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질의응답

1.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2017년 2월 1일 시행됩니다.
□ 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파견기간 중 최소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통상 거주하면서 핀란드 혹은 양국에서 일하는 자영
자 역시 동일기간 동안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 기관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ㅇ 또한, 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핀란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협정이 시행되
는 날부터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넘으면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7년, 핀란드 연금 3년 가입
i) 협정 시행 전: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7년만 가
입했으므로) 노령연금 수급 불가
ii) 협정 시행 후: 국민연금과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0년(7년+3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으므로 노령연금 수급 가능. 이 때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7년에 해당하는 비례연금 지급
□ 아울러, 핀란드 연금기관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국내에서도 편리하게
핀란드 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핀란드 연금보험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사용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파견 사
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제출(Fax, 우편, EDI, 방문)하셔야 합니
다.
*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파견근무명령서 혹은 인사발령서 등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합니다.
□ 핀란드의 경우 현지 사업장의 급여 업무 담당 직원에게 가입증명서 발급 사실을 알리고 연금
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 가입증명서를 연금기관(ETK)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기관 또는 노동감독관청에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함

3. 협정 시행일 전의 국민연금과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 네,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서는 1988년 1월 이후 핀란드 가입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핀란드에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핀란드 사회보험제도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으므로, 우리나
라 반환일시금처럼 국외이주 시 본인이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다만, 핀란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핀란드의 연금청구는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나요?

□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협정 체결국의 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핀란드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핀란드 연금센터(ETK)를 양국 연금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
다.

6. 더 자세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관련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측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ㅇ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2층 (우)04554
ㅇ Tel : 02-2176-8700, Fax : 02-3485-9804
ㅇ 웹사이트 : www.nps.or.kr
□ (핀란드측 담당기관) 핀란드연금센터(ETK)
ㅇ 주소 : FI-00065 ELÄKETURVAKESKUS Finland
ㅇ Tel : +358-29-411-2818
ㅇ 웹사이트 : www.etk.fi

붙임 2

한-핀란드 연금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핀란드

연금제도

국민연금

소득연계연금

9% (사용자, 근로자 균분)
보험료
* 소득 상․하한 존재(28～434만원)
외국인 적용

급여종류

수급연령

(사용자

18.74%,

* 소득 상․하한 없음
근로자, 자영업자 당연적용

노령, 장애, 유족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있음

반환일시금 없음

61세
(’33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입기간에 따라 산정
* 최소 가입기간 10년

근로자

7.2%)

근로자, 자영업자 당연적용

생애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가
급여액 결정

25.94%

65세

생애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
* 최소 가입기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