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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2.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3.연금자료실 -> 온라인 상담 창구 있음 

1.연금상품 비교 공시 

4.연금세제 안내 

5.연금계좌 온라인 플랫 폼 

<포털 회원 가입> 



1. 퇴직연금 + 개인퇴직 IRP 

-수령기간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다름 
    1)만60세~69세 -> 5.5% 
    2)만70세~79세 -> 4.4%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통상 10년 정도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효과 있음 

-현직 근무시! 아직도 개인 퇴직 IRP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 즉시가입!!! 

-년 900백 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 있음(연말정산 백만원 이상 환급!!) 
  (올해 21년까지 900만원, 내년부터는 700만원 혜택) 

가입시점부터 5년 이상 보유시 환급 받는 금액에 대한 환수 없음 

ex)퇴직급여(1억) : 
 (1)일시에 수령하면 (만55세 이후)->1000만원(10%) 퇴직 소득세부과 
 (2)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분할 수령 ->연금수령액의 7% 소득세 징수(연 70만원) 
 (3)만65세 이후 수령 시(5,5%) / 만70세 이후 수령시(4.4%) 



1-1. 퇴직연금 + 개인퇴직 IRP 

단,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저축,  

                              개인IRP 납입액부터 연금 지급하여 세액은 없음 
 
               ->세액공제 받은 것 + 운용수익 => 연금으로 지급 
                                                   (연금소득세 징수함. 3.3%~5.5%)  
 

중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보다 높으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2. 국민연금(노령연금)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상  -> 소득없을시 조기수령 가능  -> 
                                              원래 연금보다 일정 비율로 연금 액 감액 

국민연금의 세액공제가  
2002년부터 이므로  

그 이전 가입금액은 공제하고 세금 납부 

1년 일찍 받은 경우 94% 

2년 일찍 받은 경우 88% 

3년 일찍 받은 경우 82% 

4년 일찍 받은 경우 76% 

5년 일찍 받은 경우 70% 

★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 
  2021년 인정소득 2,539,734  
  자기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인정소득 2,539,734원 = A값(초과금액) 
------------------------------------------------------------------------------------------    
*A값이 100만원 미만 -> 감액 0~5만원 
         100만~200만 -> 감액 5~15만원 
         200만~300만 -> 감액 15~30만원 
 



2-1. 국민연금(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53년~56년생 이전 61세 56세 61세 

57년~60년생 이전 62세 57세 62세 

61년~64년생 이전 63세 58세 63세 

65년~68년생 이전 64세 59세 64세 

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노령연금 연기제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기 수령 가능. 연기 비율은 수급자가 결정 
(50~100%까지)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올려 받음. 
------------------------------------------------------------------------------------------    
*ex) 월세 받아 사는데 국민연금지급액이 감액된다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 ① 월급(有) + ②임대소득(有) 
               ↓ 
          최대감액(½) / 감액기간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간 
 



3. 주택연금 
 
 

★한국주택 금융공사 -> 예상연금조회로 알아보기  

   ① 전후 후박형(10년은 좀 더 많이 +나머지는 ⅓) 

   ② 평균형 (1/N) 

 
     
 

★Sample 

   아파트 주소입력 -> 금액확인 : ex) 8억 5천 

     10년간 -> 2,549,000원 수령 

     그 이후 -> 1,784,00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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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서류 (처리기간 30일~ 60일)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청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복지로싸이트 - > 복지서비스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신청서식 ❼ , 기초연금 ❷❽❾ 서류 
     
        
 
    

 
 
★소득,재산 신청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기준액 21년 2,704,000 

* 공적자료로 모두 스캔 
* 본인, 배우자 소득상황과 재산상황 + 임차보증금(계약서) 
 
 
     ★ 2011, 7월 부터 증여도 일반 재산에 포함 ★ 



5. 건강보험 

 
 

★사업자 등록자는 소득이 1원 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안됨 

   5억 4천~9억 재산 + 연 소득 1,000만원 이상 = 피부양자 자격 안됨  

                                       ↓  
 

 
 
    

 
 
 
 
★2021년 기준 
   - 재산과표 6억 
     5년 된 3,000만원 자동차보유 
     소득 월 90 만 
        
        
 
    

월 30만 정도의 건보료 
 
 
 
★2022년 기준 
   - 합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재산과표 (공시가격 6억) – 재산과표 3억6천  
                              ↓ 

         
        
 
         

 ★ 퇴직자는 임의 계속 가입 신청(3년 동안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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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퇴 후 즐거운 동호회 활동 
 
 
 
 

(1) 걷기동호회 :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 

 

(2) 혼자 조용히 여행 : 김휴림의 여행편지 

 

(3) 여자들 만의 여행 : 여자 혼자 가는 여행 

 

(4) 각 나이별 띠방 : 58개 띠 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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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단한 어깨 운동(오십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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