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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적 특성

인구피라미드 변화추이인구피라미드 변화추이

•국내 인구피라미드는 2005년 종형에서

2050년 항아리모양으로 변화될 전망

ü 1960년 피라미드형에서 2005년 현재 종

형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함께 감소하

는 인구구조로 변화되었음

ü 205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되는 주

발형(항아리모양)으로 인구구조가 변화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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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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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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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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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시기 인력수요(기본전망)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 과부족(공급-수요)

2015년 2,708.4만명 2,6454만명 △ 63만명

2020년 2,857.9만명 2,7062만명 △151.7만명

저출산의 파급효과저출산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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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857.9만명 2,7062만명 △151.7만명

주: 기본전망은 2003∼2020년 사이 부가가치 성장률이 4.5%에 이르는 경우를 가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저출산ᆞ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 취업자수 증가율 감소, 산업인력 노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 한국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 발생



기대수명

기대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기대수명 및 사망자수 추이

1971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기대수명 계 62.3 65.7 71.3 76.0 78.6 79.6 81.5 83.1 86.0

남 자 59.0 61.8 67.3 72.3 75.1 76.1 78.0 79.8 82.9

여 자 66.1 70.0 75.5 79.6 81.9 82.9 84.7 86.3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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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세, 천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여 자 66.1 70.0 75.5 79.6 81.9 82.9 84.7 86.3 88.9

사망자수 238 278 249 247 246 284 375 465 679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6.0세, 2003년 77.5세로 지속적으로 상승

•2005년 현재 기대수명 78.6세에서 점차 높아져 2030년 83.1세, 2050년 86.0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사망자수는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인구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장수리스크 국제비교장수리스크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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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세, 천명
자료: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는 2005년 기준 0.87로, 동일방식으로 산출한 선진국의 수치 0.33~0.3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장수리스크가 0.87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상한 은퇴기간보다 실제 은퇴기간이 평균 87% 가량 더 길

어진 다는 것을 의미



2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국내외 고령화 전망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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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비율(%) 7.2 11.0 12.9 15.6 19.9 24.3 32.5 38.2

고령인구(천명) 3,395 5,357 6,381 7,701 9,768 11,811 15,041 1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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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국내외 고령화 전망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 연수

7%(고령화) 14%(고령) 20%(초고령)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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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국내외 고령화 전망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

령화지수도 급속히 상승하여 주요 선진국을

상회할 전망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2020년 125.9,

2050년 429.3으로 일본(337.5)과 독일

(258.4)을 추월할 전망

우리나라 유년 및 노령인구 변화 추이우리나라 유년 및 노령인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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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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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고령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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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2000

OECD 주요국가의 고령자 부양비율OECD 주요국가의 고령자 부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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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2000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

령자 부양비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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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나, 
향후 금융자산비중 상승 전망

자료 : 하나금융그룹, 통계청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

가계 금융수요 변화가계 금융수요 변화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기준년 2010 2010 2009 2008

주요국주요국 자산자산 중중 실물자산과실물자산과 금융자산금융자산 비중비중 한국한국, , 미국미국, , 일본일본 가계가계 금융자산금융자산 구성구성 비교비교(2011.1Q(2011.1Q기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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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78.6 32.9 54.8 39.5

금융자산 21.4 67.1 45.2 60.5

자료 : 보험연구원, 금융투자협회

자료 : 금융투자협회



노후자산의 축적 (필요성)

현재연령 연금소득 소비지출(①+②) 노후생활비(①) 노후의료비(②) 개인리스크규모

연금소득 소비지출규모

일반근로자가일반근로자가 은퇴은퇴 이후이후 기대여명까지기대여명까지 생존할생존할 경우경우

고령화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

일반근로자의 노후 개인리스크 추정일반근로자의 노후 개인리스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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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연령 연금소득 소비지출(①+②) 노후생활비(①) 노후의료비(②) 개인리스크규모

27세 33,482 42,179 38,669 3,511 8,697 (20.6)

35세 28,732 33,151 30,526 2,625 4,418 (13.3)

45세 20,166 24,539 22,714 1,825 4,373 (17.8)

55세 11,778 18,171 16,901 1,269 6,392 (35.2)

65세 8,550 13,459 12,576 883 4,909 (36.5)

주 : 1) 개인리스크규모= 소비지출 - 연금소득
2) ( ) 안은 개인리스크부담률을 나타내며, 개인리스크부담률

자료 : 오영수 외(2005)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 구축』의 <표 18>을 재구성

고령화 관련 부담의 상당부분이 불가피하게 가계자산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가계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



노후자산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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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호주달러, 천명
자료 : APRA



노후자산의 축적

슈퍼애뉴에이션 자산 기타자산
합계(달러)

금액(달러) 비중(%) 금액(달러) 비중(%)
20~24 680,102 83.8 131,077 16.2 811,179
25~29 595,558 83.7 116,352 16.3 711,910
30~34 517,923 79.8 130,849 20.2 648,771
35~39 442,804 76.8 134,011 23.2 576,815
40~44 370,181 70.3 156,231 29.7 526,412

호주 국민들의 은퇴시 예상 자산규모 (현재가치)

호주 슈퍼애뉴에이션호주 슈퍼애뉴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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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370,181 70.3 156,231 29.7 526,412
45~49 288,839 65.2 154,169 34.8 443,007
50~54 224,075 56.3 173,881 43.7 397,956
55~59 173,297 48.8 181,566 51.2 354,863
60~64 134,481 41.5 189,790 58.5 324,271
65~69 106,709 37.8 175,688 62.2 282,397

전체 근로자 425,620 74.4 146,604 25.6 572,224

호주 국민이 은퇴할 시점에 보유할 자산 중 슈퍼애뉴에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로 예상

은퇴 이후 소득보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자료 : AMP, Superannuation adequacy report , 2009



노후자산의 축적

미국 401(K) 자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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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달러
자료 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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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산의 축적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퇴직연금 자산 증가 추이 (%)

미국 401(K)미국 4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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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산의 축적

영국 퇴직연금법 개정(2008년)영국 퇴직연금법 개정(2008년)

퇴직연금 자동
가입 규정 신설

영국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1997년 46% -> 2009년 37%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

n근로자 12만명 이상의 기업은 2012년 제도 시행과 함께 바로 자동가입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미만 기업은 3년에 걸쳐 도입

n2012년에 창업되는 기업은 2016년까지 도입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

n총 기여금은 2012년 2%, 2016년 5%, 2017년 8%로 상향 조정
n사용자의 의무기여금은 2012년 1%, 2016년 2%, 2017년 3%로 단계적 인상

기여금의
단계적 인상

n중·저소득층과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0.3% 정도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공적연금사업자 창설

NEST제도도입



3층 개인연금

3층 노후 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사적연금 비중을 늘리도록 연금제도 개편

노후 보장체계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충
하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연금제도 개편

Korea Institute of Finance 21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제도

의 구조개혁이 불가피

전반적인 세제관련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퇴직금제도를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전환시

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주택연금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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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건) 보증공급잔액(십억원)

주택연금시장 가입건수 및 보증잔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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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주택연금주택연금

주택가격지수 추이 및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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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증잔액 단위는 억원, 주택가격지수는 2011년 6월=100기준
자료: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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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퇴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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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퇴직연금퇴직연금

연금자산 규모(GDP대비 %, 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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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ccupational pension(기업연금)기준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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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개인연금개인연금

개인연금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 10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규모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규모 증감율

개인연금

(세제적격)
41,694 46,277 11.0 51,919 12.2 59,61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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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개인연금

(세제적격)
41,694 46,277 11.0 51,919 12.2 59,614 14.8

개인연금

(기타)
66,351 70,962 7.0 83,869 18.2 98,380 17.3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개인연금개인연금

구분 한국(2007) 미국(2005) 일본(2005)

근로·사업소득 39.8 19.8 17.7

노후 주요 수입원의 국제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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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창희(2010),“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금융발전,”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공적·사적연금 14.3 64.8 74.9

자녀·친척도움 34.1 0.5 2.5

기타 11.6 14.9 4.9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건강보험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율 및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추이

Korea Institute of Finance 28

•2011.1분기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28,919원

•2004년 114,203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자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활성화

건강보험건강보험

민영 건강보험 실적추이(생보+손보)

정액형 실손형 계

위험보험료 증가율 위험보험료 증가율 위험보험료 증가율

FY2003 26,694 - 3,596 - 30,290 -

Korea Institute of Finance 29

FY2004 31,062 16.4 3,833 6.6 34,895 15.2

FY2005 45,209 45.5 5,232 36.5 50,441 44.6

FY2006 50,768 12.3 6,799 30.0 57,567 14.1

Fy2007 56,096 10.5 9,232 35.8 65,328 13.5

FY2008 61,880 10.3 12,974 40.5 74,854 14.6

자료 : 조용운, 국회입법공청회자료



장기 자산운용시장 육성

만기구조 비교만기구조 비교

만기별 국고채 발행추이 (조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고채 발행 34.5 56 62.6 60.7 48.3 52.1 85 77.7

3년물 14.1 16.7 19.1 15.4 10.7 13.6 28.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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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지식경제부

(비중) 40.90% 29.80% 30.50% 25.40% 22.10% 26.00% 33.20% 22.20%

5년물 12.3 22.3 24.9 24.4 19.1 20.6 32.8 27.7

(비중) 35.60% 39.90% 39.80% 40.20% 39.50% 39.60% 38.60% 35.60%

10년물 8.1 17 18.6 15.1 13.6 12.9 15.9 20.4

(비중) 23.50% 30.30% 29.70% 24.90% 24.40% 23.30% 18.70% 26.20%

20년물 - - - 5.7 4.9 1.9 8 11.2

(비중) 9.40% 10.10% 9.50% 9.50% 14.30%



장기 자산운용시장 육성

만기구조 비교만기구조 비교

2010년 미국 만기별 국고채 발행추이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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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산운용시장 육성

장기 국채 발행비중의 확대 여지장기 국채 발행비중의 확대 여지

국가별 국채 평균 잔존만기 (단위: 년)

국가 한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평균 잔존만기 4.28/3.23 6.4 6.4 7.1 7.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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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잔존만기 4.28/3.23 6.4 6.4 7.1 7.9 13.5

•2009년말 국내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는 4.3년, 통안증권을 포함할 경우 3.2년으로 추정

v이는 독일, 영국, 그리스 등과 비교했을 때 짧은 수준

v10년 혹은 20년 만기 장기 국채 발행비중이 확대될 여지

주: 한국의 경우 4.28은 국채기준, 3.23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기준
자료 : 임형준, 장기채권 수요확대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금융연구원



노후 자산의 적정 인출

연금자산의 인출 형태연금자산의 인출 형태

완전연금완전연금
(standard(standard
annuity)annuity)

일시금일시금
(lump(lump--sum)sum)

Fixed income
drawdown

with specific 
annuity age

Annuity with 
life insurance

or 
long-term care

Flexible income
drawdown

with specific 
annuity age

Scheduled 
withdrawal

hybrid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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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인출 option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칠레; Annuity 선택권 보장)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Annuity 의무화



노후 자산의 적정 인출

Annuity 시장의 육성 필요성Annuity 시장의 육성 필요성

• 경험생명표의 under pricing 문제 야기

• 자생적 Annuity 시장 발전의 어려움(미국,호주 등)
• 경험생명표의 under pricing 문제 야기

• 자생적 Annuity 시장 발전의 어려움(미국,호주 등)

☞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의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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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생명표의 under pricing 문제 야기

• 자생적 Annuity 시장 발전의 어려움(미국,호주 등)
• 경험생명표의 under pricing 문제 야기

• 자생적 Annuity 시장 발전의 어려움(미국,호주 등)

☞ 사적 Annuity 시장이 발달한 나라

• 주로 Annuity를 강제로 하는 국가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 주로 Annuity를 강제로 하는 국가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노후 자산의 적정 인출

Annuity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Annuity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

저해요소 대응방안

Ø Adverse Selection

Ø Misleading Perception

• Lump sum vs. Annuity                  
(미국 국방부 사례)

Ø 소비자니즈를 반영한 유연 상품의 부재

• Liquidity(질병, 목돈사용 등)

• Flexibility

•Bequest Motive

Ø 공적연금/사적연금간의 Annuity 
imbalance or competition

ü 적정가격 산출

ü 교육, Default option의 강제화

ü 다양한 hybrid-Annuity 옵션의

허용/상품의 개발

ü 관련 세제혜택의 조절

ü 공적연금/사적연금의 Annuity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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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Adverse Selection

Ø Misleading Perception

• Lump sum vs. Annuity                  
(미국 국방부 사례)

Ø 소비자니즈를 반영한 유연 상품의 부재

• Liquidity(질병, 목돈사용 등)

• Flexibility

•Bequest Motive

Ø 공적연금/사적연금간의 Annuity 
imbalance or competition

ü 적정가격 산출

ü 교육, Default option의 강제화

ü 다양한 hybrid-Annuity 옵션의

허용/상품의 개발

ü 관련 세제혜택의 조절

ü 공적연금/사적연금의 Annuity 연계

미국 국방부 사례(Warner&Pleeter, 2001)
§IRR for Annuity 17.5~19.8%, IRR for 일시금(국채수익률) 7% 내외

-> 일시금 선택비율 : 장교 52%, 사병 92%



관련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관련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

판매채널 정비

Ø 종합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 정비 필요

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및 전문인력의
육성 도모의 부수적 효과 기대

금융교육 강화

Ø 노후생활 대비는 조기에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Ø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
적으로 관리·확대하여 금융소
비자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인
식제고 및 자체적 금융상품 선택
역량 확충

인프라인프라 확충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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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정비

Ø 종합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 정비 필요

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금융권
퇴직자의 재취업 및 전문인력의
육성 도모의 부수적 효과 기대

금융교육 강화

Ø 노후생활 대비는 조기에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Ø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
적으로 관리·확대하여 금융소
비자의 고령화 리스크에 대한 인
식제고 및 자체적 금융상품 선택
역량 확충

금융소비자 보호

Ø 고령화 관련 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는 바로 해당소
비자의 노후대비 실패로 이어
질 가능성

Ø 투자자·계약자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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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redit Counseling Service미국의 Credit Counseling Service

• 제3자인 Credit Counseling 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중간에서 협상을 통해 월 상환액 및 이자율 등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금융제도

• 비영리 민간 Credit Counseling 기구에 의해 시행 중

① 소비자 금융교육

②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예산상담(Budget counseling)
③ Debt Management Plan의 마련

④ 소비자들을 여타 지원기관에 연계하거나 파산기록의 관리 등을 조언

개념

금융교육 사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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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 금융교육

②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예산상담(Budget counseling)
③ Debt Management Plan의 마련

④ 소비자들을 여타 지원기관에 연계하거나 파산기록의 관리 등을 조언

제공하는
서비스

• 미국의 대표적 신용상담기구인 NFCC에 의하면 상담을 받은 채무자의 7%가
파산절차를 진행 (control group은 25%가 파산절차를 진행)

• Control group과 비교했을 때 상담을 받은 채무자들은 신용도 향상, 총 채무액
감소, 계좌잔액 증가, 연체계좌 수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

효과



미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채무조정계획(Debt Management Plan)미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채무조정계획(Debt Management Plan)

•채무조정계획은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3~5년에 걸친 상환계획을 마련해
credit counseling 기구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조정하는 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발적 참여

개념

금융교육 사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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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금이 상환되는 동안 채권액 감면이나 조정채무에 대한 적용이자율 및
기타비용 인하 등을 지원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참가하는 채무자의 채권추심을 중단하거나 채무계좌를
정상적인 여신계좌로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 기여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
해소

•채무자의 경우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일일이 상환하지 않고 credit counseling 
기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예산 지출 관리 단순화 가능

특성
및

효과



금융교육 사례(미국)

미국의 Credit Counseling 산업미국의 Credit Counseling 산업

•비영리 Credit Counseling 산업은 무담보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한 1950~60년대에 탄생

•초기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credit counselor 들의 운영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반면 비영리(non-profit) credit counseling 기구는 정책적으로 허용

•1990년 전후 약 200여개의 비영리 Credit Counseling 기구가 활동

•199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1994년 이후 약 1,200여개의 기구가 신설되었으며, 이중
¾ 정도인 870여개가 1999년까지 활동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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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Credit Counseling 산업은 무담보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한 1950~60년대에 탄생

•초기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credit counselor 들의 운영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반면 비영리(non-profit) credit counseling 기구는 정책적으로 허용

•1990년 전후 약 200여개의 비영리 Credit Counseling 기구가 활동

•199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1994년 이후 약 1,200여개의 기구가 신설되었으며, 이중
¾ 정도인 870여개가 1999년까지 활동

•비영리 Credit counselor는 채권자들의 Fair Share Payment 방식에 의한 기부로 운영

•초기에 채권자들은 채무상환액의 약 12~15% 정도를 Credit Counselor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약 6% 정도를 지급

•90년대 이후 신설된 credit counselor들은 채권자들의 Fair Share Payment 보다
채무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등 수입원을 채무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

운영방식



금융교육 사례(미국)

미국 Credit Counseling 산업 성장 원인미국 Credit Counseling 산업 성장 원인

미국 은행카드 연체 수(단위: 천명) •서비스 수요 증대

Ø1991~2003년 사이 미국의 은행카드 보유자의
급격한 증가

Ø1999년 이후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

ØDebt Management Plans 및 Chapter7 &13 등
파산 신청자를 증가

•Credit Counseling 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Ø비영리 Credit counseling 기구들은 주법에 의해
규제되며 연방법이 미적용

Ø콜센터, 인터넷, 데이터처리,전자결제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통한 준비 비용 축소

Korea Institute of Finance 41

미국 16세 이상 인구 당 채무조정계획 신청자수

•서비스 수요 증대

Ø1991~2003년 사이 미국의 은행카드 보유자의
급격한 증가

Ø1999년 이후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연체가
급격히 증가

ØDebt Management Plans 및 Chapter7 &13 등
파산 신청자를 증가

•Credit Counseling 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Ø비영리 Credit counseling 기구들은 주법에 의해
규제되며 연방법이 미적용

Ø콜센터, 인터넷, 데이터처리,전자결제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통한 준비 비용 축소

자료: Robert M. Hunt(2005)



금융교육 사례(미국)

미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NFCC)

미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NFCC)

•NFCC는 1951년 설립되어 미국 각 지역에서 신용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소(CCCS: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신용상담
회원단체

•채무조정 및 채무상 환을 대행하는 채무관리 프로그램운영, 채무관련 상담 및 교육업무 수행

•연간 150만명의 채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약 60만건의 채무조정 계획을 집행·관리

•NFCC와 같은 민간 신용기구들은 상담소마다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상담소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금융상담은 물론 채무 문제에서
파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개인적 문제까지 조언

Korea Institute of Financ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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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만명의 채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약 60만건의 채무조정 계획을 집행·관리

•NFCC와 같은 민간 신용기구들은 상담소마다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상담소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금융상담은 물론 채무 문제에서
파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개인적 문제까지 조언



금융교육 사례(영국)

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itizen Advice Bureau(CAB)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itizen Advice Bureau(CAB)

영국의 Credit Counseling 기구영국의 Credit Counseling 기구

• 영국에서는 사적기구를 통한 부채 및 채무상담이 활발하게 전개

• Citizens Advice Bureau(CAB)와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CCCS)가 대표적 사적
채무조정 기구

• 두 기구 모두 고령화와 관련하여 은퇴자 및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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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itizen Advice Bureau(CAB)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itizen Advice Bureau(CAB)

• CAB는 1939년에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소비자상담기구

• CAB 본부는 자선단체와 영국 상무부의 지원으로 운영

• 2009/10 동안 210만명의 710만건의 문제에 대해 조언

• CAB는 소비자에 대한 채무, 주거, 실업, 법적문제, 이민문제 해결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채무관련 상담이 증가하면서 2011년 2분기 기준 Benefit and Tax Credits 및 Debt 등 채무관련 상담이
전체의 64%를 차지(2분기 동안 100만 8,700여건)

• CAB의 상담은 대면, 전화, 이메일, 온라인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짐



금융교육 사례(영국)

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itizen Advice Bureau(CAB)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itizen Advice Bureau(CAB)

CAB의 Benefit & Debt 관련상담건수 추이 CAB의 채무관련 상담 유형

단위: 건

Korea Institute of Finance 44

자료: CAB



금융교육 사례(영국)

Citizen Advice Bureau(CAB)의 고령화 관련 금융 상담Citizen Advice Bureau(CAB)의 고령화 관련 금융 상담

Ø CAB는 은퇴 준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

Preparing for retirement
• 은퇴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상담

Directgov guide to options in retirement
• 온라인을 통해 은퇴 후 연금수입 등을 계산

Choosing an annuity
• 연금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Pensions - income withdrawal
• What income withdrawal means, how it works and who it's suit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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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사례(영국)

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CCCS)영국의 Credit Counseling 사례: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CCCS)

• 영국의 CCCS는 미국 NFCC의 사무소인 CCCS를 모델로 1992년 설립

• CAB가 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반면 CCCS는 주로
채무와 관련된 상담을 수행

•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파산절차 상담, 채무상담, 채무조정계획 상담, 채무구제
상담, Equity release 상담, IVAs(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 자금관리
상담, 모기지 지원, 자영업자 상담, 복리후생 상담 등

• 채무자가 CCCS에 채무상환금을 납부하면 CCCS는 다수의 채권자에게 이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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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CCCS에 채무상환금을 납부하면 CCCS는 다수의 채권자에게 이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



금융교육 사례(영국)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CCCS)의 고령화 관련 금융 상담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CCCS)의 고령화 관련 금융 상담

Ø CCCS는 은퇴 준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

Planning your retirement
• 은퇴수입의 원천, 수령 금액 확인, 노후 수입 증대 방안에 관한 상담

Personal pensions
• 개인연금의 수령 시점, 은퇴시점에 연금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세금, 연금의

일시금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상담

Additional state benefit
• 국가에서 제공하는 pension credit, winter fuel payment, attendance allowance, 

disability living allowance 등에 대한 상담

Reviewing your insurance
•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점검 및 상담

Equity Release
•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이용 및 Home Reversion Plans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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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사례(한국)

국내 Credit Counseling 사례국내 Credit Counseling 사례

• 국내 Credit Counseling 프로그램은 주로 서민금융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 정부에서 운영 중인 ‘OK 주민서비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워크’ 등이 대표적

•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은 민간 비영리 소비자상담기구는 부재

• 최근 금융그룹 및 은행별로 비영리 자선 공익재단 설립 움직임이 활발

• 그러나 미소금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 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소비자에 대한 신용 및
채무상담, 금융교육 등에 대한 부문은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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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Credit Counseling 프로그램은 주로 서민금융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 정부에서 운영 중인 ‘OK 주민서비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워크’ 등이 대표적

•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은 민간 비영리 소비자상담기구는 부재

• 최근 금융그룹 및 은행별로 비영리 자선 공익재단 설립 움직임이 활발

• 그러나 미소금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 지원 등이 대부분이며, 소비자에 대한 신용 및
채무상담, 금융교육 등에 대한 부문은 부족한 상태

은행명 우리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외환은행

사회공익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하나미소금융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드림소사이어티재단

KB금융공익재단(경제
교육 및 사회공헌사
업)

외환나눔재단

국내 금융기관 비영리 자산공익재단



금융교육의 발전방향

금융교육의 발전방향금융교육의 발전방향

기존의 금융교육 고령화시대의 금융교육

Ø 채무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처방

Ø Credit/Debt Counseling 위주

Ø 신용불량자/저소득층 위주

Ø 신용/부채 상담 등 일회적 문제 해결 및
상담

Ø 채무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사전적
처방

Ø 전반적 preretirement/post-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Ø 모든 국민계층 대상

Ø 지속적 파트너쉽을 통한 노후대비 및
금융행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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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금융교육: Financial Coaching

Financial Coaching의 개념Financial Coaching의 개념

• Coaching은 가이던스의 제공, 목표설정, 목표의 점검, 목표달성을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쉽

• Financial Coaching은 고객들이 금융생활(financial life)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전반적인 과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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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ing은 가이던스의 제공, 목표설정, 목표의 점검, 목표달성을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쉽

• Financial Coaching은 고객들이 금융생활(financial life)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전반적인 과정

• Financial Coaching은 일시적인 사건이나 문제보다는 금융행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Counseling과 차이

• Counseling이 채무 및 파산 문제, 주택구입과 같은 일회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Coaching은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의 향상 및 발전을
돕는 것

Counseling
과 차이



Financial Coaching의 개념Financial Coaching의 개념

1) a focus on long-term outcomes;
2) an ongoing, systematic, collaborative process for assisting clients 

to change behaviors;
3) support to practice new behaviors; and
4) building skills and teaching content based on the client’s unique 

needs and goals.

특징

고령화시대의 금융교육: Financial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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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focus on long-term outcomes;
2) an ongoing, systematic, collaborative process for assisting clients 

to change behaviors;
3) support to practice new behaviors; and
4) building skills and teaching content based on the client’s unique 

needs and goals.

1) Goal Setting
2) Action Planning
3) Monitoring

과정:
3단계

자료: J. Michael Collins외, Financial Coaching: A new approach for Asset Building?, PolicyLab, 2007



한국형 Financial Coaching Model 의 관련 이슈 검토

주관기관 및 포괄업무주관기관 및 포괄업무

§ 민간기관 vs. 민관합동 vs. 정부주도형

§ 영리 vs. 비영리

Ø종교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연계(ex.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

Ø직장과의 연계(ex.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교육 의무, 퇴직연금의 교육수수료 활용)

§ Funding Source

ØService Fee. Donation, Public money, 기타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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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vs. 민관합동 vs. 정부주도형

§ 영리 vs. 비영리

Ø종교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연계(ex.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

Ø직장과의 연계(ex.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교육 의무, 퇴직연금의 교육수수료 활용)

§ Funding Source

ØService Fee. Donation, Public money, 기타

포괄업무

§ Life-Cycle financial Coaching

Ø청소년/대학생 금융교육

Ø재무설계서비스: 보유자산 분석 및 자산축적/소진 전략

– 생애기간별 예상 수입·비용 추정

– 주택매매 및 모기지 상담

– 연금선택 및 비중조절(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자산별 적정축적/소진 전략 수립

Ø연령대, 직군별, Prototype별 Default option 개발 및 제공

– Default 통장

– Default Life-Cycle Fund(위험자산/안전자산)

– Default 연금(퇴직연금(IRA, 중소기업대상), 개인연금 등)



한국형 Financial Coaching Model 의 관련 이슈 검토

CommunicationCommunication

§ 주기적 주기적/지속적 파트너쉽
Ø주기적 재정 재계산→ consulting panel data base 의 구축

Default option 개발 및 연구조사업무에의 활용

Ø 주요 재무의사 결정시 financial coaching 의무화

(주택매매, 연금선택, default option변경 등)

§ 다양한 communication 통로 확보
Øoff -line(대면)

Øon-line(인터넷, 스마트폰 app)

Ø요구시 익명성 보장

§ Reputation build-up Data base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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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주기적/지속적 파트너쉽
Ø주기적 재정 재계산→ consulting panel data base 의 구축

Default option 개발 및 연구조사업무에의 활용

Ø 주요 재무의사 결정시 financial coaching 의무화

(주택매매, 연금선택, default option변경 등)

§ 다양한 communication 통로 확보
Øoff -line(대면)

Øon-line(인터넷, 스마트폰 app)

Ø요구시 익명성 보장

§ Reputation build-up Data base 축적
상호작용



총체적 접근을 통한
출산 장려책

총체적 접근을 통한
출산 장려책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정년연장과 노년층 일자리 확보정년연장과 노년층 일자리 확보

실버 산업의 신성장 사업화

일반경제 및 사회제도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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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제 및 사회제도와
관련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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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

실버 산업의 신성장 사업화실버 산업의 신성장 사업화

이민문호 개방 및
체류외국인 확보를 통한

노동력 확보

이민문호 개방 및
체류외국인 확보를 통한

노동력 확보

첨단산업 및 후방효과 산
업의 국내유치 강화

첨단산업 및 후방효과 산
업의 국내유치 강화

건강보험 개선 및
사적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개선 및
사적 의료보험 활성화



현행 수준의 복지정책을 지속할 경
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
기 때문에 향후 전체 재정에서 차
지하는 복지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
로 증가할 전망

지속적 재정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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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준의 복지정책을 지속할 경
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
기 때문에 향후 전체 재정에서 차
지하는 복지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
로 증가할 전망

지속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 강구 필요

잠재되어 있는 공기업 및 지자체의
재정압박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재
정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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