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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서울대 은퇴설계전문가 과정수료

네이버 카페‘두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

공동 운영 중 ‘MBC,EBS’ 등 방송 출연

‘MBC,EBS’ 등 방송 출연

前) 2007년 ~ 2017년 메트라이프 FSR

前) 한국금융자문연구소 여의도센터장

現) 에이치앤 파트너스 공동대표



고령화, 고령, 초고령사회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일본 : 24년
(1970~1994)

한국 : 17년
(2000~2017)

9년만 초고령사회 진입 2026년 예상



은퇴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1. 주택 마련 비용

2. 자녀 교육비용

3. 자녀 결혼 자금 지원

4. 과소비

5. 가처분소득 감소



나는 얼마나 쓰고 있는가?

고정지출은 인정하고

변동지출은 조정가능



노후 생활비 얼마나 쓸까?

활 동 기

회 상 기
간 병 기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은퇴 준비 자산 점검

1. 내가 받을 연금들

2. 금융자산 수익형 부동산

3. 자식 ?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 인구구조의 변화



연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국민연금의 장점

1. 국가가 보증 민간 보험보다 안전

2. 압류 당하지 않는다.(185만원까지, 안심통장 개설 Good)

3. 죽을 때 까지 나오며 유족연금으로도 지급된다.
연금수령액의 60%(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 시 5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한다. 
단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 배우자 노령연금의 30%만 수령한다.

4. 물가 상승의 위협에서 안전하다.

결론 : 그 어떤 민간 연금보험보다 우수하다.



나의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도 가입해야 하나요?

A

B

지역가입자 A씨 보험료대비 연금액 557.56%

A, B씨 모두 30년 국민연금 납입 가정

지역가입자 B씨 보험료대비 연금액 513.39%

결론 :
무조건 길게 납입하고 사정이 생겨 직장에서 나오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납입하는게 좋음. 
배우자 국민연금 바로 점검 !!



국민연금 추후 납입 제도 (1355번 전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 
납부하여 연금수급권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본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존재

• 타공적연금 재직기간과 중복된 기간 제외



국민연금 추후 납입 제도 (1355번 전화)

추납금액 산정 및 납부

• 추납금 산정 : 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X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

• 분할 납부는 최대 60개월까지 가능 (분할이자가산)

추납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웹, 민원24, 우편, FAX, 방문

그냥 1355 전화해서 추납 가능 대상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조회는?

https://100lifeplan.fss.or.kr/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https://100lifeplan.fss.or.kr/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개인연금 – 구별 좀 해 봅시다.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공시이율형) 연금보험(변액형) 변액유니버셜

판매처 은행 증권사 은행/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경험생명표
적용시기 연금개시시점 연금개시시점 가입시점 가입시점 가입시점

가입시점/
연금개시시점

연금지급
형태 확정연금형(10,20년) 확정연금형(10,20년)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생보사)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장기간병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장기간병연금형

기대수익률 공시이율 (2~3.9%) 6~8% 공시이율 (2~3.9%) 공시이율 (2~3.9%) 5~6% 6~8%

예금자보호법 적용 비적용 적용 적용 비적용 비적용

자산구성내역 채권 및 유동자산
100%

주식 60% 이하
채권 40% 이상

채권 및 유동자산
100%

채권 및 유동자산
100%

주식 50% 이하
채권 50% 이상

주식, 채권 비율 자유
엄브렐러형펀드구조

과세내역 세액공제
연금소득세과세

세액공제
연금소득세과세

세액공제
연금소득세과세

세액공제불가능
연금소득세비과세

세액공제불가능
연금소득세비과세

세액공제불가능
연금소득세비과세

세액공제형연금 : 고소득자(개인사업소득자,자영업자포함)유리 비과세(연금수령시): 종합소득세분리과세

조건 : 5년이하 해약시환급 및 부가세부과 조건 : 월납(5년이상납입 10년이상유지), 일시납(개인 2억 이하)



연금저축 + IRP 추가납 세액공제 얼마나?

소득구분 총급여 납입한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IRP

근로
소득

(공제 전)

1.2억 초과

1,8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연금저축)
+400만(IRP) 13.2% 92.4만원

5,500만 초과

400만원 400만(연금저축)
+300만(IRP)

13.2% 92.4만원

5,500만 이하 16.5% 115.5만원

사업
소득

(공제 후)

1억 초과

1,8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연금저축)
+400만(IRP) 13.2% 92.4만원

4,000만 초과

400만원 400만(연금저축)
+300만(IRP)

13.2% 92.4만원

4,000만 이하 16.5% 115.5만원



공시 이율형 보험상품은 괜찮다고요?

https://www.lifentalk.com/1408출처 : 한화생명블로그

https://www.lifentalk.com/1408


https://fred.stlouisfed.org/

독일, 일본, 한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https://fred.stlouisfed.org/


대표적인 안전 자산 미국 국채



그럼 한국 국채는?

위기에서 빛나는 훌륭한 안전자산 입니다!



한국 국채는 훌륭한 안전 자산입니다.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7~8개 뿐!!



시장을 이기는 유효한 투자 전략들



나의 위험자산 VS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가장 일반적인 이론

100 – 내 나이 = 위험자산 비중



시장을 이기는 유효한 투자 전략들

Maximum Draw Down 
:전 고점대비 최대하락율



추천 펀드_위험자산_수익 추구형 선진국 펀드

*  주의:  저희가추적관찰 및 추천해드리는약 200여가지
펀드 및 ETF등금융상품중 하나일뿐 입니다.
과거의성과가미래 성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추천 펀드_위험자산_ 선진국 펀드

*주의:  저희가추적 관찰및 추천해드리는약 200여가지
펀드 및 ETF등금융상품중 하나일뿐 입니다.
과거의성과가미래 성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추천 펀드_위험자산_수익추구형 신흥국 펀드

*주의:  저희가추적 관찰및 추천해드리는약 200여가지
펀드 및 ETF등금융상품중 하나일뿐 입니다.
과거의성과가미래 성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추천 펀드_글로벌 인컴채권_중도수익추구

*주의:  저희가추적 관찰및 추천해드리는약 200여가지
펀드 및 ETF등금융상품중 하나일뿐 입니다.
과거의성과가미래 성과를보장하지않습니다.  



투자 한대도 안 맞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당시 60억 분의 1 격투기 황제 효도르 도 …..

Before

After



내가 디자인하는 은퇴 설계 정리

4. 만약 투자를 실행한다면 100세 인생 장기투자의 마음으로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2. 이미 준비된 은퇴자산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상품,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점검 해본다.

3. 만약 부족하다면 덜 소비하는 쪽을 선택할지, 
남은 기간과 은퇴 이후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투자 실행 해 볼지 선택한다.

1. 나의 은퇴까지 기간을 생각하고 소비수준을 점검하여 목표를 세운다.



감사합니다.

미래는 어느새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들 중 적어도
한가지는 바로 오늘 실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twobabo)

https://cafe.naver.com/two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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