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국민연금제도                                 韓国語／한국어 

 
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요 

(1) 일본에 사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공적연금은 사회 전체로 서로를 지원하는 세대간 부양이라는 체계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3) 공적연금에는 노령연금 이외에 만일의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수취할 연금 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5) 공적연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 

 

２.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가입 절차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 3 종류로 구분되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호 피보험자  

일본에 사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인 분으로 다음 제 2 호 피보험자 또는 제 3 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제 1 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표를 작성한 후 같은 시구읍면동 사무소의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 수속을 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나 귀화한 경우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일본연금기구에서 송부되는 납부서로 납부해 주십시오. (‘4. 매월 보험료’ 참조) 

(2)  제 2 호 피보험자 

회사나 공장 등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신 분.  

→가입 수속은 회사 등의 사업주가 하므로 본인이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무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며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3)  제 3 호 피보험자 

제 2 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의 배우자. (피부양 배우자) 

→가입 수속은 제 2 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의 사업주를 경유해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의 근무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제 2 호 피보험자가 전체 부담합니다. 

 

３. 연금수첩 

국민연금 가입 수속이 끝나면 연금수첩이 교부됩니다. 연금수첩은 연금을 받을 때나 상담을 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또,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제 1 호 피보험자는 연금사무소 또는 주거지 시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 2 호 피보험자는 

연금사무소 또는 사업주를 통해, 제 3 호 피보험자는 사업주를 경유하여 재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４. 매월 보험료 

 2018 년 4 월분부터 2019 년 3 월분의 국민연금 매달 보험료는 16,340 엔입니다. 매월 보험료는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보험료 납부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우체국, 편의점 등의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방법과 그 외 계좌 이체나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장래의 일정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선불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계좌이체에 의한 선불은 현금 

선불에 비해 할인 폭이 큽니다. 

 

５.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보험료 면제제도) 

 저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연금사무소에서 전년도 소득 등을 심사하여 

승인되었을 경우는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보험료 면제제도의 종류, 납부할 보험료 및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와 비교한 면제 등의 

기간에 드는 노령기초연금 금액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1) 4 분의 1 납부, 반액 납부 및 4 분의 3 납부는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부 면제가 무효가 되어 

미납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장래의 노령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의 

장해기초연금이나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납부유예제도는 50 세 미만(※)인 분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6 년 6 월 이전은, 30 세 미만이었던 기간이 대상입니다. 

(3) 학생 납부 특례제도는 학생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외국 교육기관 등의 일본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단기 취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제도의 종류 보험료 금액 
노령기초연금 

금액 

전액 면제 ０엔 ８분의 ４ 

４분의 １ 납부(４분의 ３은 면제) ４，０９０엔 ８분의 ５ 

반액 납부(반액 면제) ８，１７０엔 ８분의 ６ 

４분의 ３ 납부(４분의 １ 면제) １２，２６０엔 ８분의 ７ 

유예제도 ０엔 ０ 

학생 납부 특례제도 ０엔 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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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보험료의 추납 

전액 면제나 일부 납부 등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는 10 년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추납)도 가능합니다. 

추납했을 경우 장래의 노령기초연금 계산은 보험료를 전액 납부했을 경우와 같습니다.  

단, 면제 등이 승인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 년도째 이후에 추납하실 경우는 당시의 

보험료에 일정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７.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 급부 

（１） 노령기초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 년 이상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신 분께 원칙적으로 65 세부터 지급됩니다.  

★연금액수=779,300 엔 (40 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의 2018 년도 연간 액수) 

（２） 장해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해등급 1 급 또는 ２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장해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수=974,125 엔 (1 급의 2018 년도 연간 액수) 

       779,300 엔 (２급의 2018 년도 연간 액수) 

（３）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그 분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유족(아이가 있는 배우자 

또는 아이)에게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수=1,003,600 엔 (아이가 1 명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2018 년도 연간 액수) 

※  65 세 전까지 일본에 귀화한 사람, 영주 허가를 받은 사람 등 해외 거주기간 가운데 1961 년 4 월 1 일부터 

일본 국적을 취득한 날 등의 전날까지의 20 세 이상 60 세 미만 기간은 10 년의 수급자격기간에 

포함됩니다(합산 대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합산 대상 기간은 노령기초연금의 자격기간을 만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심사할 경우는 산입됩니다만 노령기초연금의 연금액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그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  장해기초연금이나 유족기초연금에는 일정한 보험료 납부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0. 국민연금에 관한 상담·문의처’ 참조) 

 

８. 탈퇴 일시금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제 2 호, 제 3 호 기간은 

제외) 등의 합계가 6 개월 이상 있고 노령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 액수는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오른쪽에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최종 납부 월이 2018 년도일 경우)  

※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 합계는 아래에 의해 계산됩니다. 
 

  전액 납부 월수+(4 분의 1 납부 월수)×1/4+(반액납부월수)×1/2+ (4 분의 3 납부 월수)×3/4  
 

【청구수속】 

① 일본 국내에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되어 전출신고를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때에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탈퇴 일시금의 재정 청구서를 받아 주십시오. 재정 청구서 용지는 

시구읍면동 사무소의 국민연금 담당창구, 전국의 연금사무소 또는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nenkin.go.jp/） 

② 재정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셔서 

우편번호 168-8505 도쿄도 스기나미구 다카이도니시 3-5-24 일본연금기구 앞으로 항공우편을 이용해 보내 

주십시오.  

※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그 지급 대상이 된 기간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９. 사회보장협정에 대해서 

 일본과 다른 국가간에서 연금제도의 이중가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의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받아들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nenkin.go.jp/） 

 

１０. 국민연금에 관한 상담·문의처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는 연금수첩을 지참하시어 거주하시는 시구읍면동 사무소 또는 연금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nenkin.go.jp/)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는 다음 ‘연금 다이얼’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일본어 대응 서비스입니다.)  

또, 문의하실 때는 연금번호가 기재된 연금수첩 등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 ‘연금 다이얼(일본 국내에서의 이용)’      0570-05-1165 → 시내 통화요금이 부가됩니다. 

• ‘연금 다이얼(일본 국외에서의 이용)’  +81-3-6700-1165 → 국제 통화요금이 부가됩니다.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의 합계※ 지급액 

 ６개월 이상 １２개월 미만 49,020 엔 

１２개월 이상 １８개월 미만 98,040 엔 

１８개월 이상 ２４개월 미만 147,060 엔 

２４개월 이상 ３０개월 미만 196,080 엔 

３０개월 이상 ３６개월 미만 245,100 엔 

３６개월 이상 294,12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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