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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가 재정건정성이 위협을
받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제도로 인한 재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가 보전하고
있고, 2017년도 결산기준 두 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3.7조원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을 적용하였고,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재정수
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군인연금 간의 형평성문
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
내용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및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의 시 주요 정책 현안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의 변화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연혁,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고, 주요
국의 군인연금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직역연금개혁을 적용한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며 군인연금 재정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군인
연금 재정전망 모형으로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검토하고 주요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 재정전망 보고서가 군인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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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군인연금제도에 대하여 다른 직역연금제도와의 형평성,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군인연금 재정전망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전망 필요
◦ 본 보고서는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검토

1. 군인연금제도 소개
가. 연혁
❑ 군인연금은 1957년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에 따라 도입
되었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통합·운영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
되었고, 이후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시기에 제도변화 추진
❑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로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고, 2010년 이후 두 제도의 개혁시기가 달라지면서 2018년 현재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
주요 항목 비교(2018년 기준)
구분

기여금 연금수급요건 연금지급률

유족연금지급률

연금지급개시연령

군인

7%

20년 이상

1.9%

60%
(2013년 7월 이전 임용자 70%)

퇴역 직후

공무원

8.5%

10년 이상

1.834%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

65세

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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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 2010~2018년

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군인연금제도 개요
❑ (운영체계) 국방부 군인연금과가 군인연금제도를 총괄하고, 기여금 징수와
급여 지출은 국군재정관리단,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운영 등은 국방부 인력정책과(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부 지원)가 담당
❑ (적용범위) ｢군인연금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연금지급개시연령) 군인은 퇴역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역연령과 일치
우리나라 군인의 연령정년제도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중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소위

연령

40세 45세 53세 55세 55세 43세 45세 53세 56세 58세 59세 61세 63세

자료: ｢군인사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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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인연금기금 구조
❑ (군인연금기금)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을 설치 · 운영
❑ (수입항목)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보전금, 기타 수입 등
❑ (지출항목)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
군인연금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수입






군인기여금
국가부담금
국가보전금
기타 수입

기여제 공동부담

지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유족연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비기여제 국가부담

 퇴직수당
 상이연금·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주: ｢군인연금법｣ 급여 항목에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일반회계(사망보상금은 국가보훈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항목임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
❑ 공통적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여금 부담, 연금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있으나, 그 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
❑ (연령정년) 소령 이하 기준으로 외국은 평균 50세 이후, 우리나라는 43~45세
❑ (연금지급개시연령) 우리나라와 미국은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일본은 60세, 프랑스(장교 기준)는 27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지급
❑ (유족연금) 미국은 유족연금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퇴역연금액에 유족연금 지급률을 설정하여 지급
국가별 군인연금제도 비교
구분
방식
연령정년
(소령)
유족연금

한국
기여제

미국
비기여제

일본
기여제

프랑스
기여제

45세

60세

55세

59세

60%

유족연금보험

①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 +

캐나다
기여제

55세

또는 60세

50%
55%
(2013.7 이전 가입자에 ②공무원연금(후생연금상당액+
임용자 70%)
한함
직역가산액)의 약 75%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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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연금 재정 현황
가.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 (수입) 2017년도 결산기준 1조 6,354억원(2013~2017년간 연평균 5.1% 증가)
❑ (지출) 2017년도 결산기준 3조 660억원(2013~2017년간 연평균 4.4% 증가)
❑ (재정수지)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13년 1조 2,337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 결산기준 1조 4,306억원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2013~2017년
구분
수입(A)
지출(B)
수지(=A-B)

2013

13,426
25,763
-12,337

2014

14,619
26,924
-12,305

2015

15,125
28,691
-13,566

2016

15,915
29,566
-13,651

(단위: 억원, %)

2017

연평균 증가율

16,354
30,660
-14,306

5.1
4.4
3.8

주: 결산기준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가보전금) 2017년도 결산기준 1조 4,657억원을 기록하였고, 지출 중
국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46~53%를 유지
군인연금기금 국가보전금 현황: 1973~2017년
14,657

자료: 국방부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2016.12.2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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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 (제4차 직역연금개혁) 공무원연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혁을 2015년에
합의하고 2016년부터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 중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
구분
수입

내용
기여금부담률 단계적 인상: 2016년 8%, 이후 매년 0.25%씩 인상 2020년 9%
연금액 한시적 동결: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 5년간(2016~2020년) 동결

지출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2010년 이전 임용자 70%, 이후 60% → 일괄 60% 적용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재직기간 1년당 2016년 1.9% → 2035년 1.7%

자료: 인사혁신처(2016)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개선) 제4차 직역연금개혁 이전 약 3조원이었던 재정
수지 적자가 2016년부터는 2조원대로 감소하여 점차 개선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2013~2017년
구분
수입(A)
지출(B)
수지(=A-B)

2013

87,642
107,624
-19,982

2014

99,869
125,417
-25,548

2015

106,042
136,769
-30,727

2016

117,014
140,203
-23,189

2017

126,000
148,820
-22,820

(단위: 억원, %)

연평균 증가율

9.5
8.4
3.4

주: 결산기준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인당 국가보전금 감소)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국가보전금은
475만원으로 2015년 721만원 대비 34% 감소하였고, 군인연금은 1,609만원
으로 2015년 1,541만원 대비 4.4% 증가

요 약 ∙ xvii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1인당 국가보전금 비교: 2013~2017년
만원

1,800

1,663

1,624

1,541

1,600

1,609

1,534

1,400
1,200
1,000
800

646

721

545

600

512

475

400
200
0

2013

2014

2015
군인연금

2016

2017

공무원연금

자료: 각 연도별 국방부와 인사혁신처 결산 사업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군인연금 재정전망
가. 전망 모형
❑ (개요) 수입추계와 지출추계로 구성되며, 주요 항목별 인원 및 단가에 기초
하여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하여 재정수지 추계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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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수) 모형의 변수는 크게 거시경제, 수입, 지출로 구분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주요변수
구분

변수

출처

보수상승률: 2018~2019년(실적치), 이후 명목임금상승률(기간 평균 3.7%)
거시
물가상승률: 2018~2050년 소비자물가상승률(기간 평균 1.9%)
경제
할인율: 2018~2050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기간 평균 1.7%)

수입

인원

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

단가

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기타
인원
단가

지출

기타

-

국회예산
정책처
국방부

기여금부담률: 7%
소급기여금 비율: 기여금총액 대비 1.64%
계급별 신규 전역자 수
연령별 성별 기수급자 수
계급별 평균 퇴역연금월액
계급별 평균 퇴직수당
기수급자의 연령별 평균연금월액
사망률: 군인의 사망률, 수급자 사망률 구분하여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60%(2013년 7월 이전 임용자 70%)
기타 비율: 연금선택률, 유족전환율 등

사업설명
자료 등
국방부
｢군인연금
통계연보｣
등
국방부
사업설명
자료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전망 전제) 2018년 기준 현재 제도의 주요 항목(기여금부담률 7%,
물가상승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등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전망 결과) 2018~2050년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1조 5,819억원에서 2050년 3조 7,114억원으로 증가
◦ (수입)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8년 1조 6,932억원에서 연평균 1.8%
증가하여 2050년 2조 9,839억원으로 전망
◦ (지출)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8년 3조 2,751억원에서 연평균 2.3%
증가하여 2050년 6조 6,953억원으로 전망
군인연금 재정수지: 2018~2050년
구분

2018

2020

2030

2040

(단위: 억원, %)

2050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6,932

18,091

21,782

25,663

29,839

1.8

지출(B)

32,751

35,308

46,342

56,737

66,953

2.3

수지(=A-B)

-15,819

-17,217

-24,560

-31,074

-37,114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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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전금 전망)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가 보전해야 하므로 국가보전금
전망값과 동일하며,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3조
7,114억원으로 예상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2018~2050년
억원
40,000

37,114

35,000

31,074

30,000

24,560

25,000
20,000

17,217

15,000
10,000
5,000
0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2034 2036 2038 2040 2042 2044 2046 2048 20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군인연금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가. 정책 현안
❑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보조를
맞추고 군인연금 재정개선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
❑ (정책 현안)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군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으로 검토
◦ 기여금부담률 인상: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7%에서 9%로 인상
◦ 연금액 한시적 동결: 수급자의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5년간(2020~2024년) 동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2020년부터 신규로 유족연금수급자가 되는 경우, 해당
군인의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지급률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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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정책 현안
구분
수입

지출

수입+지출

내용
①

기여금부담률 인상

②

연금액 한시적 동결

③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④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⑤

정책 현안 통합: ①~③의 정책 현안을 동시에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 정책 현안 통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재정수지 개선(연평균 15.3% 절감)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구분

2020

2030

2040

2050

재정전망

-17,217

-24,560

-31,074

-37,114

-16,325

-22,367

-28,426

-33,972

(-5.2)

(-8.9)

(-8.5)

(-8.5)

-16,692

-22,053

-29,165

-35,958

(-3.0)

(-10.2)

(-6.1)

(-3.1)

-17,216

-24,534

-30,964

-36,748

(0.0)

(-0.1)

(-0.4)

(-1.0)

-16,691

-22,027

-29,054

-35,592

(-3.1)

(-10.3)

(-6.5)

(-4.1)

-15,799

-19,834

-26,406

-32,450

(-8.2)

(-19.2)

(-15.0)

(-12.6)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정책 현안 통합

(단위: 억원, %)

연평균 재정수지 개선

(-8.5)
(-6.1)
(-0.6)
(-6.8)
(-15.3)

주: ( )는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수지의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전망과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를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망기간 동안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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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과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13~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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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 현안별 국가보전금) 재정수지 적자는 향후에도 국가가 보전하게
되므로 국가보전금 규모와 같으며,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 통합의
국가보전금 규모가 가장 작음
정책 현안별 국가보전금 비교: 2020~2050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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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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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망 ▪ 기여금부담률 인상 ▪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정책 현안 통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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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은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크고,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가 3,071억원으로 가장 작음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 2020~2050년
억원

160,000
137,019

140,000
120,000
100,000
80,000

73,108
63,906

60,839

60,000
40,000
20,000

3,071
0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정책 현안 통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결론
❑ 현행 제도 하에 2018~2050년 군인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제4차 직역
연금개혁(2015년)을 반영한 정책 현안에 따라 추계된 수입, 지출, 재정수
지와 비교
◦ 정책 현안에 따라 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감소하여 군인연금 재정수지가
연평균 최대 15.3% 개선

❑ 재정전망 및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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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의 저성장, 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
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도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일부 직역연금제도는 적자가 발생하여 국가가 이를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중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보전금으로 적자를 충
당하고 있는 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다. 2017년도 결산기준, 이 두 연금에
지출된 국가보전금의 규모는 3.7조원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국가보전금이 지
출되기 시작하였고,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 최초로 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는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충당하다가 2001년부터는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0년대 들어 2010년과 2015년에 직역연금을 중심으로 본격
적인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5년 직역연금개혁은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기여금부담률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며 유
족연금지급률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다만, 이러한 2015년 직역연금개혁의 내용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만 적용
된 것이며, 군인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연금 가입자는 다
른 직역연금제도보다 기여금은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군인
연금제도와 다른 직역연금제도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군인연금제도의 변화가 필요
하다.
이제는 다른 직역연금제도와의 형평성, 국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군인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이후 2015년 직역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정책 현안에 따른 군인
연금기금의 재정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군인연금제도의 도입부터 발전, 개
혁과정 등 연혁을 설명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재정 및 운영체계, 일반사항(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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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기준보수 등), 군인연금기금 수입과 지출 구조, 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 현황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2013년부터 2017년
까지의 결산 기준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2015년 직역연금개혁의 내용을 실행 중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현황과 비교하여 개혁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
지 개선 정도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의 개
요 및 특징, 방법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
출, 재정수지를 전망한다.
제5장에서는 2015년 직역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인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정책 현안으로 검토하고, 정책 적용에 따른 군
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의 전망한다. 그리고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와 제4장의 재정전망 결과를 비교하여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의 개선 가능성을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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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군인연금제도 소개1)

1. 군인연금제도 연혁
가.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
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 ․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
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군인연금법｣ 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의 군인연금은 1957년 제정된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
1186호)｣에 따라 도입되었다.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등에게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일
정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는 전역한 군인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최초의
정책적 시도였다. 이후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에 군인연금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
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과 통합 운영되었고, 1963년 ｢군인연금법｣ 제
정으로 독립된 공적연금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직역연금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적으로 큰 흐름
을 같이 하였으며, 1970~80년대에는 급여 수준을 상승시키고 급여의 종류를 다양
화하는 확대기조로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재해부조금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 도
입되었고,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률 인상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까
지는 연금혜택을 확대해왔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재정 악화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확대 기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나. 연금개혁
축소 기조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직역연금개혁(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
상)을 추진하였는데, 제1차(1996년) 및 제2차(2001년) 직역연금개혁은 세 연금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제3차(2010년)부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0년, 군인연
금은 2013년에 적용하여 시간차가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2017)의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내용 중 ‘II.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을 요약하고 일부 내용은 2018년 기준으로 갱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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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직역연금개혁(1996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여금부담률을 5.5%에
서 7%로 인상하고, 퇴역연금 등의 수급자가 유족연금지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유
족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고, 유족연금 대상자에서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 출
생 · 입양자녀를 제외하는 등 지출과 관련된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제2차 직역연금개혁(2001년)은 퇴직연금 산정 기준보수를 퇴직당시 보수월액에
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였고, 기여금부담률을 8.5%로 인상하였다.
또한 연금액 인상 시 재직자 보수상승률이 아닌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
도록 하였고, 급여 지출을 군인연금기금이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매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차 및 제2차의 직역연금개혁이 그 동안 확대 기조의 정책을 축소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면, 제3차부터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본격적인 연금개혁이
라 할 수 있다.
제3차 직역연금개혁(2010년)의 주요 내용은 기여금 및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
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7%2)로 인
상하며, 연금산정 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 아닌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재직기간 1년 당 연금지급률을 기존 2%에서 1.9%로 인하하
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신규 임용자부터 65세(기존 임용자는 60세)로 상향 조정하였
으며, 유족연금지급률은 신규 임용자부터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군인연금은 이와 같은 개혁안을 2013년 7월부터 적용하여 직역연금제도 간 개혁시
점에 차이가 있다.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적용되고 군인연금에
는 적용되지 않은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의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수급요건 조정이 있다.
기여금부담률은 2015년 7%에서 2020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연금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왔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
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유족연금지급률도 2010년 이전 임용자는 70%, 이후 임용
자는 60%이었으나,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일괄 60%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2) 기여금부담률이 7%로 제2차 연금개혁 시 기여금부담률 8.5%보다 낮으나, 기여금부담률이 적용
되는 기준보수가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여금부담금
액은 상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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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경우, 기존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였으나,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연금을 받
도록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금지급률도 재직기간 1년
당 2015년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종전
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그림 1]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 2010~2018년

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러한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은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적용되
어 단계적으로 그 내용을 시행하고 있고, 군인연금은 2018년 현재 미적용 상태이다.
따라서 2018년 기준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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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주요 항목 비교: 2018년 기준
구분

기여금부담률 연금수급요건

연금지급률

군인

7%

20년 이상

1.9%

공무원

8.5%

10년 이상

1.834%

유족연금지급률

연금지급개시연령

60%
(2013년 7월 이전
임용자 70%)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

퇴역 직후
65세

자료: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군인연금제도 개요
가. 운영체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연금과는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인연금 제급여
의 지급 및 관리, 세입의 징수 및 관리,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
원회의 운영, 공적연금 간 연계급여의 지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 군인연금제도 운영 및 지원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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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군인연금 급여의 지급은 국군재정관리단(퇴직급여과, 퇴직연금과)
이 담당하고, 사망보상금의 지급은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전산정
보원 자원정보화과가 군인연금 수입 및 지출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기금의 수입과 지
출은 군 인력운영의 영향을 받으므로 인력정책과는 군인연금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
련이 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이 운영하는 장교 인력운영예측모형의 일부 자료를
국방부의 군인연금 재정추계에 활용하는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

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군인연금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
무하는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해당하며, 군인연금의 가입자로서 기여금 납
부 의무와 연금급여 수급 권리를 갖게 된다.3) ｢군인연금법｣ 적용대상 군인 수는
2017년 기준 203,000명으로 2016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퇴역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 수는 91,071명으로 2016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그림 3]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자 수 및 군인연금 수급자 수: 2013~2017년

자료: 각 연도별 국방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바탕
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다만, 군인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병, 군간부후보생도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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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지급개시연령
군인은 퇴역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퇴역 연령과 일치하고 ｢군인사법｣ 제8조에 근거하여 연령 · 계급 · 근속
등 다양한 정년이 적용된다.
연령정년은 부사관(하사 · 중사 · 상사) 40~53세, 위관장교(소위 · 중위 · 대위) 43
세, 영관장교(소령 · 중령 · 대령) 45~56세, 장군(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58~63세로
규정하고, 계급정년은 준장이상부터 중장까지 적용되며 4~6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임관 이후 해당 계급으로 진급한 군인이 최대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이 근
속정년이며 위관장교는 15년, 영관장교는 24~35년이다.
[표 2] 군인의 정년제도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중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소위
연령

40세 45세 53세 55세 55세 43세 45세 53세 56세 58세 59세 61세 63세

근속

-

계급

32년 15년 24년 32년 35년
-

6년

6년

4년

-

자료: ｢군인사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복무기간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군인연금법｣ 제16조). 전투에 참가한 기
간은 3배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한 군인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에도 종전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한편, 군인의 경우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저복무기간은 20년이고(｢군인
연금법｣ 제16조 제18항),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
만은 20년으로 간주하며,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
다. 그리고 복무 및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연금액이 상승하는 등 혜택이 크며,
연금산정 시 복무 및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4)
4) 다만, 기여금은 3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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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인의 복무기간
연금수급 최저복무기간

연금산정 최대복무기간

가산제도

20년

33년

전투기간 3배 계산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기준보수
앞의 군인연금제도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봉급월액,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왔다.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표 4] 기준보수의 변경 경과
구분
봉급월액
보수월액

내용

군인의 계급/직급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보수의 월급여액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액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
(과세소득액 － 개별 군인에게 지급된 8개 보수 연간소득액 ＋ 8개

기준소득월액
(현행)

보수 평균액) ÷ 12월 × (1＋당해년도 보수인상률)
※ 8개 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료: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연금소득상한제의 도입으로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산정 시에는 소득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 연금액 인상방식
군인연금은 퇴역 · 유족 · 상이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 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
률을 적용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인상방식과 동일하나, 제4차 직역연금개
혁(2015년) 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연금의 퇴직 · 유족 · 상이연
금은 동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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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연금기금 구조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
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금의 수입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보
전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다(｢군인연금법｣ 제37조 제2항). 지출은 퇴역연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퇴직수당 등으로 구성된다(｢군인연금법｣ 제6조). 이때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등은 기여제 방식으로서 국가와 군인이 공동 부담하고, 상이연금, 퇴직수
당 등은 비기여제 방식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표 5] 군인연금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수입






군인기여금
국가부담금
국가보전금
기타 수입

기여제 공동부담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유족연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지출






비기여제 국가부담

퇴직수당
상이연금·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주: ｢군인연금법｣ 급여 항목에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일반회계(사망보상금은 국가보훈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항목임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군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2017년 기준 총 5,878억원으로 2016년 대비 6.7% 증
가하였고, 퇴직급여 지출은 총 2조 6,949억원으로 2016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그림 4] 군인연금기금 수입(기여금) 및 지출(퇴직급여 등): 2013~2017년

주: 지출은 퇴역연금(일시금 등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를 포함
자료: 각 연도별 국방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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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항목
(1) 기여금 및 부담금
기여금은 군인연금의 급여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
이다. 군인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2018년 기준 군인의 기여금부담률은 기준소득월
액의 7%이다. 연금산정 최대복무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군인의 기여금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하는
부담금 이외에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도 부담해야 한다.
(2) 보전금 등 기타항목
군인연금 급여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전금이라 한다. 그리고 책임준비금은 국가가 군인연금재정
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외에도
군인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기금의 수
입에 포함된다.

나. 지출항목
(1) 퇴역연금
군인의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전역 다음 달부터 군인
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62.7%를 초과하지 못한다.5)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
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97.5%에 상
당하는 금액을 산정 한 후, 복무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
5) 군인연금의 연금지급률은 최대 62.7%라는 의미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 제4차 개혁 당시
재직기간 당 연금지급률을 1.7%로 인하하고 재직기간 상한을 36년으로 설정하면서 연금지급률
상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3. 군인연금기금 구조 ∙ 11

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0.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 6] 퇴역연금 ·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비고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1.9%)
×복무기간별 적용비율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
×[97.5%+{(복무연수-5)×0.65%}]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연수
×{97.5%+(공제복무연수×0.65%)}

복무연수
최대 33년
공제복무연수
최대 13년

주: 복무기간별 적용비율은 일종의 보정률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67.46%~104.3%가 적용되고 ｢군인
연금법 시행령｣(제246435호, 2013.6.18.) 부칙 제7조에 근거함
자료: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 계
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0.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퇴직일시금
퇴직하는 군인의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
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0.65%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기준소득월
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7] 퇴직일시금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5년 ~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97.5%+{(복무연수-5)×0.65%}]

1개월 ~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78%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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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직
수당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별 지급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하며,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6)
[표 8] 퇴직수당 산정방식
구분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

산정방식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비고

복무연수 최대 33년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
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되며, 상이연금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7) 상이연금 수급자는 이외
에 장애보상금, 보훈연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군인연금법 시행령｣제59조(퇴직수당)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마다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
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7) ｢군인연금법｣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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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상이연금 산정방식
구분
상이연금

산정방식

기준소득월액×상이등급별 지급비율(32.5%~52%)
※해당자에 한하여 장애보상금, 보훈연금 별도 지급

주: 군인의 상이등급은 7개 등급이고 공무원의 장해등급은 14개 등급임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5) 유족연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퇴직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복
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
우에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퇴역연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은 기여제로 부담되는 급여이고, 상이연금 수급자 사망에 따른 상이유족연금과
복무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은 비기여제로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 금액은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
만, 군인연금의 경우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되므로, 이들이 20년
복무 후 퇴역하는 2033년 이후에나 적용되는 유족연금지급률이 60%인 것이고, 그
이전에는 유족연금지급률 70%가 적용된다.
그리고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경
우,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일 때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일 때는 42.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군인의 경우, 공무상 사망
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등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다.
유족연금부가금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유족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퇴역연금일시금의
25%이고, 이때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연금특별
부가금의 금액은 유족연금부가금에 해당 지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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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유족연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산정방식
구분

유족
연금

수급자 사망

산정방식

퇴역·상이연금액×60%
※ 2013년 7월 이전 임용자는 70% 적용

복무 중

20년 이상 복무자: 기준소득월액×42.25%

공무상 사망

20년 미만 복무자: 기준소득월액×35.75%
퇴역연금일시금의 25%

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연금일시금=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97.5%+{(복무연수-5)
×0.65%}]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36-퇴역·상이연금 수급월수)÷36
퇴역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주: 군인 복무 중 공무상 사망의 경우,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
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별도 지급 가능함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유족연금일시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복무 중 사망한 경
우에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지급
하는 것이다. 유족연금일시금은 퇴역연금일시금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유족일시금은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 퇴직일시금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8)
(6)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은 군인 본인의 사망,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사망조위금 금액은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
족 사망 시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본인 사망 시에는 해
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배로 산정한다(｢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재해부조금은 군인이 수재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로 부조금액을 산정
하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8) 공무원은 10년 미만 재직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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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사망조위금

 가족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65%
 본인 사망: 기준소득월액×1.95
 전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9

재해부조금

 반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6
 1/3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1.3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7)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일반회계 지출 항목)
사망보상금은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
이고, 국가보훈처에서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전사, 특
수직무 순직, 공무사망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군인연금법｣ 제31조).
군인이 전사하는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 특수직무
순직 시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보상
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공무상 사망 시 해당자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때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
액 평균액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표 12] 사망보상금 산정방식
구분

사망
보상금

산정방식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7.7

특수
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4.2

공무 사망

기준소득월액×23.4
※ 최저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104.2%

주: 사망보상금은 국가보훈처 일반회계에서 지출함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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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인의 장애보상금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
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
은 경우를 포함)에 지급하며, 1~4급으로 구분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산
정한다.9)
[표 13] 장애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2.6~7.8)
※ 최저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1.9%

주: 장애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함
자료: ｢군인연금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 공무상요양비(일반회계 지출 항목)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10)
공무상요양비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국민건강보
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
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로 산
정한다.

9)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
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10) 다만,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
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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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11)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의 군인연금제도를 조사하고 정년, 기여
금 부담, 연금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한다.

가. 미국
(1)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개혁과정
미국의 군인연금제도는 해군장교를 대상으로 퇴역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1855년
에 도입되었다. 1855년부터 군인의 정년을 설정하여 청년들의 군 복무기회를 확대
하고 정년이 지나 강제로 전역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군인연금제도 도입 초기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 군
인력이 급속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이후 초과된 군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전역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1935년 연금지급률
2.4%, 최대 연금지급률 75%)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혁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군인연금 재정소요를 줄이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복무기간이 30년 미만인 전역자에게 기존보다 낮은 연금지
급률을 적용하는 REDUX 제도(1986년 8월 1일 이후 입대자)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존보다 적은 퇴역연금을 받게 되는 REDUX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2000년에
기존 방식인 High-36과 CSB/REDUX(Career Status Bonus, REDUX 제도 보완을
위한 특별보너스 지급) 중에 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후 2016년에 다시 한 번 큰 제도변화가 있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BRS
(Blended Retirement System) 제도를 시행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군인연
금제도에 개인저축계정제도(Thrift Saving Plan, TSP)12)를 결합시킨 것인데 여기에는
정부의 기여금 납입을 포함하고 있다.

11) 이하에서 살펴보는 4개 국가의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개요는 국방부(2007)에서 16개 국가의 군
인연금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한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보고서를 참고하
였고,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항목들의 최신 정보는 한국법제연구원(2018)의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2) 개인저축계정제도는 정부의 독립기구인 연방퇴직저축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저축계정기금(Thrift
Saving Fund)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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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연금제도 운영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986년에 제정된 군 개혁법(The Military
Reform Act)과 군 전역제도 개혁법(The Military Retirement Reform), 그리고 2000
년에 제정된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for FY2000) 등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군인연금제도의 도입부터 군인이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인 비기
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의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위한 사회보장세 6.2%는 군인도 부
담하고 있다.
미국 군인의 연령, 근속, 계급정년을 살펴보면, 부사관의 연령정년은 40~55세,
장교의 연령정년은 60~64세이나, 근속 및 계급정년도 적용되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년에 전역하는 방식이다.

[표 14] 미국의 군인연금제도 개요
구분

내용

기여제/비기여제

비기여제(전액 국가부담)

연금지급개시연령

20년 이상 복무 시 전역 다음 달부터 지급

연금액 산정기준

Final Pay유형 : 최종기본급, 그 외 : 36개월 기본급의 평균13)

연금급여 산정방법
연금액 인상방식

기준보수×근속연수×승수(multiplier)
소비자물가지표를 근거로 한 생계비조정에 따라 계산
유족연금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

유족연금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5] 미국 군인의 정년제도
부사관
연령정년

40~55세

근속정년

-

계급정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60세
22년

28년
-

소장

중장

62세

30년

대장

64세
-

5년

-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3) 미국 군인의 퇴직금은 기준보수에 근속연수에 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계산한 값이며, 승수 역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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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년 이상 복무하면 퇴역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며, 퇴역연금은 전역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 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62세부터는 OASDI 감액연금, 65세부터는 감액 없는 OASDI연금도 퇴역연금과 함
께 지급된다. 구체적인 퇴역연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 및 가산율은 Final Pay,
High-36, CSB/REDUX, BRS 등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네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 퇴역연금은 매년 생계비조정지수(Cost of Living
Adjustment)를 적용하여 인상된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일하며 Final
Pay 및 High-36 방식은 연금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인상시키지만 CSB/
REDUX 방식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1%p를 뺀 만큼 상승한다.14)
[표 16] 미국 군인의 퇴역연금 산정방식
구분

적용대상

기준보수

Final Pay

1980.9.8.이전 입대자

최종 보수월액

High-36

지급률 및 기타

1980.9.8.~1986.8.1.입대자

연 2.5%

1986.8.1.이후 입대자 중

최대 30년 75%

High-36 선택한 군인
20년까지 연 2%
CSB/
REDUX

1986.8.1.이후 입대자 중

복무기간 중

20년 이후 연 3.5%

CSB/REDUX 선택한 군인

최고 연봉 기록한

최대 30년 75%

2001년 기준 복무 15년 이상

연속 3년의

복무 15년차

CSB/REDUX 선택한 군인

평균 보수월액

특별보너스
지급

2018.1.1.이후 입대자
BRS

2006.1.1.이후 입대자 중 BRS

연 2.0%

선택한 군인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미국은 퇴역연금을 수급하는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
지 않는다. 다만, 유족연금을 원하는 경우 전역시점에 유족연금(Survivor Benefit
Plan)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족연금보험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계약금액을 설정하
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수급자의 사망 시까지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다.
14)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라면, Final Pay와 High-36은 2.5%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
하고 CSB/REDUX는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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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본의 자위대원은 헌법 제9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신분이 국가
공무원 특별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위대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규
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받는다. 일본의 군인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일부 자위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함께 분석한다.
(1)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개혁과정
일본의 연금제도는 1875∼1894년 국가형성을 위한 해군·육군·관료 체제의 강력한
구축 목적에서 군인과 공무원 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1959년「국가 공무원
공제조합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연금제도로 통합되어 공무원 및 자위대원이 해당법
의 적용을 받았다.
일본은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행 등으로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4∼1985년 공무원연금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1986년 4월부터 신연금제도가 시행됐다. 신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연금 구조를 후생연금에 직역연금이 가산되는 다층구조로 전환하고, 연금
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를 하향 조정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1979년 55세→ 1995년 60세)하였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4년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의 구축을 위해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주요내용은
①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을 기존의 1/3에서 2009년 1/2로 인상, ②5년마다 연금재정
의 현황 및 약 100년(재정균형기간)에 걸친 연금재정의 검증 실시, ③일반 민간 근
로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장래 보험료 수준을 고정시켜 그 수입
의 범위 내에서 급여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 ④노령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
근로세대 평균소득의 5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은 증가하는데 반해 급여수준은 감소시키는 이른바 계수적 개혁인
2004년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으나, 격론의 과정을 거쳐 공적연금 일원화
에 대한 체계적 검토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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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민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통합하였다.
(2) 군인연금제도 운영
일본은 2015년을 기준으로 연금이 통합되어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연금’이라 칭하
기는 어려우나, 본 보고서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임의적으로 ‘공무원연
금’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위대원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기여제 방식으로 2017년 기여금부담률은 8.816%(2018년 9.15%까지 인상)이다.

[표 17]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요
구분

공무원연금(자위대원 적용)

기여제/비기여제

기여제

연금지급개시연령

공무원(65세), 자위대원(60세)

연금액 산정기준

全 기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1~31등급의 기준액 산정

연금급여 산정방법

기준액과 연금지급률, 피보험기간월수
소비자물가지수 ‑ 거시경제 조정률

연금액 인상방식

(재직자수 감소율 + 기대여명 상승률)
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 공무원연금(후생연금 상당액 +

유족연금

직역가산액)의 약 75%를 합한 금액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무원 정년은 일괄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위대원의 정년은 군인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어 계급별로 연령정년이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다.
[표 18] 일본 장교의 정년
계급

준위

소위·중위·대위

소령·중령

대령

준장

연령정년

54세

54세

55세

56세

60세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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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은 25년 이상이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은 공무원이
65세인 것과 달리 자위대원은 60세부터 연금을 수급받게 된다.
조기 퇴직 시 생계 보조대책의 경우, 공무원보다 빠른 정년제도가 적용되는 자
위대원에게는 이에 대한 불이익 보상 차원에서 이른바 ‘약년정년 퇴직자 급부제도
(若年定年 退職者 給付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자위대원의 퇴직연금 수
급시기인 60세와 퇴직 시 나이 차이를 차감한 값에 1년 당 퇴직 시 보수월액의 6개
월분을 적용해 총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그 시점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와 퇴직
후 2년이다. 또한 자위대원은 연금지급시기인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본인 희망 시 65세까지 거의 100% 국가에서 취업을 보장한다. 즉, 조기 퇴직 후 기
초생활 보장에 대한 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수급액 산정 시 일본의 공무원 공제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평균보수월액은 가입한 전 기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재평가해 산출한다. 즉,
퇴직 전 일정기간의 평균 보수액을 연금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연금산정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복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연금이 가산되는 것
은 최고 444개월(37년)까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 자위대원에 대해 전투근무기
간에 대한 가산제도가 없다.
한편, 연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거시경제조정률(=재직자 수 감소율+기대
여명 상승률)을 뺀 값에 따라 인상하고 있다. 그리고 자위대원 본인이 수급 중 사망
하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며 금액은 ①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 ②공무원연
금(후생연금상당액+직역가산액)의 약 75% 수준을 합한 것이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군인 및 국가공무원을 위한 CPCM(le Code des Pensions
Cilvil et Militaires de retraite)과 지방공무원 및 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CNRACL(le Caisse Nationale de Retratites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군인연금제도의 특징 등을 CPCM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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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개혁과정
프랑스 공무원 연금제도는 19세기 초 군인 및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연금제도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1853년에 개별 연금제도를
통합해 일반 공무원 연금제도로 체계화되었다. 1964년 법 개정으로 현재의 국가공무
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시작되었고, 1965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지방 공무
원과 병원 종사자를 위한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제기된 공적연금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
대 이후 본격적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여금 인상, 연금지급
률 인하 등의 변화를 군인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
고 있다.
2003년에는 최대 연금가입기간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37.5년에
서 40년으로 확대하며, 연금지급률을 매년 2%에서 1.875%로 인하하였다. 조기퇴직을
억제하기 위한 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반대로 60세 이후 퇴직자는 1년에 3%의
증액률을 65세까지 적용했다. 연금인상방식도 공무원 보수상승률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물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연금수급자가 퇴직 6개월 후 공무원에 재임용될 경
우, 보수가 연금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단, 복무기간이 25년 미만인 부사
관과 병사는 적용 제외).
이러한 개혁에도 연금재정의 적자가 가속화되면서 2010년에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퇴직가능법정연령(연금수령연령)의 연장(60세→62세),
감액연금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퇴직연령의 연장(65세→67세) 등이다. 그리고
2014년에도 기여금 납부액의 점진적인 인상, 완전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여금 납
부기간의 단계적 연장 등의 제도변화가 있었다.
(2) 군인연금제도 운영
프랑스 군인연금은 「국가공무원 및 군인을 위한 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순수부과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인 공무원과 군인의 기여금 납부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가에서 지출(일반회계)한다. 기여금부담률은 보수의 7.85%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2014년 법률의 제정에 따른 개혁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1.10%까지
상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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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프랑스의 군인연금제도 개요
구분

내용

기여제/비기여제

기여제

연금지급개시연령

최소복무기간 충족 시 퇴직과 동시에 수령

연금액 산정기준

퇴직 전 최종 6개월 동안의 보수

연금급여 산정방법

기준보수×(기여금 납부기간/최대 연금액 수령가능 기간)×75%

연금액 인상방식

담배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계산

유족연금

연금액의 50%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군인의 정년은 신분 및 계급별로 구분되는데, 기타 외인부대인 계약직 군인은 장
교 20년, 사병 25년, 지원병 5년이 적용된다.
[표 20] 프랑스 군인 정년(장교)
구분

위관장교

소령

육·해·공군 경리장교, 군항해장교,
유류담당 엔지니어

대령

59세

육군·해군·공군(비승무원)
헌병군

중령

59세

60세
62세

군의관·약사·수의사·치과의사

62세

군병원 간호사 및 의료기능직

62세

병기기술사·병기기술연구사

66세

군법서기·군악대장·군종신부/목사 등

66세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군인연금의 수령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이 기존에는 장교의 경우 25년, 부사관의
경우 15년을 복무하여야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법률 개정에 따라 각각 2년이 상향되어 장교의 최소복무기간은 27년, 부사관 17년
으로 연장되었다. 연도별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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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프랑스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복무기간
최소복무기간 달성연도

최소복무기간
장교

부사관

2012년

25년 9개월

15년 9개월

2013년

26년 2개월

16년 2개월

2014년

26년 7개월

16년 7개월

2015년 및 이후

27년

17년

자료: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재작성

퇴역연금액 산출은 퇴직 전 최종 6개월의 보수와 복무연수에 근거해 산정하며,
이후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담배가격 제외)에 따라 인상된다. 그리고 수급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연금액의 5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라. 캐나다
(1) 군인연금제도 도입
캐나다의 군인연금제도는 정규군인과 예비군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에
서는 정규군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규군인을 위한 군인연금제도
는 1901년 ｢국민군연금법｣을 통해 도입되었고, 1950년에 ｢국방서비스연금법｣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59년 ｢군인연금법｣15)이 제정되면서 군인연금제도를 독립된
제도로 정비하였고, ｢특별퇴직법｣에 따라 군인의 연금급여를 지급한다.16)
예비군인을 위한 군인연금제도는 1999년 9월 21일 Bill C-78 입법을 통해 마련
되었으나, 일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시간제 근무 예비군인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조건을 마친 시기는 2007년 3월 1일이었다. 이때가 예비군인 군인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이후 공적연금의 기여금부담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에
공무원연금의 국가 대 공무원 개인의 비용 분담 비율이 50:50이 되었으며, 정규군
인연금의 기여금부담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15) Canadian Forces Superannuation Act.
16) Acturian Report on the Pension Plans for the Canadian Forces - Regular Force and Reserve
Force as at 31 March 2016, op. cit.,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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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연금제도 운영
캐나다의 군인연금은 기여제 방식으로 군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며, 2016년 3월 기준
정규군인 기여금 납부대상자 수는 70,686명, 예비군인은 19,122명이다.
[표 22] 캐나다의 군인연금제도 개요
구분

내용

기여제/비기여제

기여제

연금지급개시연령

조건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이

연금액 산정기준

복무기간 평균 소득

연금급여 산정방법

가입자의 평균봉급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연금액 인상방식

물가상승률 반영

유족연금

연금액의 55%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캐나다 군인의 정년은 55세 또는 60세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연령
은 정규군인과 예비군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표 23] 캐나다의 군인연금제도: 연금지급개시연령
정규군인

예비군인

 군복무기간이 25년(9,131일)이 되는 경우
 연금수급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연령이 60세가 된 경우
 연금수급재직기간이 30년이며, 연령이 55세가 된 경우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재직기간이 20년이 된 경우
또는 연금수급 대상 기간이 10년이 되고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재직기간이 10년이며, 전역 시
장애가 있는 경우

 연금수급재직기간이 2년이며, 전역 시
장애가 있는 경우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규군인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연금수급재직기간(pensionable service)17)과 복
무기간(Canadian Forces, CF)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수급재직기간이 연금급여의 종
류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복무기간 산정 시에는 유급 재직기간만을
포함시키며, 복무기간은 전역 시 비감액 연금(unreduced pension) 수령 자격 여부의
17) 연금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누적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
4.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 ∙ 27

판단 기준이 된다. 다른 공적연금에서 군인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은 연급수급재직기간에만 가산되고, 군복무기간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퇴역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복무기간 평균소득이고, 연금가입자의 연
금수급재직기간(pensionable service) 및 평균 소득(average earnings)을 기초로 산정
되며, 이후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그리고 수급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연금액의 55%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마. 국가별 비교
(1) 주요 항목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와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를 기여제 방식
여부, 연금액 산정 기준 등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 24] 국가별 군인연금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기여제/
비기여제

기여제

비기여제
(전액 국가부담)

기여제

기여제

기여제

연금액
산정기준
(기준보수)

복무기간
Final Pay유형
평균소득을
복무기간
: 최종기본급
바탕으로
그 외 유형:
평균
1~31등급으로
36개월
기준소득월액
구분하여
기본급의 평균
기준액 적용

퇴직 전 최종
6개월 동안의
보수

복무기간 평균
소득

연금급여
산정방법

기준보수
×복무기간
×연금지급률
1.9%

기준보수
×근속연수
×승수

기준액과 승률,
피보험기간월수,
물가

기준보수
× (기여금
가입자의
납부기간 /
평균봉급과
최대 연금액
복무기간을
수령가능 기간) 기준으로 산정
× 75%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지표를
근거로 한
생계비 조정에
따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
－거시경제
조정률
(재직자수
감소율 +
기대여명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담배가격
제외하여
산정)

연금액
인상방식

물가상승률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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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 연혁에서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군인
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여금 부담, 연금급여 부분에서 혜택을 부여하
고 있으나, 혜택의 범위나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때, 그 혜택의 범위나 규모는 각 나라의 고유한 상황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요국과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본 보
고서에서는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유족연금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연령정년
군인의 연령정년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
라는 45세, 미국은 60세, 일본은 55세, 프랑스는 59세, 캐나다는 55세(또는 60세 중
선택)이다. 그리고 소령 이하 장교 계급에서는 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50세 이후
에 정년이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43~45세로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우리나
라 군인의 연령정년을 연장한다면, 도입 초기에는 기여금 수입의 증가로 군인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향후 퇴역연금지급 시에는 지출이 증가한다.
[표 25] 국가별 군인의 연령정년 비교(소령 기준)

연령정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45세

60세

55세

59세

55세 또는 60세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연금지급개시연령
일부 국가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계급 및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년 이상 복무 시 전역 후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본은 60세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장교는 27년 이상 복무
해야 퇴역 직후 지급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25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지급받을 수 있고, 복무기간에 따라 55세, 60세에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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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가별 군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 비교

연금지급
개시연령

한국

미국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일본

프랑스

캐나다

60세

최소 복무기간
(예: 장교 27년)
충족 시 퇴역 직후

조건에 따라
개시연령 상이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같은 연금지급개시연령은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최소 복무기간 조건의
상향 조정(예 : 프랑스 장교 25년 → 27년), 연령정년 연장 등으로 점차 늦춰지고
있는 추세이다.
(4) 유족연금
미국의 경우, 퇴역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자동적으로 연금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미국 이외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퇴역연금액에 유족연금 지급률을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50%, 캐나다는 55%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
을 70%(2013년 이후 임용자부터 60%)로 적용하고 있다.
[표 27] 국가별 군인의 유족연금지급률
한국
유족연금
지급률

70%

미국

유족연금보험
가입자에 한함

일본

프랑스

캐나다

50%

55%

①국민연금의 유족기초연금 +
②공무원연금(후생연금상당액
+직역가산액)의 약 75%

자료: 국방부(2007) ｢외국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8)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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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군인연금 재정 현황

1. 개 요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
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군인연금기금의 구조에 따라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결산기준으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의 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내용을 실행 중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재
정 현황과 비교하여 연금개혁에 따른 수입, 지출, 재정수지의 개선 여부를 살펴본
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기금과의 비교는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표 28] 군인연금기금의 구조
구분

수입(A)

내용
연금기여금

군인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국가부담금

국가가 군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부담 기여금과 비기여제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둥이 포함

기타

지출(B)

퇴직급여

-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포함)
- 퇴직일시금
-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등 포함)

퇴직수당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
재정수지
(=A-B)

기금운용수익금 등

- 상이연금·상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기금관리운영비 등

군인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보전금
으로 충당

자료: ｢군인연금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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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가. 수입 현황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군인연금의 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총 1조 6,354억원을 기록하였다.
군인연금의 수입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기여금은 복무 중인 군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
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2013년 4,482억원에서 2017년 5,878억원으로 연평
균 7.0%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연금기여금은 군인연금 총 수입에서 35.9%를 차
지하며, 이는 2013년 33.4%에서 2.5%p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었고, 납부자인 군인의 수도 매년 증
가한 데에서 기인한다.
[표 29] 군인연금기금 수입: 2013~2017년
(단위: 억원, %)

구분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4,482

4,995

5,151

5,511

5,878

7.0

(33.4)

(34.2)

(34.1)

(34.6)

(35.9)

-

8,889

9,563

9,896

10,328

10,389

4.0

(66.2)

(65.4)

(65.4)

(64.9)

(63.5)

-

55

61

78

76

87

12.1

(0.4)

(0.4)

(0.5)

(0.5)

(0.6)

-

13,426

14,619

15,125

15,915

16,354

5.1

주: 1. 결산기준
2. ( )는 합계 대비 비중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가부담금은 군인의 연금기여금에 상응하는 만큼 국가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
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국가부담금은 2013년 8,889억원에서
2017년 1조 389억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하였는데, 연금기여금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았다. 그리고 총 수입 대비 국가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3.5%로 2013년 66.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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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은 반납금, 환수금, 구상금 등18)으로 2013년 55억원에서 2017년 87억
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하였다. 기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0.6%
로 2013년 0.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지출 현황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군인연금의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총 3조 660억원을 기록하였다.
군인연금의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연계급여이
체 등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로 2013년 2조 2,422억원에
서 2017년 2조 6,949억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퇴직급여는
군인연금 총 지출에서 87.9%를 차지하며, 이는 2013년 87.0%에서 0.9%p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기간 및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연금액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0] 군인연금기금 지출: 2013~2017년
(단위: 억원, %)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
합계

2013

22,422
(87.0)
2,358
(9.2)
979
(3.8)
4
(0.0)
25,763

2014

23,410
(86.9)
2,458
(9.1)
1,052
(3.9)
4
(0.0)
26,924

2015

24,690
(86.1)
2,921
(10.2)
1,075
(3.7)
5
(0.0)
28,691

2016

25,926
(87.7)
2,566
(8.7)
1,071
(3.6)
3
(0.0)
29,566

2017

26,949
(87.9)
2,621
(8.5)
1,087
(3.5)
3
(0.0)
30,660

연평균 증가율

4.7
2.7
2.7
-6.9
4.4

주: 1.결산기준
2. ( )는 합계 대비 비중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8)
18)
18)
18)

합산반납금: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 등(이자 가산)을 반납
연계반납금: 군인연금 재직기간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 신청하는 자가 반납
환수금: 급여를 받은 자가 재취업 등으로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급여(이자 가산) 환수
구상금: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국방부 장관은 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하여 제3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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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2013년 2,358억원에서 2017년 2,621억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하
였고,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5%로 2013년 9.2% 대비 0.7%p 감소
하였다. 재해보상급여도 201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2017년 1,087억
원이 지출되었고, 비중은 2013년 3.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3.5%를
기록하였다. 기타 지출은 기금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간 3~5억원이 지출되었다.

3. 재정수지 현황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2013년 1조 2,337억원에서 연평균 3.8%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조 4,306억원이 되
었다.
[표 31]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2013~2017년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3,426

14,619

15,125

15,915

16,354

5.1

지출(B)

25,763

26,924

28,691

29,566

30,660

4.4

수지(=A-B)

-12,337

-12,305

-13,566

-13,651

-14,306

3.8

주: 결산기준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군인연금제도가 도입(1960년)된 이후 13년이 지난
197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
재까지 지속된 이유는 군인연금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인연금은 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9년 이전 기간에 대해 기여금
의 납입 없이 연금산정 시 복무기간에 포함했으며, 6·25전쟁, 월남전 등 전투에 종
사한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직전역으
로 타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연금수혜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의 사유로 시행초기부터
적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가 발생했다.19)
19) 백기인, “군인연금”, 200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검색결과(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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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73년부터는 연금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가에서 부족분을 보전
하고 있다. 이후 국가보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 결산 기준 1조 4,657
억원을 기록하였고, 지출 중 국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70.2%를 기
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46~53%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 군인연금기금 국가보전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973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A)

88 3,906 10,431 22,068 23,545 25,450 27,118 28,352 28,556 29,580 30,657

국가보전금(B)

3 2,715 4,569 10,566 12,266 12,499 13,692 13,733 13,431 13,665 14,657

비중(=B/A)

3.4

69.5

43.8

47.9

52.1

49.1

50.5

48.4

47.0

46.2

47.8

주: 1. 결산기준
2. 지출은 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
자료: 국방부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2016.12.2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5] 군인연금기금 국가보전금 현황: 1973~2017년
14,657

자료: 국방부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2016.12.29.)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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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직역연금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의 비교가 군인연금의 재정 현황을 파
악하고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 이에 제4차 직역연금개혁
(2015년)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의 개선 여부를 살펴본다.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
으로 수입부분에서는 기여금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2020년 9%)한다. 지출부분에
서는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5년간(2016~2020년) 동결하며 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
기에 관계없이 모두 60%를 적용한다. 그리고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단계적
으로 인하(2035년 1.7%)하는 것이다.
[표 33]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연금액 한시적 동결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
→ 5년간(2016~2020년) 동결
 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
: 2015년 7% → 2016년 8%, 이후 매년
: 0.25% 인상하여 2020년 9%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2010년 이전 임용자 70%, 이후 60%
→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60%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2016년 1.9%
→ 2035년 1.7%까지 인하

자료: 인사혁신처(2016)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5
년 재정수지가 3조 7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 합의,
2016년부터 적용)의 효과로 2016년부터는 2조원대로 감소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수입부분에서는
기여금부담률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연금기여금이 2017년 12조 6,000억원에 달하였
다. 증가율도 개혁 이전인 2015년에는 6.6%였으나, 이후 2016년에는 18.0%로 약 3
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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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2013~2017년
(단위: 억원, %)

구분

(A)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74,713

77,040

82,147

96,903

104,359

-

(3.1)

(6.6)

(18.0)

(7.7)

12,788

22,721

22,479

19,302

20,441

12.4

기타

141

108

1,416

809

1,200

70.8

소계

87,642

99,869

106,042

117,014

126,000

9.5

107,624

125,417

136,769

140,203

148,820

-

(16.5)

(9.1)

(2.5)

(6.1)

－19,982

－25,548

－30,727

－23,189

－22,820

연금기여금
수입

2013

국가부담금

지출(B)
수지(=A-B)

8.7

8.4
3.4

주: 1. 결산기준
주: 2. 수입: 연금기여금(국가부담 포함),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기타(연금회계 사업외 수익 등) 수입 등
주: 3. 지출: 퇴직급여, 퇴직수당, 관리운영비 등 포함
주: 4.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리고 지출부분의 증가율은 개혁 이전인 2015년에는 9.1%였으나, 이후 2016
년에는 2.5%로 감소하여 증가폭이 둔화되어 2017년에는 14조 8,820억원을 기록하
였다. 이와 같이 수입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지출의 증가폭은 축소되면서 2017년 재
정수지 적자는 2조 2,8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6% 감소하였다(그림 6).
[그림 6]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비교: 2013~2017년

주: 결산기준
자료: 각 연도별 국방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공무원연금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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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은 1인당 국가보전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1명에게 지출된 국가보전금은 475만원으로
2015년 721만원 대비 34% 감소하였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경우, 2017년 기준 수급
자 1명에게 지출된 국가보전금은 1,609만원으로 2015년 1,541만원 대비 4.4% 증가
하였다.
[그림 7] 1인당 국가보전금 비교: 2013~2017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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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결산기준
자료: 국방부와 인사혁신처의 연도별 결산 사업설명자료, 국방부(2018)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2018) ｢2017 공무원연금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효과로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0) 그리고 군인연금
의 재정수지 적자는 군인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국가보전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연금액 한시적 동결이 종료되는 2021년에 크게 증가할 가능
성은 있으나, 2020년까지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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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군인연금 재정전망

1. 전망 모형
가. 모형 개요 및 특징
국회예산정책처의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크게 수입추계와 지출추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추계는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추계는 전
역자 퇴역연금, 기수급자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 지출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수입추계와 지출추계는 기본적으로 인원추계와 단가추계로 구성된다. 수입추계
에 필요한 인원은 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이고 단가는 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다. 그리고 지출항목을 추계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계급별 전역자 수, 연령별 기
수급자 수이고, 단가는 계급별 전역자의 평균 퇴역연금월액 및 평균 퇴직수당, 연령
별 기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이다.
이와 같이 각 항목 추계에 필요한 인원 및 단가를 추계한 결과에 기초하여 군
인연금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후, 수입과 지출의 차이 등을 계산하여 재정수지와
국가보전금을 추계한다.
[그림 8]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전망 모형 ∙ 39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군 인력이 계급별 정원과 다양한 정년제도를 중심
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계급별 인원은
계급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항상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인원은 운영률(정원 대비 운영인원의 비율)
로 결정되며, 계급별 운영률은 큰 변화 없이 매년 유사하다. 전역자 수는 전역률(운
영인원 대비 전역인원의 비율)로 결정되며, 계급별 전역률도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
인다. 따라서 전역자의 평균복무연수와 평균연령은 운영률, 전역률처럼 계급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값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급별 평균값을 적용한다.21)

나. 방법
(1) 주요 변수 및 자료
모형의 변수는 크게 거시경제, 수입, 지출로 구분한다. 거시경제 부분의 주요 변수
는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이 있다.
보수상승률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금 상승률로서 이미 값이 확정된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2.6%, 1.8%를 적용하고, 2020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22)
한 명목임금상승률(2020~2050년 기간 평균 3.7%)을 적용한다.23) 그리고 물가상승
률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8~2050년 기간 평균 1.9%)
을 적용한다. 그리고 재정전망 결과를 2018년 불변가격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2018~2050년 기간 평균 1.7%)을
적용하기로 한다.
수입 부분의 주요 변수는 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 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 등이 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의 주요 변수는 계급별 신규 전역자 수,
계급별 평균 퇴역연금월액, 사망률, 유족연금지급률 등이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수입항목 및 지출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21) 이와 같은 군 인력운영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도 계급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다(한국국방연구원, 2010).
22)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자료로서 2018.10.24 기준으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전망한 것이며, 본 보
고서에서는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활용한다.
23) 2000~2016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은 3.73%이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50년
까지 적용한 명목임금상승률의 평균(3.7%)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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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주요변수
구분

변수

출처

보수상승률: 2018~2019년(실적치), 이후 명목임금상승률(기간 평균 3.7%)
거시
물가상승률: 2018~2050년 소비자물가상승률(기간 평균 1.9%)
경제
할인율: 2018~2050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기간 평균 1.7%)

수입

지출

인원

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

단가

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기타

- 기여금부담률: 7%
- 소급기여금 비율: 기여금총액 대비 1.64%

인원

- 계급별 신규 전역자 수
- 연령별 성별 기수급자 수

단가

- 계급별 평균 퇴역연금월액
- 계급별 평균 퇴직수당
- 기수급자의 연령별 평균연금월액

기타

- 사망률: 군인의 사망률, 수급자 사망률 구분하여 적용
- 유족연금지급률: 60%(2013년 7월 이전 임용자 70%)
- 기타 비율: 연금선택률, 유족전환율 등

국회예산
정책처

국방부
사업설명
자료 등
국방부
｢군인연금
통계연보｣
등
국방부
사업설명
자료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수입항목
군인연금의 수입 항목은 연금기여금(소급기여금 포함), 국가부담금 등(국가부담기여
금+국가부담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연금기여금과 국가부담기여금은 동일한 금액이
고, 국가부담급여는 퇴직수당 등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 급여에 해당한다.
연금기여금 수입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와 계급별 평
균 기준소득월액이 필요하다. 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는 운영인원24)에 계급별 기
여금 납부인원비율25)을 곱하여 추계한다. 이때, 운영인원은 2014~2018년간 연평균
증가율(1.09%)로 2022년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2022년의 운영인원이 유지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26)
24) 운영인원은 계급별 정원에 계급별 운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기준 계
급별 운영률(국방부의 ｢2015년도 군인연금 재무결산보고서｣)을 적용하였다.
25) 계급별 기여금 납부인원비율은 2016년 12월 말 기준의 운영인원 대비 기여금 납부자 수의 비율로
80%~100%의 범위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26)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인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8년 현재 구체적인 개혁 내
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의 군인연금 재정추계 모형에서도 운영인원이 2022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에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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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보수상승률이 확정된 2018~2019년에는
각각 2.6%, 1.8% 증가하고, 2020년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
상승률만큼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추계한 기여금 납부자 수, 평균 기준소득월
액을 활용하여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총액을 구한 후, 기여금 총액 대비 소급기
여금의 비율(1.64%)을 적용하여 소급기여금을 추계하고 이를 합하면 연금기여금 총
액이 된다.
국가부담금 중 국가부담기여금은 연금기여금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국가부
담급여(퇴직수당, 상이연금 등)는 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추계에서 산출한 금액을 수입추계 시 적용하기로 한다.
[표 36] 군인연금 수입의 주요 항목별 추계방법
항목

추계방법

연금기여금 
 기여금 납부자 수  × 평균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부담률 × 개월 
×   소급기여금 비율 
이때, t는 2018~2050년

연금
기여금

1)
•
•
•

기여금 납부자 수  계급별 운영인원   × 증가율 × 계급별 납부인원비율

2017년 계급별 운영인원: 182,542명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인원 증가율: 1.09%(2022년까지 적용, 이후 인원 고정)
2016년 말 기준 계급별 납부인원비율: 평균 99%

2) 평균 기준소득월액  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보수상승률
• 2017년 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균 652만원
• 보수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기간 평균 3.7%)
단, 2018~2019년은 2.6%, 1.8% 적용
3) 기여금부담률: 7%(추계기간 동안 고정)
4) 소급기여금 비율: 1.64%(추계기간 동안 고정)
국가
부담금

국가부담금  연금기여금  퇴직수당  상이연금 등 국가부담급여 

※ 퇴직수당 등 국가부담급여는 지출항목 추계에서 설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지출항목
군인연금 지출은 매년 신규로 전역하여 퇴역연금수급을 시작하는 전역자(수급시작
부터 유족연금 전환까지 포함)와 2017년 기준 이미 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 등을
수급 받고 있는 기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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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이 있고, 수급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족연금까지 포함한다. 이를 추계
하기 위한 인원 변수는 계급별 전역자 수이고 이때 필요한 비율은 계급별 전역유형
별(정상·상이·공무상사망 등) 인원비율·20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연금선택률 등이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신규 전역자 수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말인원을 산정하면, 이
연말인원이 2018년 연초의 수급자 수가 되고 여기에 2018년 기준 신규 전역자 수
를 더하는 구조로 매년 수급자 수를 산정하게 된다.
[표 37] 군인연금 지출: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 추계방법
항목

추계방법

퇴역연금 
 퇴역연금 수급자 수  × 평균 퇴역연금월액  × 개월 
이때, t는 2018~2050년
1) 퇴역연금 수급자 수  계급별 전역자 수 × 계급별 정상전역비율
•
•
•
•

퇴역
연금
(전역자)

× 계급별 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 × 계급별 연금선택률

계급별 전역자 수: 한국국방연구원의 모형 추계결과
계급별 정상전역 비율: 평균 78.1%
계급별 20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 평균 62.5%
계급별 연금선택률: 평균 85.1%
※ 정상전역 비율 등은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참고

2) 평균 퇴역연금월액  계급별 평균 퇴역연금월액   × 물가상승률
• 계급별 평균 퇴역연금월액: 법정산정방식에 따라 추정
• 물가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기간 평균 1.9%)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자 수  × 평균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수급자 수  × 평균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전역자 수  × 평균 퇴직수당  
이때, t는 2018~2050년
1) 수급자 수
• 퇴역연금일시금 수급자 수  계급별 전역자 수 × 계급별 정상전역비율

× 계급별 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  퇴역연금 수급자 수

• 퇴직일시금 수급자 수  계급별 전역자 수 × 계급별 정상전역비율
×   계급별 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

2) 평균 퇴역연금일시금·평균 퇴직일시금·평균 퇴직수당은 법정산정방식에 따라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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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전역자 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모형을 통해 추계된 결과를 사용하고,
계급별 전역유형별 인원비율·20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연금선택률은 ｢군인연금 통
계연보｣27)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전역자는 크게 퇴역연금 수급자, 퇴역연금일시금
수급자, 퇴직일시금 수급자로 구분한다.
먼저 퇴역연금 수급자 수는 계급별 전역자 수에 계급별 전역유형별 인원 중
정상전역 비율(평균 78.1%), 계급별 전역자 중 20년 이상 복무 인원비율(평균
62.5%), 계급별 연금선택률(평균 85.1%)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도출한 퇴역연금 수급자 수를 계급별 20년 이상 복무 전역자 수에서 제외하면 퇴역
연금일시금 수급자 수가 도출된다. 그리고 20년 이상 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전역자
는 퇴직일시금 수급자가 되며, 계급별 전역자 수에 (1-계급별 20년 이상 복무 인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단가 변수는 계급별 전역자의 평균 퇴역연금월액·평균 퇴역연금일시금·
평균 퇴직일시금·평균 퇴직수당이고, 계급별 평균 복무기간,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
월액, 연금지급률, 복무기간별 지급비율 등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산정방식에 따라
추정하였다.28) 이후 퇴역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매년 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
망자료이며 기간 평균 1.8%)만큼 퇴역연금월액이 인상된다.
한편, 전역자가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하고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된다. 인원 변수는 전역자 기준으로 추계된 퇴역연금 수급자 수에 연도별 퇴역
연금 수급자 사망률과 연령별 유족전환율29) 등을 적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자 수를
추정한다. 이후 유족연금수급자에도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률30)을 적용하면 최종적
으로 연금지급이 종료된다. 그리고 단가변수는 유족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연금월액
에 유족연금지급률 70%를 적용하는데, 2013년 이후 임용된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
중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60%(2013년 ｢군인연금법｣ 개정)를 적용한다.

27) 국방부는 격년으로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도 군인
연금통계연보｣를 참고하였다.
28) 국방부에 2018~2050년 기간 동안 전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급별 전역자의 평균 퇴역연금월액·
평균 퇴직일시금·평균 퇴직수당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이다.
29) ｢2015년도 군인연금 재무결산보고서｣의 연령별 유족전환율을 적용하며, 평균 89.9%이다.
30) 2017년 ｢8대 사회보험 중기추계｣ 작성 시 국방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유족연금수급자
사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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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군인연금 지출: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추계방법
항목

추계방법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수  × 평균 퇴역연금월액 
× 유족연금지급률 × 개월
이때, t는 2018~2050년

유족
연금
(전역자)

1) 유족연금 수급자 수  퇴역연금 수급자 수 × 사망률 × 유족전환율
• 사망률: 국방부 자료
• 유족전환율: 평균 89.9%
※ 유족연금 수급 시작된 이후에는 유족연금 수급자 수에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연금지급 종료
2) 유족연금지급률은 70%(단, 2013년 이후 임용된 자의 유족연금지급률은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퇴역연금(수급 중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포함)
과 유족연금으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2017년 기준,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연도별 수급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연
령별 유족전환율을 적용하여 전환유족연금 수급자 수를 계산한다. 유족이 없는 경
우, 연금지급이 최종 종료되므로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는 매년 감소하게 된다.
[표 39] 군인연금 지출: 기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전환 유족연금 포함) 추계방법
항목

추계방법

기수급자 퇴역연금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  × 평균 연금월액  × 개월
수급 중 유족전환에 따른 유족연금 
 전환유족연금 수급자 수  × 평균 연금월액  × 유족연금지급률 × 개월
이때, t는 2018~2050년
퇴역
연금
(기수급자)

1) 수급자 수
•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   ×   사망률 
• 전환 유족연금 수급자 수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   × 사망률 × 유족전환율
※ 퇴역연금 기수급자 수(2017년 기준), 사망률, 유족전환율은 국방부 자료
※ 전환 유족연금 수급자 수에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률을 적용(연금지급 최종 종료)
2)
•
•
•

평균 연금월액  평균 연금월액   × 물가상승률

평균 연금월액: 2017년 기준 기수급자 평균 퇴역연금월액(｢군인연금 통계연보｣)
물가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기간 평균 1.9%)
전환 유족연금 유족연금지급률: 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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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기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2017년 기준, ｢군인연금 통계연보｣)은 매
년 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18~2050년간 연평균 1.8%)에 따라 인상된
다. 그리고 수급 중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시점 연금월액의 70%를 유
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 기수급자 수(2017년 기준,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금지급이 최종 종료되어 유족연금 기수급자
수도 매년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유족연금 기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2017년 기준,
｢군인연금 통계연보｣)도 매년 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18~2050년간 연
평균 1.8%)에 따라 인상된다.
[표 40] 군인연금 지출: 기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추계방법
항목

추계방법

기수급자 유족연금 
 유족연금 기수급자 수  × 평균 연금월액  × 개월
이때, t는 2018~2050년
유족
연금
(기수급자)

1) 유족연금 기수급자 수  유족연금 기 수급자 수 ×   사망률 
• 유족 수급자 사망률: 국방부 자료
• 유족연금 기수급자 수: 2017년 기준(｢군인연금 통계연보｣)
※ 유족연금 기수급자 사망 시 최종적으로 연금지급 종료
2) 평균 연금월액  평균 연금월액   × 물가상승률
• 평균 연금월액: 2017년 기준 기수급자 유족연금월액(｢군인연금 통계연보｣)
• 물가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기간 평균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지막으로 재해보상급여와 기타지출은 퇴직급여(퇴역연금 및 일시금, 퇴직수
당, 유족연금 등) 총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재해보상급여는 퇴직급여 총
액 대비 비율(실적치)을 근거31)로 2018~2050년간의 총액대비 재해보상급여 비율을
추정한 결과(연평균 3.84%)를 적용하고, 기타지출은 3.65%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31) 2011~2016년간 재해보상급여 비율을 근거로 로그선형함수형태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2050년 동안의 각 연도별 재해보상급여 비율을 추정하였다.

46 ∙ IV. 군인연금 재정전망

2. 재정전망
가. 주요 정책 변화 및 전제
군인연금은 계급별 연령 정년과 연금지급개시연령(전역 직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향으
로 제도 변화를 이어왔다. 다만, 2010년 이후부터는 군인연금이 다소 시간차를 두
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연금지급률(2018년 기준 공무원
1.834%, 군인 1.9%), 연금액 인상(공무원 2020년까지 동결, 군인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등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국방부 등 정부에서 군인연금의 연금지급률 인하 등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본 보
고서에서는 정책변화 반영 없이 군인연금의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를 전망한다.32)
[표 41] 군인연금 항목의 주요 정책 변화 및 전제
모형

주요 정책 변화 및 전제

국회예산정책처(2018)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2018년 기준 현재 제도의 주요 항목(기여금부담률 7%, 물가상승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등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수입 전망
군인연금 수입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8년 1조 6,932억원에서 연평균
1.8% 증가하여 2050년 2조 9,839억원으로 전망되었다. 연금기여금은 연평균 1.9%
증가하여 2050년 1조 997억원이 되고, 총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5.2%
에서 2050년 36.9%로 1.7%p 증가한다. 국가부담금은 2018년 1조 307억원에서
2050년 1조 6,637억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지만, 비중은 5.1%p 감소하여 2050
년에는 55.8%로 전망된다. 기타 수입은 비중이 다소 증가하여 2018년 3.9%에서
2050년 7.4%에 이르고, 규모는 2050년 2,205억원이다.
연금의 수입은 기여금 납부자 수와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 등에 따라 결
정되는데, 군인의 인력운영 상 일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하고, 기여금부담률도 7%로
유지됨에 따라 군인연금 수입은 연평균 1.8%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32) 본 보고서의 군인연금 재정전망은 결과적으로 기준선 전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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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군인연금 수입: 2018~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8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합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5,957

6,249

7,676

9,269

10,997

1.9

(35.2)

(34.5)

(35.2)

(36.1)

(36.9)

-

10,307

10,731

12,616

14,543

16,637

1.5

(60.9)

(59.3)

(57.9)

(56.7)

(55.8)

-

668

1,111

1,490

1,851

2,205

3.8

(3.9)

(6.1)

(6.8)

(7.2)

(7.4)

-

16,932

18,091

21,782

25,663

29,839

1.8

주: ( )는 합계 대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9] 군인연금 수입: 2018~2050년(2018년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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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지출 전망
퇴역연금, 상이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등을 포함한 군인연금 수급자는 2018년 89,981
명에서 2050년에 126,22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들어 연금수급
을 선호하고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19.5년 이상 복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
명도 연장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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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군인연금 수급자 수 전망: 2018~2050년
(단위: 명)

연도

2018

2020

2030

2040

2050

수급자

89,981

94,318

110,453

119,598

126,221

주: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수급자 수는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지출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8년 3조 2,751억원, 2050년 6
조 6,953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퇴직급여는 연평균 2.4% 증가하여 2050년 5조 9,867
억원이 되고 총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86.2%에서 2050년 89.4%로
3.2%p 증가한다. 퇴직수당은 2018년 2,754억원에서 2050년 2,511억원으로 연평균
0.3% 감소하고 비중도 감소하여 2050년에는 3.8%로 전망된다. 재해보상급여는 연
평균 2.4% 증가하여 2018년 1,105억원에서 2050년에 2,370억원이고, 비중은 0.1%p
증가하여 2050년 총 지출 중 3.5%를 차지한다. 기타 지출은 비중이 증가하여 2018
년 2.0%에서 2050년 3.3%에 이르고, 규모는 2050년 2,205억원이다.
[표 44] 군인연금 지출: 2018~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
합계

2018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28,224

30,146

40,442

50,251

59,867

2.4

(86.2)

(85.4)

(87.3)

(88.6)

(89.4)

-

2,754

2,833

2,792

2,637

2,511

-0.3

(8.4)

(8.0)

(6.0)

(4.6)

(3.8)

-

1,105

1,218

1,618

1,998

2,370

2.4

(3.4)

(3.5)

(3.5)

(3.5)

(3.5)

-

668

1,111

1,490

1,851

2,205

3.8

(2.0)

(3.1)

(3.2)

(3.3)

(3.3)

-

32,751

35,308

46,342

56,737

66,953

2.3

주: ( )는 합계 대비 비중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연금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급자 수, 평균 연금월액, 연금액 인상률, 평균 수
급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수명 증가 및 노령화에 따라 기수급자 중 사망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수급자의 연금액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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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또한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전역이 빠른 군인은 퇴역
한 달의 익월부터 연금지급이 시작되어 다른 공적연금보다 수급시작 시점이 빨라
평균 수급기간도 길다. 이러한 군인연금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군인연금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군인연금 지출: 2018~2050년(2018년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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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재정수지 전망
군인연금 재정수지는 2018~2050년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2.7%
증가하여 2050년 3조 7,1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군인연금 재정수지: 2018~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6,932

18,091

21,782

25,663

29,839

1.8

지출(B)

32,751

35,308

46,342

56,737

66,953

2.3

수지(=A-B)

-15,819

-17,217

-24,560

-31,074

-37,114

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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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가 보전해야 하므로 국가보전금 전망값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전금은 2018년 1조 5,819억원에서 2050년 3조 7,114억원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2018~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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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전망된 수급자 수를 활용하여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을 추
정하면, 2018년 1,758만원에서 연평균 1.6% 증가하여 2050년에는 2,9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1인당 국가보전금 전망
(단위: 만원, %)

연도

2018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1인당 국가보전금

1,758

1,825

2,224

2,598

2,94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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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현안
가. 정책 동향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격오지 근무, 연령정년에 따른 조기 퇴직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 직업의 특수성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국가보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후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에 상
응하는 변화 없이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군인연금 가입자가 다른 직
역연금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군인연금 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연금재정 적자로 국가 재정건전
성이 악화되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33) 우리나라도 이
러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군인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로 2017년도 결산 기준 1조 4,657억원의 국가보
전금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0년의 국가보전금
은 3조 7,114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등 군인연금 관련 법령들의 개
정안에서는 장애보상금 인상, 공무상요양비 지원 확대 등 군인복지 강화를 주로 다
루고 있으며, 군인연금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개정안은 많지 않다.
향후에 군인연금 재정 측면에서 논의가 있다면, 직역연금개혁과의 보조를 맞추
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시 정책 현안
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의 변화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
책 현안에 따른 재정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33) 곽용수, ｢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비교·분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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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정책 현안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직역연금개혁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
로 추진된다면, 정책 현안으로 군인연금 수입은 증가시키고 지출은 감소시키는 방
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 중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군인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으로 본다.34)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
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표 47] 군인연금의 정책 현안
구분
수입
지출
수입+지출

내용
①

기여금부담률 인상

②

연금액 한시적 동결

③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④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⑤

정책 현안 통합: ①~③의 정책 현안을 동시에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현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첫 번째 정책 현안인 기여금부담률
인상은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 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7%에서 9%
로 인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군인연금 기여금부담률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
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35) 이후 2025~2050년 기간의 기여금부담률은 9%를 유지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4)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 중 연금지급률 인하도 정책 현안으
로 검토하였는데, 연금지급률 인하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0.2%p를 낮추는 것이고, 개
정 이후부터의 재직기간 1년당 적용되는 것으로 전망 기간 내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모형 내 변수가 계급별 평균값 등 2차 자료로 구성된 부분이 있어 연금지급률 인
하를 반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정책 현안에서는 연금지급률 인하를 다루지 않
았다.
35)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시작, 의견수렴, 최종 개선방안 확정, 예산 편성 및 실행 등에 소요
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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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여금부담률 인상
(단위: %)

연도

2018~2019

2020

2021

2022

2023

2024~2060

군인연금 기여금부담률

7

8

8.25

8.5

8.75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두 번째 정책 현안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5년간(2020~2024년) 동결
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표 49] 연금액 한시적 동결
(단위: %)

연도

2018~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060

연금액 인상률

물가상승률

0

0

0

0

0

물가상승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 번째 정책 현안은 2020년부터 신규로 유족연금수급자가 되는 경우, 해당 군
인의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지급률은 60%를 적용한다.
[표 50]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단위: %)

연도

2018~2019

유족연금지급률

70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060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네 번째 정책 현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책 현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지급률
60%를 적용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책 현안은 위에서 언급한 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여금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액은 한시적으
로 동결하며, 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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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가. 기여금부담률 인상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추계 결과,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수입은 2020년 1조
8,983억원, 2050년 3조 2,981억원으로 전망되었다. 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결과와 비교하면, 재정전망의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이고, 기여금부담률 인
상에 따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0.1%p 높은 1.9%이다.
재정전망 수입 대비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입의 증가액은 2020년 892억
원에서 연평균 4.3% 증가하여 2050년 3,142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연도별 재정전망
수입 대비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입의 증가율은 2020년 4.9%, 2050년 10.5%
이고, 2020~2050년간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입이 재정전망보다 연평균 9.8%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1] 재정전망(수입)과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18,091 21,782 25,663 29,839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입(B)
18,983 23,975 28,311 32,981
차이(=B-A)
892 2,193 2,648 3,142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4.9
10.1
10.3
10.5

1.8
1.9
4.3
9.8

재정전망 수입(A)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도 적자상태를 유지하며, 2020년
1조 6,325억원에서 연평균 2.5% 증가하여 2050년 3조 3,972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표 52]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수입(A)

2020

18,983

2030

23,975

지출(B)

35,308

46,342

수지(=A-B)

-16,325

-22,3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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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28,311

2050

연평균 증가율

32,981

1.9

56,737

66,953

2.3

-28,426

-33,972

2.5

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수지와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수지
를 비교하면, 2020년 재정전망 수지 적자는 1조 7,217억원이고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지 적자는 1조 6,325억원으로 5.2% 감소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2020~2050
년간 연평균 -8.5%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여금부담률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
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표 53] 재정전망 수지와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수지(A)

-17,217 -24,560 -31,074 -37,114

2.7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지(B)

-16,325 -22,367 -28,426 -33,972

2.5

차이(=B-A)

892

2,193

2,648

3,142

4.3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5.2

-8.9

-8.5

-8.5

-8.5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수입의 증가와 재정수지 개선 정도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013~2017년은 결산 기준). 기여금부담률 인상으로 수
입은 재정전망보다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재정수지 적자는 재정전망보다 작아진다.
[그림 12] 재정전망과 기여금부담률 인상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13~205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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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액 한시적 동결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지출 추계 결과,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3조
4,783억원, 2050년 6조 5,797억원으로 전망되었다. 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결과와 비교하면, 재정전망의 지출이 연평균 2.3% 증가하고,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지출은 그보다 0.2%p 낮은 연평균 2.1%로 증가한다.
재정전망 지출 대비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지출의 절감액은 2020년 525
억원에서 2030년 2,507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50년에는 1,156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연금액 동결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지출의 절감효과가 해당 시기에 크고 이
후에는 점점 감소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연도별 재정전망 지출 대비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지출의 증가율은 2020년 –1.5%, 2050년 –1.7%로 2020~2050년
간 재정전망보다 연평균 3.3%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4] 재정전망(지출)과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지출(A)

35,308 46,342 56,737 66,953

2.3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지출(B)

34,783 43,835 54,827 65,797

2.1

-525 -2,507 -1,910 -1,156

2.7

차이(=B-A)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1.5

2030

2040

-5.4

-3.4

-1.7

-3.3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도 적자상태를 유지하며, 2020년
1조 6,692억원에서 연평균 2.6% 증가하여 2050년 3조 5,958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표 55]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8,091

21,782

25,663

29,839

1.8

지출(B)

34,783

43,835

54,827

65,797

2.1

수지(=A-B)

-16,692

-22,053

-29,164

-35,958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8 ∙ V. 군인연금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수지와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재정수지
를 비교하면, 2020년 재정전망 수지 적자는 1조 7,217억원이고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수지 적자는 1조 6,692억원으로 3.1% 감소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2020~2050
년간 연평균 -6.1%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라 기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감소로 군인연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다만, 한시적인
정책이므로 그 효과가 2050년까지 지속되지 않고 초반에 집중된다.
[표 56] 재정전망 수지와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수지(A)

-17,217 -24,560 -31,074 -37,114

2.7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수지(B)

-16,692 -22,053 -29,165 -35,958

2.6

차이(=B-A)

525

2,507

1,909

1,156

2.7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3.1

-10.2

-6.1

-3.1

-6.1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지출의 감소와 재정수지 개선 정도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013~2017년은 결산 기준).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
라 지출은 재정전망보다 감소하여, 수지 적자도 재정전망보다 작아진다.
[그림 13] 재정전망과 연금액 한시적 동결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13~2050년
66,953
65,797

56,737
54,827

46,342
43,835

35,308
34,783

재정전망(지출)
연금액 한시적 동결(지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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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 추계 결과,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3조
5,307억원, 2050년 6조 6,587억원으로 전망되었다. 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결과와 비교하면, 재정전망의 지출이 연평균 2.3% 증가하고,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에 따른 지출은 그보다 0.2%p 낮은 연평균 2.1%로 증가한다.
재정전망 지출 대비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의 절감액은 2020년 1억
원에서 연평균 21.7% 증가하여 2050년 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연도별 재정전망 지출 대비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의 증가율은 2020년
에는 차이가 거의 없고, 2050년에는 –0.5%로 2020~2050년간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에 따른 지출이 재정전망보다 연평균 0.3%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7] 재정전망(지출)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지출(A)

35,308

46,342

56,737

66,953

2.3

유족연금지급률에 따른 지출(B)

35,307

46,316

56,627

66,587

2.1

차이(=B-A)

-1

-26

-110

-366

21.7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0.0

-0.1

-0.2

-0.5

-0.3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도 적자를 유지하며, 2020년 1조
7,216억원에서 연평균 2.6% 증가하여 2050년 3조 6,748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표 58]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수입(A)

18,091

21,782

25,663

29,839

1.8

지출(B)

35,307

46,316

56,627

66,587

2.1

수지(=A-B)

-17,216

-24,534

-30,964

-36,748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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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수지와 비교하였을 때,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율은 2020~2050년간 연평균 -0.6%로 나타났으며, 유
족연금지출의 감소가 크지 않아 재정수지의 개선폭도 미미하다. 다만, 재정수지 개
선규모가 2020년 1억원에서 2050년 366억원으로 점차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전
망기간을 연장하면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9] 재정전망 수지와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수지(A)

-17,217 -24,560 -31,074 -37,114

2.7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수지(B)

-17,216 -24,534 -30,964 -36,748

2.6

차이(=B-A)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1

26

110

366

21.7

0.0

-0.1

-0.4

-1.0

-0.6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013~2017년은 결산 기준).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의 감소폭이
크지 않아 재정전망 지출 및 수지 적자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재정전망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13~2050년
66,953

37,114

66,587

56,737

36,748

31,074
56,627

30,964

46,342

24,560

46,316

24,534

35,308

17,217

35,307

17,216

재정전망(지출)

재정전망(수지 적자)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지출)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수지 적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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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 추계 결과, 2018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2020년 3조 4,782억원, 2050년 6조 5,431억원으로 전망되었다. 군인
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결과와 비교하면, 재정전망의 지출이 연평균 2.3% 증
가하고,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은 0.2%p 낮은 연
평균 2.1%로 증가한다.
재정전망 지출 대비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
의 절감액은 2020년 526억원에서 연평균 3.6% 증가하여 2050년 1,5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연도별 재정전망 지출 대비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
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지출의 증가율은 2020년 –1.5%, 2050년 –2.3%로 2020~
2050년간 재정전망보다 연평균 4.2%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60] 재정전망(지출)과 연금액 및 유족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재정전망 지출(A)
35,308 46,342 56,737 66,953
2.3
연금액 및 유족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지출(B) 34,782 43,809 54,717 65,431
2.1
차이(=B-A)
-526 -2,533 -2,020 -1,522
3.6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1.5
-5.5
-3.6
-2.3
-4.2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도 적
자상태를 유지하며, 2020년 1조 6,691억원에서 연평균 2.6% 증가하여 2050년 3조
5,592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표 61] 연금액 및 유족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수지(=A-B)

2020

18,091
34,782
-16,6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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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21,782
43,809
-22,027

2040

25,663
54,717
-29,054

2050

29,839
65,431
-35,592

연평균 증가율

1.8
2.1
2.6

군인연금의 2020년 재정전망 수지 적자는 1조 7,217억원이고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수지 적자는 1조 6,691억원으로 3.1% 감소한
다. 재정전망 대비 동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수지 증가율은 2020~2050년간 연평균
-6.8%로 나타났으며, 이는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지출의 감소로 군인연금의 재
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표 62] 재정전망 수지와 연금액 및 유족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17,217 -24,560 -31,074 -37,114

2.7

연금액 및 유족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수지(B) -16,691 -22,027 -29,054 -35,592

2.6

재정전망 수지(A)
차이(=B-A)

526

2,533

2,020

1,522

3.6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3.1

-10.3

-6.5

-4.1

-6.8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주: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아
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013~2017년은 결산 기준). 동 정책 현안에 따른
지출은 재정전망보다 감소하여, 수지 적자도 재정전망보다 작아진다.
[그림 15] 재정전망과 연금액 및 유족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13~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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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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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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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 현안 통합
마지막 정책 현안은 앞서 살펴본 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동시에 적용한 것
으로 수입을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시키고, 지출은 절감(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
족연금지급률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도 적
자상태를 유지하며, 2020년 1조 5,799억원, 2050년 3조 2,450억원으로 전망되었다.
[표 63]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수지: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수입(A)

2020

18,983
34,782
-15,799

지출(B)
수지(=A-B)

2030

23,975
43,809
-19,834

2040

2050

28,311
54,717
-26,406

연평균 증가율

32,981
65,431
-32,450

1.9
2.1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인연금 재정전망(2018~2050년) 수지와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를
비교하면, 2020년 재정전망 수지 적자는 1조 7,217억원이고 정책 현안 통합의 수지
적자는 1조 5,799억원으로 8.2% 감소한다.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증가율은 2020~2050년간 연평균 -15.3%로 나타났으며, 이는 군인연금 재
정수지 개선효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
연금지급률 인하 등이 모두 적용되어 정책 현안 중 가장 개선효과가 크다.
[표 64] 재정전망 수지와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17,217 -24,560 -31,074 -37,114
-15,799 -19,834 -26,406 -32,450
차이(=B-A)
1,418
4,726
4,668
4,664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B/A-1)
-8.2
-19.2
-15.0
-12.6
재정전망 수지(A)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수지(B)

2.7
2.4
4.0
-15.3

주: 1. 연평균 증가율 산정 기간: 재정전망 2018~2050년, 정책 현안 2020~2050년
2.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이고,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은 산술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리고 재정전망과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를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망기간 동안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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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재정전망과 정책 현안 통합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비교: 2013~2050년
억원
40,000

37,114

35,000

31,074
32,450

30,000

24,560

25,000
20,000

17,217

15,000

26,406

19,834
15,799

10,000

재정전망(수지 적자)

5,000
0

정책 현안 통합(수지 적자)
2013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정책 현안별 비교
정책 현안별로 재정수지 적자를 비교하면,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에 따른 재정수
지 증가율이 재정전망 대비 연평균 -0.6%에 불과하여 재정수지 개선의 정도가 가장
작다. 정책 현안 통합은 연평균 –15.3%로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크다.
[표 65]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비교: 2020~2050년
(단위: 억원, %)

구분
재정전망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정책 현안 통합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재정수지 개선

-17,217
-16,325
(-5.2)
-16,692
(-3.0)
-17,216
(0.0)
-16,691
(-3.1)
-15,799
(-8.2)

-24,560
-22,367
(-8.9)
-22,053
(-10.2)
-24,534
(-0.1)
-22,027
(-10.3)
-19,834
(-19.2)

-31,074
-28,426
(-8.5)
-29,165
(-6.1)
-30,964
(-0.4)
-29,054
(-6.5)
-26,406
(-15.0)

-37,114
-33,972
(-8.5)
-35,958
(-3.1)
-36,748
(-1.0)
-35,592
(-4.1)
-32,450
(-12.6)

(-8.5)
(-6.1)
(-0.6)
(-6.8)
(-15.3)

주: ( )는 재정전망 대비 정책 현안의 재정수지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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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향후에도 국가가 보전하게 되므로 국가보전금 규
모와 같다. 정책 현안별 국가보전금 규모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재정
전망 대비 정책 현안 통합의 국가보전금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정책 현안별 국가보전금 비교: 2020~2050년
억원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20

2030

2040

2050

▪ 재정전망 ▪ 기여금부담률 인상 ▪ 연금액 한시적 동결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정책 현안 통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을 살펴보면,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
억원으로 가장 크고,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3,071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그림 18]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 2020~2050년
160,000
137,019

140,000
120,000
100,000
80,000

73,108
63,906

60,839

60,000
40,000
20,000

3,071
0
기여금부담률인상

연금액한시적동결

유족연금지급률인하

연금액한시적동결및
유족연금지급률인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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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통합

VI. 결 론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및 개요,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 현황 등을 소개
하고 군인연금의 재정현황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회예산
정책처의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설명하고,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였다. 또한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의 한시적 동결 등을
정책 현안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계급별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
서 도입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
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로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군인연금은 2013년에 개혁을 추진하여 시간적으로 차
이가 있다. 다른 직역연금제도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내용을 적용하여 기
여금부담률 인상 등을 실행하였고, 군인연금제도는 적용하지 않아 기존 제도를 유
지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은 연금기
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
여, 기타로 구성된다.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입은 총 1조 6,354억원이고, 지출은
총 3조 660억원으로 재정수지는 -1조 4,306억원이다. 한편, 제4차 직역연금개혁
(2015년)을 적용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수지는 2015년 3조 727억원 적자에서
2016년 이후에는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개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
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201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50년 기
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3조
7,114억원 적자이다.
한편, 군인연금제도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주요 정책 현안은 다
른 직역연금제도와 보조를 맞추고 군인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시 정책 현안에 따른 군인연금 재정의 변화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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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
용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을 검토하였고, 정책의 적용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
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
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6%를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
안 통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에서도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와 같이 2018~2050년 군인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제4차 직역연금개혁
(2015년)의 주요 내용을 정책 현안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액 한시적 동결 등으로 군인연금의 재정수지가 개선
되는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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