부문 공급역량 개선 경로에 대해 살
펴보자. 이 경로는 연금민영화가 적절한 조건하에 실시될 경우 국내 금융
부문의 위험관리 및 투자역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절한 조건’이란 금융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institutional

preconditions)’을 말한다. 여기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
건’은 물가안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안정을 도
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등을 지칭한다. 또한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
제조건’은 ‘법 및 회계 체제․신용평가 체제․정보유통 채널 등 금융하부
구조의 확립(Villanueva and Mirakhor 1990)’이나 ‘계약 이행강제체제와
역동적 차입자 계층의 육성(Gertler and Rose 1994)’17), 혹은 ‘개혁 시점에
15) 연금민영화에 따라 국민저축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저축중 장기저축의 비중만 증가하는
경우도 지칭한다.
16) AZ모형에서 저축의 증가는 케인지언의 단기 거시경제모형에서와 달리 총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으
며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총수요를 진작한다.
17) Gertler and Rose(1994)는 금융자유화 정책은 차입자의 신뢰도가 높아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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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적절한 은행 자기자본비율․금융부문 인적자본․정보자본스톡․지배
구조 확보(Caprio, et al. 1994)’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
태에서 금융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금융부문에 도덕해이가 빚어지는 등으
로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신흥시장국이 이와 같은 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규
제들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가격
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배분과 관련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줄이되 시장질서 확립과 체제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은 강화하는 광
범위한 친시장 제도개혁(pro-market reform)이 요구된다.

<그림 1>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 과정

신흥시장국이 친시장 제도개혁을 통해 이와 같은 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면서 금융자유화와 연금민영화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금융 및 실물
부문의 공급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 및 정책이 금융의 공
급역량을 확충시키는 기본원리는 ‘경쟁’과 ‘새로운 비교우위의 개척’이며
그 토대는 연금민영화에 따른 장기자본의 축적이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
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새로운 업무영역은 대규모 장기자금을 필요로 하
때문에 실물부문의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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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금융업무(기업공개관련 업무 등)나 직접투자형 증권업무(M&A와
구조조정 관련 업무 및 사모펀드 조성 등) 등이다.18) 이를 위해 선진국 금
융회사의 인수, 금융전문인력의 흡수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서비스업 진입이 자유화되면 국내 금융의 분업관계는 내외 금융회
사간 비교우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예컨대 외국계 금융회사가 높은 평
판, 표준화된 신용평가기법 등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국내 금융회사는 기
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에 강점을 가진다. 이 경우 연금민영화에 따른
장기저축의 증가는 기업금융에서의 국내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민간연금 등 기관투자가부문의 급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되겠지만 중소기업금융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면
독자적 영역을 확립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처벌
체제 확립 등 제도적 전제조건이 잘 충족될수록 이와 같은 금융부문의 발
전은 촉진되며 시스템위험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AZ 개방경제모형에서는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자본이동을 자유화
할 경우 단기적으로 자본이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출되어 금융발
전이 후퇴하게 된다. 그러나 신흥시장국 자본은 해외투자 역량이 부족한
만큼 신흥시장국 자본이 선진국 위험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데는 어려움
이 있다. 또한 선진국 자본은 자산다변화 동기뿐만 아니라 자본의 수확체
감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도 이동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신흥시장
국으로의 자본이동도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19) 특히 선진국의 자본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자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신흥시
장국의 노동공급과 결합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에

18) 호주에서 최근 McQuarrie은행과 같은 국적 글로벌 투자은행이 탄생한 것도 1992년의 민간연금가
입강제화로 장기 자금이 축적된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19)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자본이동 패턴을 분석한 Prasad, Rajan, and Subramanian(2006)의 실증분
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자본이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에 대한 선진국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이 최근 선진국 투자자들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위험선호(risk appetite)가 강화된 데는 신흥시장국
의 금융자유화로 투자기회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및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 등 선
진국 측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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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나 주식투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간 자본이동 비대칭성20) 해소여부는 신흥시장국 금융회사가 해외투자역
량과 위험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속도와 자산다변화 및 수확체감 동기의
상대적 크기 등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로 자본이동자유화 초기에
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질 것이나 국내
장기저축의 민간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국내자본의 해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신흥
시장국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금민영화의 장기저축 증대 경로와 금융 및 실물 부
문의 공급역량 개선경로를 종합하면 신흥시장국이 금융, 산업 및 대외거래
부문의 친시장 제도개혁을 통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충족
한 가운데 연금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금융과 실물이 함께 발전하는 전기
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도적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 연금민영화를 단독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금융발전 효과는 기대
할 수 없으며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

3. 기존 연구

연금민영화에 관한 종전의 연구는 대부분 민간연금의 기금 적립에 따
른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s)가 불분명하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Lindbeck, et al. 2003). 특히 부과방식 연금제도하에서 최초
세대로의 부(富) 이전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연금민영화에 따른 주된 효과
는 이미 발생한 비용을 세대 사이에 분배하는 효과에 그친다고 보았다
(Mariger 1997).
그런데 World Bank(1994)가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연금민영화의 필요
성을 제기한 이후 민간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한
20)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자본이동의 비대칭성의 예로 ‘선진국은 신흥시장국의 주식 등 고위험․고
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동아시아국가 등 신흥시장국은 유입자본을 외환보유액으로 흡수하여 선진
국의 저위험․저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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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들은 연금민영화에 따
른 민간연금의 금융산업내 비중과 역할 증가가 자본시장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부분균형적

방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Walker

and

Lefort(2002)와 Calatan, et al.(2000) 등은 민간연금의 성장이 장기자본의
축적과 투자다변화를 통해 위험 증권에 대한 수요저변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Impavido, et al.(2003)과 Calatan, et al.(2000)은 각각 전
체 금융자산에서 계약성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과 민간연금자산/GDP 비율
의 증가가 주식시장의 GDP대비 규모와 거래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민간연금은 적극적 주주 활동(shareholder
activism)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분석결과, 민간연금은 금
융부문에서 금융혁신과 자산관리업의 전문화를 촉진한다는 분석결과, 기관
투자자부문의 성장이 은행중개의 효율성 제고, 대출만기의 장기화,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Impavido, Musalem, and Tressel 2001). 이밖에 민간연금의
발전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가 증가21)한다는 연구결과와 민간연금
의 성장에 따라 소위 제도자본(institutional capital)22)이 축적되어 제도측
면의 애로가 용이하게 극복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Valdes-Prieto and
Cifuentes, 1990).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연
구들도 존재한다(신인석, 2003). 이들은 자산운용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연금의 급격한 성장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확정기여형 민간연금에서는 기금관리인이 뮤추얼펀드와 마찬가
지로 짧은 기간 내에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연
금의 부채가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시계가 짧아 자본시장 불안요인으로
21) 미국의 확정급여 민간연금은 기업인수펀드(private equity funds)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Prowse
1998). 이에 따르면 미국 민간연금의 사모펀드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은 전체 시장규모의 40%에 달
한다.
22) 기업, 금융 및 정부가 상호작용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 15 -

작용할 될 수 있다고 본다(Miles, 1993). 아울러 민간연금이 기금관리인의
성과를 통상 업계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해 기금관리인
들이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는 군집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도 있다(Lakonishok, et al. 1991). 이밖에 기관투자가의 급성장은 전통적으
로 은행중심의 금융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급격한 탈은행중개화
(dis-intermediation)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도 있다(Davis 2005).
이상에서 언급한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와 금융시장 불안효과
에 관한 연구는 민간연금 혹은 계약성 저축의 성장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부분균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민영화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균형에 따른 이론적 고려가
미흡하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와 여건에 처
해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연금민영화 정책을 처방하기 어
려움을 의미한다.
실제로 칠레의 성공에 자극되어 민영 연금제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
로 도입한 중남미와 동구의 대부분 국가가 아직 칠레와 유사한 경제발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연금민영화 후 5년간 기금의
실질운용수익률이 연평균 10%에 이르고 있으나 연금기금산업의 과점화,
국채위주의 기금운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
다(Acuna 2005).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연금제도의 전환비
용이 열악한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2001년 경제위기의 촉진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ertranou, Rofman, and Grushka
2003). 이와 같은 결과는 칠레방식의 연금민영화에 따른 전체 파급메커니
즘을 잘못 이해하여 자본시장 발전효과만을 과대평가하였거나 제도적 전
제조건의 미충족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을 무시한 데 기인한 것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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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 효과 분석: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칠레의 연금민영화 내용

칠레는 1981년 세계 최초로 부과방식 사회보장연금제도를 개인계정 적
립방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칠레는 25년간의 연
금관리 경험을 쌓고 있어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가 되고 있다. <부록 1>에 상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칠레는
부과방식 연금제도하에서 약속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연금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칠레의 신연금제도는 개인과 연금관리회사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전환비용
을 주로 조세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국민저축을 증대시키고 자본시장 제도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영업영역과 감독에 관한 전업주의를 적용함으로
써 연금산업에 시장규율을 효과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 칠
레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제와 민간연금 성장의 금융발전
효과를 실현하는 데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민간연금(pension funds)과 연금시장(annuity market)의 발전

가. 민간연금(pension funds)의 발전

2005년 12월말 현재 칠레의 민간연금 가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133.3만
명을 포함한 739.5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수대비 연금기여자수의 비율(소
위 연금의 기여커버리지)은 구연금제도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2
년 42%까지 하락하였으나 신연금제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약 60%
선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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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5년까지 25년간 연금지급건수는 총 57.4만 건인데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26%, 조기퇴직연금 43%, 장애자 및 유족연금 32% 등으로 조기
퇴직연금의 비중이 높다. 칠레의 경우 연금급여에서 완전히 소외된 노령인
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Valdes-Prieto 2006a). 제1층 연대연
금(최저연금, 사회부조연금)을 수혜하는 노령인구는 전체의 39%이고 민영
화된 제2층 연금을 수급하는 노령인구도 전체의 39%이다. 좌파정권의 집
권과 더불어 최저연금의 지급규모가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
망이다.
2005년말 현재 민간연금의 기금규모는 748억 미달러로 GDP의 66%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rthur 2006). 이는 1997년 칠레와 유사
한 방식으로 연금민영화를 실시한 멕시코와 대비할 때 빠른 증가속도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연금기여율이 임금의 13.5%로 칠레(10%)보다 높음
에도

불구하고

9년이

경과한

2006.1월말

현재

연금기금이

GDP의

12.7%(990억 미달러)에 불과하다.23)
GDP대비 민간연금의 자산규모를 2000년말 기준으로 칠레의 다른 기관
투자가에 비교해보면 민간연금자산/GDP가 53.9%인 데 비해 보험회사자산
/GDP는 16.7%, 뮤추얼펀드/GDP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다만 은행민간
신용/GDP비율이 72.6%로 높지만 이는 1985년의 114.7%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Cifuentes, et al. 2002).
칠레 민간연금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운용수익률이 높은 데 기
인한다. 실질수익률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0.2%로 실질GDP
성장률(4.8%)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1988∼2005년중 누
적운용수익률이 명목기준으로 8.2%에 불과하여 기간중 명목GDP 성장률
(11.8%)보다 낮은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1995년과 1998년 중 기금
의 실질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
지고 있어 앞으로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23) 아울러 1988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기여율 9%) 약 18년 동안 GDP의 21.4%(장부가기준 173조원)
를 적립한 국민연금기금에 비해서도 적립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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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와 같은 최근의 투자수익률 저하는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
효과가 실물부문에서 혁신기업 발굴을 활성화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 이
유 때문일 수 있다.
<그림 2> 칠레의 실질GDP 성장률과 연금기금 실질 운용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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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rthur(2006)

한편 민간연금의 기금규모 증가에 따라 민간연금의 각 금융시장점유율
이 높아졌다. 민간연금 보유자산이 해당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
펴보면 2000년말 현재 국공채시장에서는 65.0%, 주택저당채권시장에서는
56.4%, 회사채시장에서는 39.8%, 주식시장에서는 6.9%에 이르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Walker and Lefort 2002). 이는 국내 자본시장 특히 국공채시장
이나 주택저당채권시장이 민간연금의 장기자본 공급에 의해 어느 정도 포
화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당국이 연금관리회
사의 주식, 회사채, 해외자산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후 민간연금의 실제 자산포트폴리오가 국공채와 은행예금에서 점차
회사채, 주식 및 해외투자로 분산되었다. 2005년 12월말 현재 민간연금 보
유자산의 부문별 포트폴리오는 은행부문(MBS, 예금) 29.86%, 기업부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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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채권) 23.25%, 정부부문 16.45%, 해외부문 30.44%(이중 2/3이 주식)로
신흥시장국 연금기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투자다변화 수준을 실현하고 있
다(Berstein 2006). 해외투자는 1992년부터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
경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칠레 민간연금의 자산다변화는 미국의
CalPERS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다는 크게 앞선 수
준이다.24)
이와 더불어 연금관리회사가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저하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동 수수료가 제도도입 초창기인 1983년에는 과세표준소득
액을 기준으로 4.87%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였다. 특히 연금관리회
사의 수가 증가한 기간에 수수료 하락 속도가 빨랐다(Arthur, 2006). 2005
년중 연금관리회사의 수수료는 2.42%로 낮아졌는데 이는 장애 및 유족 생
명보험료 0.99%, 성과비례 운용수수료 1.31%, 고정 운용수수료 0.12%로
구성된다. 총자산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일부 연금관리회사의 경우 운용수수
료가 미국 401(k) 등의 운용수수료(commissions) 수준인 1%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연금산업에 대한 전업주의 적용
과 진입자유화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비용효율성을 높인데 기인한다.
또한 연금관리회사가 1개의 펀드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초
의 규제를 2002년 완화하여 주식과 채권의 구성비율이 상이한 5개의 생애
주기형 펀드상품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는 연금관리회사의 위험관리 역량
향상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신축적 규제(혹은 제도자본 축적)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2005년 현재 6개 연금관리회사의 5개 유형 펀드별 운
용수익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위험도가 높은 펀드일수록 수익
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ios 2006). 이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금기금의 높은 평균수익률 실현에 힘입어 칠레는 더 적은 비용
24) CalPERS의 자산규모는 2006년 9월말 시가기준으로 2,176억달러이며 자산구성은 국내주식 39.8%,
해외주식 22.7%, 채권 23.7%, 부동산 7.7%, 기타 6.1%이다. 같은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자산규모
는 184.4조원이며 자산구성은 국내채권 78.5%(대부분 국공채), 국내주식 10.8%, 해외채권 8.9%,
해외주식 0.6%, 기타 1.2%이다(국민연금, 캘퍼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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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많은 연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의 장기 연금추계결
과에 따르면 신 연금체제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2020년 이후 지급될
연금급여는 10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볼 때 최종임금의 62%, 생애 평
균임금의 1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ios 2006). 이는 우리나라의 현
행 국민연금이 40년 근무자에 대해 임금의 9%의 기여로 생애 평균임금의
60%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25) 더욱이 지금
의 실질 운용수익률이 절반(5%)으로 낮아지더라도 실질임금이 2% 정도만
상승한다면 최종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급여와 배우자에 대한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James 2005).

나. 연금시장(annuity market)의 발전

연금지급단계에서 장기생존위험을 관장하는 연금시장은 장기생존위험
(longevity risk)에 관한 연금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선
진국에서도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칠레의
경우 퇴직자의 60% 이상이 단계적 인출(programmed withdrawal)보다 연
금(annuity)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조기은퇴 증가 등으로 연금상품에 대
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장기생존위험의 풀링과 연금상품 판매조
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칠레의 연금
상품은 GDP대비 1.9%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연금상품을 포함한 생명보
험 전체의 보험료수입은 GDP대비 3.5%로 고소득 OECD국가 평균 4.6%에
는 미치지 못하지만 남미국가 평균 0.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칠레의 연금시장(annuity market)은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Morales, et al. 2006).
2004년 칠레의 연금시장에는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가 15
25) 칠레의 기여율 10%, 급여대체율 114%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중 정부안에 비하
면 더욱 돋보이는 성과이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2003년 10월의 개정안에서는 기여율 15.9%,
소득대체율 50%, 2006.4월 발표한 안에서는 기여율 12.9%, 소득대체율 40%, 2006년 11월 국회보
건사회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안에서는 기여율 12.9%,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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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총 생명보험회사 수는 30여개) 있어 경쟁성이 높은 시장구조이다. 아울
러 연금관리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인덱스상품이 발전하였기 때문
에 연금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여건이 양호하다. 이에 따라 연금회사의 자
산운용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운용이 크게 줄고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운용이

증가하였다.

2005말

현재

연금회사의 포트폴리오는

정부부문

16.5%, 금융부문 34.6%(MBS 9.1% 저당채권 12.8%), 기업부문 38.5%(주식
3.0%, 채권 33.5%), 부동산 7.5%이다. 이는 연금관리회사보다는 보수적이
지만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상당히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
(Morales, et al. 2006).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여건 개선으로 생명
보험회사의 전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995∼1998년과 2000년에는 마
이너스였으나 최근에는 약 15%대로 높아졌다. 아울러 2004년 커미션상한제
와 전자호가체제(electronic quotation system) 채택이후 개인별 운용성과의
과도한 분산(excessive dispersion)과 현금리베이트 남용 등의 문제가 완화되
었다.
칠레 연금시장의 발전 수준은 질적으로 선진국에 못지않다. 이는 연금
현재가치의 보험료대비 비율(Money's Worth Ratio, MWR)26)에 나타나
있다. 부부연승연금(joint life annuity)의 MWR을 국별로 비교하면 칠레가
1.069로서 호주(0.988), 캐나다(0.980), 스위스 (0.985), 영국(0.987), 미국(0.929)
보다 높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Morales, et al. 2006). 이는 칠레의 경우 인
구고령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임금의 2.6%를 장애 및 사망 보험료로
강제 납입해야 하는 신연금제도의 규정으로 인해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상
품을 대규모로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입자의 장기 생존률
이 상승할 경우 연금부문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생명보험부문에서는 사망
률이 기대이하로 낮아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상품의 중개수수료도 크게 인하되었다. 동 수수료는 1990년
26) Money's Worth Ratio(MWR)은 연금급여흐름(annuities payouts) 현재가치의 연금보험료(annuity
premium)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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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이었고 2000년 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현재는 약
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데다 다양
한 인덱스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산업내 경쟁이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연금민영화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효과

가. 주식시장에 대한 외부효과의 검정

민간연금의 발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쳤다는 가설이 성
립할 경우 민간연금의 발전정도( k )와 주식시장의 발전정도( μt) 사이의 관
t

계는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z t는 주식시장의 발전정도를 결정하
는 민간연금 이외의 요인들을 지칭한다. 또한 민간연금의 주식시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는 β'(k) > 0로 모형화할 수 있다.
(1)

μ t = β(k)∙k t∙z t

전미분을 통해 민간연금비율 k t에 대한 GDP대비 주식시가총액비율 μt
의 탄력성 b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b≡

∂μ μ
∂β(k)/∂k
/ =
∙k +1
∂k k
β

(2)

이 탄력성은 실증분석 모형 (3)에서 Δk 의 계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
간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외부효과가 존재( β'(k) > 0)한다면 동 탄력성은
1보다 크다( b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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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μ t = a +bΔk t +c 1π t +c 2i t +c 3Δy t +ε t

(3)

실증분석 모형 (3)에는 칠레의 주식시가총액/GDP 비율에 영향을 미치
는데 대한 여타 결정요인( z t)으로 인플레이션율 π t, 실질금리 i t 및 1인당
실질GDP 비율

y t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모형 (3)에 일반최소자승법

(OLS)과 일반적률법(GMM)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27) 두 경우 모두 계수
b의 추정값이 모두 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OLS:Δμ t = 4.08 +2.20Δk t +0.691Δπ t -1.88Δi t -0.59Δy t +Δε t
(0.59) (4.99)
(0.83) (-3.06) (-0.50)
조정 R2 : 0.78 D.W.: 2.67, (

)안은 t값

GMM:Δμ t = -0.94 +2.37Δk t +0.43Δπ t -0.71Δi t -1.92Δy t +Δε t
(-0.13) (3.15)
(0.68) (-0.75) (-0.93)
2

조정 R : 0.66 D.W.: 2.37, (
J-통계량 : 2.22E-30

)안은 t값, 도구변수는 시차 설명변수

민간연금이 자본시장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친다면 민간연금의 발전
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해 예측력(Granger-인과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기존연구중에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이후 민간연금 발전의 주식시장에 대
한 인과적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Singh 1996, Uthoff
1994).29) 아울러 연금개혁 이후의 자본시장 발전이 고성장에 기인한다는
27) 자료는 OECD(2003, 2005)와 WDI(2005, 2006)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표본기간은 1988∼2004년의
연간자료이다. 각 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결과 주식시가총액/GDP 비율, 민간연금자산/GDP 비율,
1인당 GDP, 인플레이션율 및 실질금리는 모두 수준변수가 단위근을 갖지만 1차 차분변수는 정상
시계열로 나타났다.
28) 관측치수가 16개에 불과하여 추정결과의 통계적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민간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29) 칠레의 민간연금/GDP 비율과 주식시가총액/GDP 비율간 Granger 인과성에 관한 기존 연구
(Calatan, et al. 2000)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민간연금과 주식시장의 발전 사이에 양방향 인과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물경제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점에서 Uthoff의 비판이 적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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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있다.
민간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외부효과와 인과적 역할이 시계열 분석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인당 실질GDP 지수, 주식
시가총액/GDP 비율 및 민간연금/GDP 비율의 3변수로 구성된 벡터자기회
귀 모형30)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먼저 Granger 인과성 검정에서는 1인
당 GDP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간연금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발전은
양방향 Granger 인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 <표 1a> 참조).
이와 같은 변수간 시차 상관관계의 패턴은 충격반응함수에서도 관측되었
다(부록 2 <표 1b> 참조). 즉 민간연금 발전충격이 주식시가총액/GDP비
율을 상승시키고 역으로 주식시장 발전충격이 민간연금자산/GDP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충격반응함수는 칠레의 연금민영화에 따른 민간연금의 성장
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금
민영화 이후 민간연금의 발전이 자본시장 발전을 일방적으로 인과한 것이
아니라 양방향 상승작용 관계를 보인 것은 민간연금의 발전이 연금민영화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칠레의 경우 자본
시장이 미발달한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추
가적 조치가 병행되었기 때문에 양자간 상승작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해
석된다.
반면에 민간연금 및 자본시장의 발전과 1인당 GDP 사이의 Granger 인
과성과 충격반응 분석은 민간연금 및 자본시장의 발전이 1인당 GDP를 증
가시키는 효과가 불확실함을 나타내고 있다(부록2 <표 1b> 참조). 이는
민간연금의 자본시장 발전효과가 실물부문에서 산업발전 효과에까지는 미

30) 이러한 변수배열의 순서는 1인당 GDP와 주식시장은 당기에 민간연금에 영향을 미치되 민간연금
은 시차를 두고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민간연금의 기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모형의 시차는 SC 기준에 따라 3으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는
차분변수가 10% 유의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수준변수로 VAR 모형을 구성한 것은 불안정시계열
의 VAR에서도 충격반응분석, 분산분석 및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이 유효하다는 Lὕtkepohl(1993)
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분석대상기간은 1988∼2004년으로서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유
의성 해석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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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금융체제의 전환

칠레는 연금민영화 이후 장기 자본의 축적이 증가하였다. 민간연금은
자본시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기관투자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은 금
융체제가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로 칠레
의 경우 연금민영화 이후 자본시장이 은행에 비해 더 발전한 증거가 있다.
먼저 주식시장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WDI(2005)의 주식시가총액
/GDP 비율을 살펴보면 자료가 존재하는 1988년에는 28.4%였으나 이후 높
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말에는 124.0%를
기록하였다. 다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주식시가총액/GDP 비
율이 하락한 바 있는데 이는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 과도하게

<그림 3>

주식시가총액, 민간연금 및 은행민간신용 추이
(GDP대비, %)

1 4 0
1 2 0
1 0 0
8 0
6 0
4 0
2 0
0
1 9 8 8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D C B _ C HL

1 9 9 8

2 0 0 0

M C _ C H L

주: MC_CHL: GDP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율(자료: WDI 2005)
DCB_CHL: GDP대비 은행민간신용 비율(자료: WDI 2005)
PF_CHL: GDP대비 민간연금 비율(자료: OECD 20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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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민간연금의 주식투자 한도 규제, 운용수익률 규제에 따른 자본시장
의 쏠림현상, 규모의 경제와 법적 진입장벽31) 존재에 따른 민간연금산업의
집중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Cifuentes, et al. 2002). 2003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다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는 칠레의 금
융발전 기반이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금민영화 이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발행물량
과 만기 측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Cifuentes, et al. 2002). 특히 8∼20년
만기의 장기채(PRC)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32) 이는 장기채가 대부분
인플레이션 연동채권인 데다 연금민영화 이후 민간연금에 의한 직접 투자
와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장기채 수요가 증가한 데33) 주로 기인한다. 게다
가 최근에는 주택담보부채권과 회사채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1993년 이후 격주로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회사채
의 가격 책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만기구조가 형성된 데다 연금개혁이
후 신용평가체제가 형성된 데 힘입은 것이다.
반면에 연금민영화 이후 은행부문은 외형면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
다.34) WDI(2005)에 나타난 은행국내신용/GDP 비율이 1988년 84.8%에서
2004년 70.2%로 저하된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실면에서는
은행부문도 튼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부문의 부실채권비율이 1985년
3.51%에서 1995년 0.91%로 크게 낮아진 데다 은행의 자본이익률도 2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35)
31) 연금관리회사에만 연금기금 운영 권한을 부여한 규제, 겸업금지 규제, 자산의 1%를 현금으로 보
유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 등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Acuna and Iglesias 2001).
32) 1996년부터는 30년만기 회사채도 유통되고 있다.
33) 연금상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가 장기채를 수요하는 것은 부채와 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는 규제 때문이다.
34) 이와 같은 칠레의 금융구조변화는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 금융의 구조변화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WDI(2005)에 나타난 은행의 민간신용/GDP 비율이 1988년 56.3%에서 2004년 100.8%
로 높아진 반면 주식시가총액/GDP 비율은 1989년 63.9%에서 2004말 63.1%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5) 이밖에 주식시가총액/GDP 비율의 민간연금자산/GDP 비율에 대한 탄력성 추정치(식 3)를 은행중
심 금융체제국가(유럽대륙국가․일본 등 12개국) 및 시장중심 금융체제국가(앵글로색슨 4개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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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프랑스시민법 체제하에서 은행중심 금융체제를
갖고 있던 칠레가 시장중심 금융체제의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 집권적 노사관계
등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약한 데다 은행민영화 등으로 은행에 대한 정부
의 영향력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외투자 비교우위의 강화

칠레는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가 금융부문의 투자역량면에서 비교우위를 강화하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제수지상 주식투자수지의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칠레의 해외주식투자는 199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
연금이 해외투자를 처음으로 총자산의 1% 이상으로 운용한 해이다. 이후
민간연금의 해외투자는 1999년 총자산의 13.4%, 2005년 총자산의 30.44%
까지 확대되면서 1998년 이후 해외투자주식가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규
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칠레의 해외주식투자는 연금기금의
실질 수익률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따
라서 칠레의 주식시장 발전과 해외투자역량 강화는 칠레가 대외거래자유
화와 연금민영화의 병행 추진을 통해 금융부문의 비교우위를 강화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36)

비교해보면 칠레는 2.2로 은행중심 금융체제(평균 0.86)보다 시장중심 금융체제(평균 1.8)에 더 가
깝다(김희식 2006). 이점도 칠레가 연금민영화 이후 앵글로색슨국가의 자본시장 중심 금융체제에
가깝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36) 칠레의 경상수지는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해외
주식투자 확대는 통화가치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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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칠레의 해외주식투자와 외국인주식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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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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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주 식 투 자 (증 ,- )
외국인주식투자

- 4 ,0 0 0
- 5 ,0 0 0
- 6 ,0 0 0

자료: IFS, IMF.

다만 은행의 소유구조에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칠레 금융발전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WDI(2005)
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외국계은행의 지본이 전체의 46.8%, 정부지분이
13.3%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가는 자신의 투자행위가 국내 금융발전
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금융 발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경우 민간
연금이 계속 국내 장기자본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부정적
효과에 대처할 능력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장기 자본이 지속적으
로 축적되는 한 외국금융회사의 존재는 선진금융기법 학습 등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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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의 비교 및 종합평가
가. 멕시코
멕시코는 1997년 칠레를 모델로 연금민영화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금재
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국내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Edwards 1996). 먼저 연금제도에 관해 살펴보면 신연금제도하
에서 개인저축계정에 대한 기여율은 임금의 17.5%로 이중 대부분이 고용
자의 부담이다. 정부도 임금의 2%를 부담하는데 그 대신 칠레와 달리 정
부는 최저연금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멕시코의 민간연금이 적립한 자
산은 2006년 1월말 현재 990억 달러(GDP의 12.7%)이다.
아울러 최근 멕시코 민간연금의 실질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회사별로
다르나 대체로 연평균 2.3∼4.5%의 범위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멕시코
의 연금기금 운용성과가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칠레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은 첫째 연금산업이 경쟁구조를 갖고 있지만 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해 강한 투자한도규제가 적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투자는 완전 금지되어 왔는데 2005년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친시장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데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칠레
와 유사하게 연금민영화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자유화와 은행민
영화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4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재정
이 적자로 전환되고 파산법 개정도 2000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등 친
시장 개혁이 지연되었다.

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1994년 저기여-고급여의 불균형된 구조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로 칠레의 예를 따라 연금민영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구조와 구조개혁 병행 추진측면에서 칠레와 상당히 다른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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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었다. 첫째 연금제도의 구조면에서 새로운 연금제도는 칠레와 달리 복잡
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연금제도는 사회부조연금제도(non-contributory
pension)와 제1층 및 제2층 기여조건부연금제도(contributory pension)로
구성된다. 제1층은 확정급여 사회보장연금으로서 고용자부담이 16%(2001
년 7%로 인하)이며 30년 기여한 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는 임금의
약 28%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제2층으로는 개인이 부과방
식 확정급여형과 개인저축계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37)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연금제도는 복잡한 데다 여전히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근로자의 민간연금
에 대한 시장규율을 어렵게 한다.
둘째 구조개혁 측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친시장 제도개혁을 추진하지 않
은 채 연금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칠레와 반대로 정부재정이 심한 적자를
보이는 상태에서 제도전환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킴으로써 정부재
정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재정의 적자는 2001년의 경제위기를 초래
하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였다(Bertranou, et al. 2003). 1991∼1994년에는
공기업민영화를 실시한 바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대와 달
리 대규모 실업을 초래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연금기여커버리지(근로자수대
비 기여자수 비율)를 1994년 약 50%에서 2002년 약 40%로 저하시켰다.
이와 같은 연금기여자수의 감소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재정
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연금의 자산을 국채로 운용하도록 압력38)을 가하였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민간연금의 투자다변화에 기여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연금제도의 친시장적 구조와 운용 그
리고 친시장 제도개혁의 병행 추진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요컨대
아르헨티나는 공식-비공식 부문 노동시장간 이동성이 제한되고 정부재정
37)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연금은 35년 근속시 3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며 개인저축계정의 경우 임
금의 11% 적립으로 약 30%의 기대소득대체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8) 2001년 현재 아르헨티나의 민간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기금의 약 70%를 국채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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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악한 상황에서 복잡한 기여조건부 연금제도로 전환한 결과 연금민영
화의 긍정적 외부효과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만으로는 반드시 효율적 자원배
분이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 3국의 1인당 GDP 추이 비교
연금민영화와 친시장 개혁을 조화되게 추진한 칠레의 경우 1인당 GDP
가 1982∼1983년 경제위기 이후의 하락을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시장 제도개혁이 지연된 멕시코의 경우 1990
년대 중반까지도 위기가 반복되어 1인당 GDP가 대체로 정체되었다. 다만
친시장 제도개혁이 진전된 2000년 이후에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편
반시장적 제도를 온존한 채 특성이 불분명한 연금민영화를 실시한 아르헨
티나의 경우 칠레와 반대로 2000년대까지도 위기가 반복되면서 1인당
GDP도 19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9)
<그림 5> 아르헨티나, 칠레 및 멕시코의 1인당 실질GDP의 추이
(2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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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IFS.
39) 각국의 연금민영화 이후 1인당 실질GDP가 상이한 변동패턴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연금민영화에
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 효과의 차이가 세 나라 1
인당 GDP의 변동 추이의 차이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이 칠레에 관한 실증분석결과에서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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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평가

칠레는 연금민영화를 자본시장개방 등 친시장 제도개혁과 병행 추진하
되 금융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토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연금민영
화에 따른 금융발전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
금민영화를

통해

민간연금산업의

발전,

높은

소득대체율,

연금시장

(annuity markets)의 발전, 자본시장의 발전, 시장중심 금융체제로의 전
환, 해외투자 비교우위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칠레의 연금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칠레와 멕시
코․아르헨티나의 연금민영화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칠레는 멕시코․아르헨티나와 달리 금융, 산업 및 대외거
래 부문의 친시장 제도개혁과 함께 연금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연금민영화의 저축 증대 경로와 금융부문 공급역량 개선 경로가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칠레가 시장중심 금융체제로의 전환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는 점
이다. 당초 칠레의 금융체제는 프랑스식 법 전통하의 은행중심 금융체제였
다. 그런데 칠레의 경우 1974년 경제 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이래 1982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제 강화, 연금민영화, 대외거래자유화 등
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장중심의 금융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연금산업에 대해 전업주의 규제를 도입한 것이 외채위기 이
후 은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연금관리회사들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증대
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거를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만으로 칠레
의 연금민영화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첫째 자본시
장 발전의 실물경제 발전효과가 불확실하다. 이는 칠레의 실물경제가 광업
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미발달되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대상으로
삼은 잠재적 혁신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향후 15년 정도 더 지나야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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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단계에서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연
금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계정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연금회사)로 이전되
는 연금지급단계에서 기금을 맡아 운용할 연금회사가 연금관리회사에 버
금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본시장
수요저변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본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한도규제와 수익률
규제가 운용의 묘를 상실할 위험도 있다. 시스템실패로 인해 연금기금운용
의 쏠림현상이 악화될 경우 자본시장 불안이 초래될 위험도 있다. 다만 현
재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대응하여 민간연금의 해외투자한도를 확
대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금제도측면에서의 한계는 연금기여커버리지가 6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자의 40% 정도가 제 2층 연금
제도의 밖에 머묾에 따라 연금민영화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제한적일 것
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 계수가 0.5를 상회하
는 높은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표 1> 참조). 다만 빈곤층
(극빈층) 인구의 비율은 1987년 40%(12.7%)에서 1998년 17.0%(3.9%)로 크
게 낮아졌다. 이는 반드시 제2층 개인퇴직계정 연금제도와 제1층 최저연금
및 사회부조연금제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민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정부재정의 여력이 개선된 데도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칠레는 1990년대 이후 빈곤층의 보건, 교육 및 주거개선을 위한 이전지출
을 확대하였으며 빈곤자수와 극빈자수의 현저한 감소는 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Contreras, et al. 2006).
<표 1> 칠레의 소득분배 추이

(%, 포인트)

1987

1990

1992

1994

1996

1998

극빈자(%)

12.7

9.0

4.7

5.1

4.2

3.9

빈곤자(%)

40.0

33.1

Gini계수
0.5468
0.5322
자료: Contreras, et al.(2001).

24.2

23.1

19.9

17.0

0.5362

0.5298

0.5409

0.5465

- 34 -

Ⅴ. 시사점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이 요구된다. 본고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 칠레
의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가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
다. 칠레의 경우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주된 성공요인은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금융,
산업 및 대외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친시장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
진함으로써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한 데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시장적 경제제도를 온존한 채 연금민영화
를 시도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같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
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연금민영화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
회적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
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폭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노후연금소득 보장문제를 재정의 원리로 풀 것인지 혹은 금융
의 원리로 풀 것인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다르다. 그런데 재
정의 원리에 주로 의존하는 현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일
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부정적 효과를 미칠 가능
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창용 2004, 권은지․김이경․이창용
2005). 특히 IMF의 최근 연구보고서(Purfield, et al. 2006)는 국민연금의
저축자금 흡수가 기관투자가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2006년 11월 국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
를 통과한 정부안(임금의 12.9% 기여로 40년 기여자에 대해 평균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은 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간 비대칭성을 완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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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분적립방식이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칠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재
정안정이나 소득재분배의 차원을 넘어 경제 발전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둘째 칠레방식 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가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현재 정부가 별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자본시장통합
법 도입 등 금융개혁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시중에 장기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자금순환구조하에서 자본시장통합
법 도입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술파
급 등 긍정적 파급효과보다 글로벌투자은행의 국내 시장지배 강화 등 부
작용이 커질 수 있다. 본고의 이론적 논의와 칠레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민
간연금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금융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
장통합법 도입, 대외거래 자유화, 연금개혁 등을 연계하여 하나의 친시장
제도개혁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체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
족시켜 나간다면 연금산업에 축적된 장기자본이 국내 장기 기관투자자의
성장과 새로운 비교우위를 개척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칠레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노후대비저축’이 자본시장으로 유입
되는 자금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에 정책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칠레의 경우 근로자들이 ‘노후대비’를 위
해 연금제도에 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를 적립방
식 연금제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대비저축’이 자본시장을 통해 순환
되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노후대비’ 노
력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2층 연금제도의 민영화만으로 이와 같은 자금순환구조가 형성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여건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 예컨대 기관투자가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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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물 부문의 산업발전 정책,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 등을 병행함으로
써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도록 여건을 조성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금민영화에 국민의 중지가 모아질 경우 연금민영화와 금융발
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다양한 연금민영화 방안의 경제적 효과 비교검토, 퇴직연금․국민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제2층 연금제도를 개인퇴직계정으로 통합
하는 문제, 가입을 강제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가입을 자유화하
는 방법 사이의 선택 문제, 개인퇴직계정에 생명보험기능 부여 여부, 개인
에게 펀드선택 자유의 부여 여부, 전환비용의 조달 방법, 공기업 민영화와
의 연계 추진 방법, 연금산업의 산업조직과 기존 금융산업조직의 조화, 민
간연금의 감독 체제 확립 등에 관한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고에서 논외로 한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효과와 산업발전 효과도 장기적으로 금융발전 효과와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
구를 통해 연금민영화에 따른 금융발전메커니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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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칠레의 연금민영화 추진내용

1. 배경

칠레의 연금개혁 배경을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구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점이 중
요하게 작용하였다(Valdes-Prieto 2006b). 칠레는 1924년 이래 강제가입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를 피고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용해왔다. 처음에는
부분적립방식이었으나 이후 기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1952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공적연금제도는 100여개의 상이한 직역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979년까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법정기여율은 26%40)로 매우
높았다. 실제 기여율은 직역연금마다 편차가 커 일부 직역연금의 경우 42
세에 은퇴하여도 될 정도로 연금이 빨리 쌓였지만 육체노동 직종 연금의
경우 기금축적이 느려 65세가 되기까지 연급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
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납부기피자와 조
기퇴직자가 증가하여 퇴직자 1명당 기여자수가 1955년 12명에서 1979년
2.5명으로 줄었다. 또한 적립된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연금급여수준이 급증하였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여 1969∼1970년중에는 이들 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전하
기 위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연금기금의 여타 사회보장부
문에 대한 이전지출도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었
다. 1979년에는 구연금제도에 대한 대규모 모수조정이 있었다. 남자의 연
금수급 최저연령을 63세로 인상하고 조기연금을 폐지하는 한편 법정기여
율을 23%에서 19%로 낮추었다. 그러나 1980년 당기의 기여금으로써 충당
할 수 있는 연금급여가 전체 연금지급소요액의 60%에 불과하였다. 또한
40) 직역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16%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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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의 적자가 GDP의 2.7%에 달하고 연금채무의 현재가치가 GDP
규모를 상회하였다. 연금재정의 불안과 더불어 1970∼1979년중 연평균
175%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확정급여로 지급되는 연금의 실
제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는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자유화 정책과 1980∼
1981년중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한 Jose Pinera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신연
금제도는 비록 군사정권하에서 추진되었지만 새로운 연금제도로의 계약
이전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선택에 따랐기 때문에 제도전환 자체가 강
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후적으로 볼 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인정채권(recognition bond)41)을 발행하여 기득권을 인정하
였다.42) 한편 구체제 하의 여러 직역별 연금플랜은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상화 기구(Instituto de Normalizacion Previsonal, INP)'
연금으로 통합하였다. 1983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 취업자로 하여금 신연금
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INP는 점차 소멸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체제에 남아 있는 고령 근로자와 기존퇴직자에 대한 연금급여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정채권 발행, 재정지출 축소, 징세 등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컨대 칠레의 신연금제도는 구연금제도의 구조적 모순점이
노정되어 장차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수
급권의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안하고 근로자
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도입될 수 있었다.

41) 인정채권의 가액은 1979 회계년도 급여의 80%에 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현 시점
에서 평가할 때 구연금제도에 남아 있는 것이 신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그는 매주 TV에 출연하여 구연금제도의 지급불능 가능성과 신연금제도 하의 기여부담이 구연금
제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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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가. 신연금제도의 구조

① 개인계정방식 : 칠레가 채택한 신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정방식이다.
고용자가 부담하는 연금기여율은 임금급여의 10%이고 장애 및 사망보험
료와 연금관리수수료는 임금급여의 2.6%이다. 이는 모두 근로자가 선택한
연금관리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와의 장애 및 사망 보험계
약43)은 연금관리회사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집단적으로 체결한다.
연금급여는 개인계정에서 지급된다. 수급연령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로 구제도에서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조기퇴직요건은 적립기금이 최근
10년 평균소득의 70% 이상이고, 최저연금수준의 150% 이상일 경우로 한
정하고 있다.
②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annuity)과의 연계 : 가입자는 퇴직시 연금급
여 수취 방법으로 연금관리회사(AFP)의 단계적 감액 지급 프로그램
(programmed withdrawal)44)과 연금회사(annuity company)의 연금상품 매
입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자를 선택할 경우 기금 부족에 따른 장기생존
위험을 개인이 안게 된다. 다만 이 기금이 소진될 경우 개인은 최저연금
또는 사회부조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연금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이 장기생존에 따른 소득부족위험을 부담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칠레의 연금제도가 기금적립단계에서는 확정기여형
이지만 연금지급단계에서는 확정급여형임을 의미한다. 기혼남자에게는 사
후수습권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연승연금(joint annuity)만 허용되나 여성
에게는 단독 연금도 허용된다. 이 밖에 적립기금이 최근 임금의 70%를 연
43) 이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전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가입자의 과세대상근로소득에 비례하
는 일정 금액을 장애 혹은 유족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44) 매년 기금잔액(개별계정에 적립된 기금에 정부의 연금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연금 1단위(a
pension unit) 지급에 소요되는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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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수취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일시
불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 이전에 가입자가 사망하거
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추가자본(additional
capital)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나 사망시에는 적립기금과 추가자본을 합
한 금액이 유족 및 장애연금의 지급 기초가 된다. 아울러 구연금제도에서
신연금제도로 이전한 가입자가 보유한 인정채권도 추가자본이 된다.
③ 연금관리회사 : 연금기금의 관리는 연금관리회사(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AFP)가 맡으며 은행, 생명보험회사 혹은 연금회
사(annuity company)는 연금기금을 판매할 수 없다. 더욱이 연금관리회사
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펀드판매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연금관리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3개월마다
부대비용 없이 연금관리회사간에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금관리회사들은 연금가입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연금관리회사는 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혹은 커미션 요율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 기여금을 납부하
지 못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부과대상을 자산총액이
아니라 기여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해약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 연금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160,000 미달
러(가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 금액이 증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금관리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총기금의 1%를 현금준비금으로 보유해
야 한다. 선진국의 금융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와의 공동출자(partnership)에
의한 설립도 가능하다.
④ 최저연금지급의 보장: 신연금제도는 20년 이상 기여한 근로자에 대
해 최저연금을 보장하고 있다. 20년 이상 기여하였음에도 퇴직시 최저연금
을 커버할 만큼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에 대해 최저연금과의 차액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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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일반세입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연금은 평균근
로소득의 약 25%(최저임금의 약 75%) 수준으로 빈곤선을 훨씬 초과하며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매년 인상되고 있다. 최저연금 급여는 평생소득과
연금축적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여성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또한 최저연금에 대한 수급권마저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사회부조연금
(assistance pension)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는 소득이 최저연금액의
50% 미만인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means-tested)를 거쳐
지급되며 금액은 최저연금의 1/3 정도이다.
⑤ 연금관리회사의 규제 및 감독 : 은행감독기구 및 증권감독기구와 별
도로 연금관리회사감독기구(The Superintendency of AFPs)를 신설하였다.
이 기관은 연금관리회사의 신규진입과 포트폴리오 투자 등 동 산업에 대
한 규제와 감독업무만을 전담한다. 아울러 규제와 감독 업무는 연금관리회
사간 경쟁을 제고하여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를 도모하는 한편 과도
한 위험투자에 따른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⑥ 과세 : 연금에 대한 세제는 연금기여와 기금운용수익에 대해 면세하
고 연금급여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적 연금과세방법(Exempt, Exempt,
Tax, EET)을 따르고 있다. 구연금제도하에서는 재직 연금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세(payroll tax)를 과세하였으나 신연금제도하에서는 면세토록 한
특징이 있다. 이는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연금민영화 추진방법

(친시장 제도 개혁과 병행)

칠레의 1981년 연금민영화는 1974년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
시된 일련의 경제자유화 정책중 하나이다. 1973년 이전 칠레 경제는 광범
위한 정부개입에 의해 운영되었다(Bergoeing, et al., 2006). 자본집약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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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재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최종재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광업회사, 은행 및 기업을 국유화하여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자본집약적 산업부문이 비대하게 되고 무역
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재정적자(1973년 GDP의 25%) 등 거시불균형이
초래되었다.
1974년 이후 칠레 정부는 먼저 노사관계, 국제경제관계, 사회서비스분
야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였다. 아울러 광범위한 경제자유화 정책과 더불
어 연금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당시 추진한 주요 개혁프로그램은 거시안정
화 정책, 가격자유화, 공공부문 개혁, 무역자유화,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민
영화, 금융자유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공기업 민영화, 사회서
비스 생산유인 개선이었다. 다만 금융건전성 감독체제 구축 필요성에 관
한 인식이 낮아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1981년에는 신연금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1981년 GDP의 14.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외
채 유입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화 정책은 일견 성공하는 듯하였다.
1976∼1980년중에는 GDP가 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단지 고실
업률과 고인플레이션율만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은행건전성에 관한 적절한 감독체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금융규
제를 대폭 완화하였기 때문에 이후 단기외화차입이 증가함과 더불어 국내
부실대출이 증가하였다. 1982에는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되어 GDP가
13.6%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칠레중앙 은행이 금융기관의 부도방
지를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한 결과 1983년에는 외채가 GDP의 130%에
달하였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칠레 정부는 부실은행은 청산하고 유동성이 일시
적으로 부족했던 은행은 민영화하였다. 아울러 은행의 부실경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새로운 금융규제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1978년에 한 차례 개
정된 도산법을 1982년 더욱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파산을 허용하였다. 또

- 49 -

한 1981년의 연금개혁에 따른 기업의 연금기여 부담 감소와 1975년의 세
제 개혁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로 종전에 46%에 달하던 칠레 기업에 대한
세율이 1984년에는 10% 수준으로 저하되었다(Bergoeing, et al. 2001). 이
러한 조치는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이루
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1985년 이후에는 경제가 정상화되었으며
1986에는 신은행법을 시행하여 중앙은행의 감독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감
독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였
다.
1990년대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기금적립 증가로 국내
투자수단 부족에 직면한 칠레의 연금관리회사에게 주식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 주식들은 대체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
금관리회사들은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들을 장기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 참
석하거나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등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
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상승은 근로자들로 하여
금 친기업 성향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칠레의 연금민영화와 공기업민영화의 연계방식은 공기업매각대금을 기존 공
적연금으로 이전하여 전환비용에 충당하는 폴란드의 방식이나 민간연금의
개인계정에 적립하는 볼리비아의 방식과 대조된다(OECD 1999).

(조세를 통한 전환비용의 조달)

칠레는 제2층 연금제도의 전환비용을 다양한 원천에서 조달하였지만
주된 원천은 조세였다.45) 연금개혁 이전부터 재정을 긴축하여 1980년에는
GDP의 5%에 달하는 재정흑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공기업 매각 대금을 전
환비용에 일부 충당하였다. 아울러 연금수급권발생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45) 일반적으로 조세를 통한 전환비용 재원조달은 현 세대의 소비 감소로 국민저축 증가를 초래하나
현 근로세대가 구연금제도 가입자의 연금급여를 위해 2중의 부담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에는 2중 부담의 문제는 완화되지만 저축이 증가
하지 않아 금융발전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Davi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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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금제도 잔류자에 대해 기존 고율의 근로소득세(연금기여금)를 유지하
였다. 다만 구연금제도하의 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을 발부하여 충당하였다. 최근의 전환비용 추정결과(Valdes-Prieto
2006b)에 따르면 칠레의 연금제도 전환비용은 초기에는 GDP의 2.0%가 소
요되었으나 2005년에는 GDP의 1.2%로 축소되었고 2050년에는 없어질 것
으로 나타났다.
연금민영화에 따른 전환비용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데는 인정채권의
가액이 사후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 데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46) 새로운 연금제도로 이전한 근로자가 받는 연금급여수준이 기존 공적
연금에 머문 근로자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전환비용은 이보다 더 많
았을 것으로 보인다(Acuna 2005).

(전업주의 규제에 의한 시장규율 확립)

칠레의 민간연금체제는 시장규율 위주로 운영되고 규제규율은 이를 보
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연금산업내 시장규율은 전업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연금관리회사만 개인퇴직계정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들과 은행 및 연금회사(annuity company)와의 업무제휴를 금지한 것
이다. 이와 같은 전업주의 규정은 연금가입자에 의한 시장규율과 당국에
의한 감독을 용이하고 은행상품과 연금기금의 공동판매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연금펀드의 은행 위탁판매 금지는 은
행과 근로자간 고객관계로 인해 근로자들이 은행의 권유로 수익률이 낮거
나 수수료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연금회사(혹은 펀드)를 선택하
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Acuna and Iglesias 2001).
연금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또 다른 축은 진입자유화이다. 최소 자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진입자유화의 결
46) El Salvador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신연금제도로 전환한 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추가 채
권을 지급하였다(Acun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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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금관리회사는 1993년 21개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퇴직계정의 관리, 기여금의 징수 및 기록 관리 등에 있어서
강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1994년 이후 연금관리회사의 통폐합이 진행
되었다. 그 결과 현재 6개의 연금관리회사만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연금
산업의 총규모 확대에 따른 현금준비금 규모 증가도 연금산업에 대한 진
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1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대략 최소자본금의
보유만으로도 충분하였겠으나 2005년말 현재 칠레의 연금시장규모가 약
750억 미달러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는 고정자산과 초
기영업비용 외에 약 75백만 미달러의 현금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쟁 제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칠레는 연금관리회사가
투자포트폴리오를 전문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은행
도 자산운용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금가입자의
자발적 기여분에 대해서는 연금관리회사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경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Acuna and
Iglesias 2001).

(투자한도 규제와 수익률 규제에 의한 시장실패의 예방)

칠레의 연금시스템에 관한 규제규율은 투자한도 규제와 수익률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투자한도 규제는 연금관리회사와 연금회사의 도덕해이
에 따른 시스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에는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펀드를 1개로 제한하고 기금의 운용대상은 국채, 은행예금, 투자
등급 회사채, 저당채권 등에 제한하였다. 이후 기금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
여 투자대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투자대상을 회사채,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주식편입비율이 상이
한 5가지 유형의 펀드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퇴직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펀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는 생애주
기에 따라 유동성 선호가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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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연금관리회사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개별 연금관리회사의
기금운용수익률이 특정 연도 산업평균 수익률에서 ±2%p와 산업평균 수익
률의 절반 중 큰 수치 이상으로 괴리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금운
용수익률이 최대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최저한도를 하회할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현금준비금(총자산의 1%)에서
보충토록 하였다. 그래도 준비금이 부족한 연금관리회사(AFP)는 청산되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충한다.
투자한도 규제와 수익률 규제에 대한 평가는 정태적으로 볼 때와 동태
적으로 볼 때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연금관리회사의 역량이 처음부터 완전
히 개발되었다는 정태적 관점에서 보면 해외투자한도규제한에 따른 가입
자의 손실은 총자산의 5%에 달한다(Berstein and Chumacero 2003). 그러
나 연금기금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집중 투자가 민간연금의 자산운용역
량을 확보에 필수적이었다는 동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연금민영화 초기의
해외투자한도규제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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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VAR모형(1인당 GDP, 주식시가총액/GDP, 민간연금자산/GDP) 추정결과

<표 1a>

Granger-인과성 검정결과
가설

p-값

민간연금 ↛

주

식

0.00

주

민간연금

0.00

식 ↛

민간연금 ↛ 1인당 GDP지수

0.58

1인당 GDP지수 ↛ 민간연금
주식 ↛ 1인당 GDP지수
1인당 GDP지수 ↛ 주식

0.68
0.29
0.21

1)

<표 1b>

충격반응 분석결과

R e s p o n s e o f L O G ( M C _ C H L ) to L O G ( P F _ C H L )
.4

R e s p o n s e o f L O G ( P F _ C H L ) to L O G ( M C _ C H L )
.1 2

.3

.0 8

.2
.0 4

.1
.0

.0 0

-. 1

-. 0 4

-. 2
-. 0 8

-. 3
-. 4

-. 1 2
1

2

3

4

5

R e s p o n s e o f L O G ( G D P P I_ C H L ) to L O G ( M C _ C H L )

1

3

4

5

R e s p o n s e o f L O G ( G D P P I_ C H L ) to L O G ( P F _ C H L )

.05

.05

.04

.04

.03

.03

.02

.02

.01

.01

.00

.00

-. 0 1

-. 0 1

-. 0 2

-. 0 2

-. 0 3

2

-. 0 3

-. 0 4

-. 0 4
1

2

3

4

5

1

2

3

4

5

주: 1) 일반화된 충격(Pesaran and Shin 1998)에 대한 반응으로 변수배열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2) MC_CHL, PF_CHL, GDPPI_CHL은 각각 칠레의 주식시가총액/GDP 비율, 민간
연금자산/GDP 비율 및 1인당 GDP지수(2000=1)(%)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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