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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국민연금통계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 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

,

(

,

)

.

,

,

,

,

,

,

.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국민연금통계 (승인번호 : 제322002호)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통계
승인통계 제 322002호(승인일자 : 2006.11.7.)
○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3. 작성방법

○ 자격취득 및 변동신고현황, 노령, 장애, 유족연금, 일시금 청구내역 및 기금조성, 운용
현황을 집계 및 재분류하여 작성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국민연금공단 / 기획조정실 기획조직부

5. 작성 및 공표주기

○ 국민연금통계는 행정집계방식의 보고통계로 작성주기는 1년이며, 2007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음
○ 국민연금통계의 공표주기는 1년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하여 일정별 수행업무

○ 업무처리절차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자료취합 및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기금현황 :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일정별 수행업무
시 기

2월 ~ 3월

3월

업무내용
업무별 통계담당자 교육 및 업무협의(간담회)
- 통계연보 지표 작성에 따른 교육
- 통계연보 지표 개선관련 업무 협의
- 전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공유
‣ 개선과제 이행 방안 논의 등
통계심의위원회에 지표개선안 안건상정·심의의결
통계청에 지표 변경 승인 신청
통계연보 자체품질진단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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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4월 ~ 5월
5월말 ~ 6월
6월

7월~ 8월

업무내용
통계연보 지표별 통계생산 및 검증
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통계연보 발간 인쇄(계약)
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
- 경영(통합) 공시(홈페이지, 알리오)
- 통계연보 관련 보도자료 배포
통계DB관리시스템에 통계연보 자료 등록(1개월 이내)
- 통계DB접속(https://stat.kosis.kr:446/nsist)

7. 통계연혁

□ 통계연혁

○ 최초개발시기 : 1989년
○ 개발배경 : 학계·유관기간 등 관련 전문가의 활용도 제고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국
민연금 사업결과를 가입자현황, 징수현황, 급여현황, 기금운용 현황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
○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 국민연금통계 전반에 대한 연도별 현황(116개 지표)을
수록한 통계집으로 1989년 제1호 발간 이후로 제30호 발간
- 1989 : 「국민연금통계연보」 제1호 발간
- 1994 : 특례노령연금 항목 추가
- 2000 : 지표개선 (시군구 현황구분), 조기노령연금 항목 추가
- 2001 : 지표개선 (계, 남, 여 현황구분)
- 2004 : 감액노령연금 항목 추가
- 2007. 3. : 급여현황에서 심사청구현황을 별도 지표로 구분, 연령구분 세분화
- 2008. 7. : 월평균급여액 구간변경, 분할노령연금 항목 신설
- 2009. 4. : 지표개선(지사별 현황 삭제)
- 2011.5.2 : 시군구별 노령연금 세부종별 지급현황, 기금운용현황
- 2012.4.27. : 지표신설(1개), 지표변경 (1개)
- 2020.6.29. : 통계표 항목 및 구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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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작성목적

○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자료로 활용
○ 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편의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품질의 국민연금
통계를 작성함으로서 통계이용자에게 한 차원 높은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된 활용 분야

○ 국가통계포털 국민연금 통계 자료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국민연금 통계자료 제공
○ 각종 국민연금 제도 연구에 이용
- 재정추계 및 연금수리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 연금재정운용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 기금투자 정보분석 및 투자결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장기 재정전망, 해외경제동향 파악 등 기금운용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연금기금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변수 연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금제도에 관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제도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복지부에서 e-나라지표에 등록하여 국민연금 통계자료 제공

□ 관련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통계 기획단계에서 국내유사통계, 같은 분야의 통계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전국민 대상
으로 하는 “국민연금 통계”는 유사통계 없음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유형별 용도

○ 보건복지부 및 중앙행정기관 : 복지 관련 정책수립 및 관련연구에 활용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관내 복지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
○ 학계 및 연구기관 : 복지 관련 연구 수행
○ 국회, 도서관, 국민 및 기타 : 다양한 수렴내용 파악
○ 각종 국민연금 제도 연구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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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 의견 및 수렴 내용 수렴 결과

○ 이용자 의견 수렴 확대
- 연내 통계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2회 실시, 통계관련 이용자 문의 수시접수, 유선
응대 하였음
○ 통계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실시
- 기관 내 부서별 통계업무 담당자과 간담회 (2회 ) 실시 및 통계연보 배부 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유선 또는 홈페이지 등 통계관련 이용자 문의 응대 (수시 )를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파악 노력함
○ 수렴결과 반영
- 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연보 제작 시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지표를 삭제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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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

○ 국민연금통계자료의 보고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입자 현황
용 어

사업장가입자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지역가입자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임의가입자
Voluntarily Insured
Persons

임의계속가입자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ed

정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이 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All employees or employers from less than 60 years of age in a workplace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f the employees or employers under age 18 do not wish to be insured,
they
do not have to be insured.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Persons who live in Korea, from 18 to 60 years of age, and are not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
을 하여 가입된 자
▪Persons who acquire insured status by their own application and are neither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nor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Persons who have acquired insured status before reaching 65 years old, who were and are
covered under National Pension Scheme as of 60 years old

Persons

-

징수 현황

용 어

정의

고지(월수, 금액)
Projected
(months, amount)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Total number of months projected and total amount Projected within the concerned year or
month

징수(월수, 금액)
Collected
(months, amount)

▪고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Collected figures based on the projected figures for each projected month

-

급여 현황

용 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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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Old-Age Pension

조기노령연금
Early Old-age
Pension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The Old-age
Pension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특례노령연금
Special Old-age
Pension

분할연금
Divided Pension

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
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who
reaches the age of 60 (Pension will not be paid until 65, if he/she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 (60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 에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Early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who is more than 55 years old and has applied for the benefit before the age of 60 without
being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t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income-earning
activities while he/she is under the age of 60 and an Old-age Pension under the income
earning activities is paid to a person between the ages of 60 to 65)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
에 비종사하게 되면 노령으로 변경하여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Old-age Pension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over 60 years of age but less than 65 if he/she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when he/she is not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 type of benefit paid will be changed to an Old-age Pension.)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The Special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 is more than 45 years old (or 40
years old in some cases), less than 60 year-old (or 55 years old in some cases) as of
January 1, 1988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
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A person who is more than 45 years old (or 40 years old in some cases), less than 60
years old (or 55 years old in some cases) as of July 1, 1995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and registered as a farmer & fisherman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 1995 to March 31, 1999; and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A person who is more than 50 years old and less than 60 years old as of April 1, 1999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
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급연령에 도달한 전(前) 배
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When a person who has been married to an insured person for five years or longer is
divorced, the beneficiary amount shall be equally divided to the spouse regarding the
period of their marriage and provide the amount before he/she reaches the retirement age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The Disability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 has or has had regular contribution
amounts. If the insured person meets disability due to sickness or injury and has side
effects after full recovery, the beneficiary is given to the insur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from 1st to 3rd degree disabilities)

장애일시보상금
Disability
Lump-sum
Compensation

▪장애정도가 4급에 해당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The Lump-sum Compensation is paid to a person with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4th
degree disability)

유족연금
Survivor Pension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 또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이상)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If a person who made regular pension contributions or who receives Old-age
pension/Disability(at least degree 2) is deceased, a person who has been supported b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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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Lump-sum Refund

사망일시금
Lump-sum Death
payment

insured person or pensioner receives the benefit(in a prior order from a spouse, parent,
grandchild, grandparent, etc.)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
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The Lump-sum Refund is paid to a person who cannot meet qualifications for gaining
insured status due to reaching 60 years of age, death, emigration from Korea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
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
던 자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In the case where a current or former insured person dies and has no surviving family
members who can receive Survivor Pension or Lump-sum Refund, the Lump-sum Death
Payment is paid to a family supporter(whom can be from his/her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relatives up to relationship of 1st cousin in a
prior order)

□ 주요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 등에 대한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

○ 주요개념 및 항목별 정의 모두 내부 규정을 따르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연금 가입자, 수급자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의 분류체계가 존재하
지 않아 미사용

□ 보고 항목별 수집 목적

○ 보고 항목은 아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1-2. 적용 분류체계

□ 분류체계
구분

Ⅰ.주요현황
(9종)

Ⅱ. 가입자현황
(28종)

통계 분류체계

1. 종별 가입자 현황
2. 지역별 가입자 변동 현황
3. 월별징수 현황(총괄)
4. 평균소득월액·부양가족연금액 및 재평가율 현황
5. 급여 종류별 급여지급 현황
6. 급여종류별·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7. 급여종류별·연령별·성별 지급액 현황
8. 65세이상 인구대비 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9. 기금조성 현황
10. 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11. 종별·연령별·성별 가입자 현황
12. 종별·업종별 가입자 현황
13. 종별·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
14. 연령별·성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15. 연령별·성별·업종별 가입자 현황(총괄)
15-1. 연령별·성별·업종별 가입자 현황(사업장가입자)
15-2. 연령별·성별·업종별 가입자 현황(지역가입자)
15-3. 연령별·성별·업종별 가입자 현황(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16. 규모별·지역별 사업장 가입자 현황
17. 규모별·업종별 사업장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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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징수현황
(8종)

Ⅳ. 급여현황
(48종)

18.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지역별 가입자 현황
19.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가입자 현황(총괄)
19-1.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가입자 현황(남자)
19-2.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가입자 현황(여자)
19-3.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사업장가입자 현황(남자)
19-4.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사업장가입자 현황(여자)
19-5.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지역가입자 현황(남자)
19-6.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연령별 지역가입자 현황(여자)
20. 기준소득월액 구간별·업종별 가입자 현황(총괄)
21. 업종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21-1. 업종별·지역별 가입자 현황(사업장가입자)
21-2. 업종별·지역별 가입자 현황(지역가입자)
21-3. 업종별·지역별 가입자 현황(임의&임의계속가입자)
22. 지역별·연령별·납부예외 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23. 특수직종 근로자 현황
24. 외국인 가입자 현황
25. 국적별 외국인 가입자 현황(주요국)
26. 월별징수 현황(사업장가입자)
27. 월별징수 현황(지역가입자)
28. 월별징수 현황(농어업인)
29. 월별징수 현황(비농업인)
30. 월별징수 현황(임의가입자)
31. 월별징수 현황(임의계속가입자)
32. 시·군·구별 징수 현황
33. 월별수납 현황(총괄)
34. 급여 종류별·성별·지역별 급여지급 현황
35. 시·군·구별 급여 지급 현황
35-1. 시·군·구별 노령연금 세부 지급 현황
36.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37.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38. 수급권자 유형별 지역별 수급자 현황
39. 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40. 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41.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42. 노령연금(20년이상)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43. 노령연금(20년이상)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44. 노령연금(20년이상)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45.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46.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47.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48.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49.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50.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51. 특례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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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특례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53.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54. 분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55. 분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56. 분할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57. 장애연금 등급별·지역별 급여지급 현황
58. 장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59. 장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60. 장애연금 등급별·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61. 장애연금 등급별·연령별·성별 평균지급액 현황
62. 유족연금 유족유형별·지역별 급여지급 현황
63. 유족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64. 유족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65. 유족연금 유족유형별·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66. 유족연금 유족유형별·연령별·성별 월평균지급액 현황
67.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별·지역별 급여지급 현황
68. 반환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69. 반환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70.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별·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71.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별·연령별·성별 지급액 현황
72. 사망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73. 사망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74. 급여종류별·지역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현황
74-1. 급여종류별·연령별·성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현황
75. 장애연금심사 성별·등급별·지역별 현황
76. 장애연금심사 연령별·성별·등급별 현황
77. 장애연금심사 등급별·장애유형별·지역별 현황
Ⅴ. 장애·유족연금심사(7종) 78. 장애연금심사 성별·장애유형별·지역별 현황
79. 장애연금심사 연령별·성별·장애유형별 현황
80. 연도별 사망자에 대한 유족연금 심사 현황
80-1. 사망원인별 유족연금 심사 현황
Ⅵ. 심사청구현황 81. 사안별 심사 청구 처리 현황
(2종)
82. 급여종류별 심사 청구 처리 현황
Ⅶ. 기금현황
83. 기금운용현황(매입가)
(2종)
84. 기금운용현황(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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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관련 작성기준
1.

가입자 (Insured Person)
용 어

정의

종 별
Categories of
Insured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Voluntarily Insured Persons,

Persons

사업장가입자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ed Persons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이 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All employees or employers from less than 60 years of age in a workplace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f the employees or employers under age 18 do not wish to be insured,
they do not have to be insured.

지역가입자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임의가입자
Voluntarily Insured
Persons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Persons who live in Korea, from 18 to 60 years of age, and are not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
을 하여 가입된 자
▪Persons who acquire insured status by their own application and are neither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nor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 of the
National Pension Act

임의계속가입자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ed
Persons

업 종
Types of Business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Persons who have acquired insured status before reaching 65 years old, who were and are
covered under National Pension Scheme as of 60 years old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
▪Reclassified types of business from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to 10
business models
① 농･임･수렵 및 어업 Agriculture, Forestry, Hunting, and Fishery
② 광업 Mining
③ 제조업 Manufacturing
④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⑤ 건설업 Construction
⑥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Wholesale & Retail Trade and Food Service & Accommodation
⑦ 운수･창고･통신업 Transportation, Storage and Telecommunications
⑧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⑩ 분류불능산업 Uncategorized

연령대
Age

▪기준시점 기준의 연령
▪Categories of age for statistical grouping
① 18~19세 Age ② 20~24세 Age ③ 25~29세 Age
④ 30~34세 Age ⑤ 35~39세 Age ⑥ 40~45세 Age
⑦ 46~49세 Age ⑧ 50~54세 Age ⑨ 55~59세 Age
⑩ 60세 이상 More than 60-year Old
※ 사업장가입자 중 18세 미만자는 18~19세에 포함
※ If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aged under 18, they are categorized as age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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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Region

▪행정구역상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City (Metropolitan Government or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Administrative district)
① 서울 Seoul ② 부산 Pusan ③ 대구 Daegu
④ 인천 Incheon ⑤ 광주 Kwangju ⑥ 대전 Daejeon
⑦ 울산 Ulsan ⑧ 세종 Sejong ⑨ 경기 Gyeongki
⑩ 강원 Gangwon ⑪ 충북 Chungbuk ⑫ 충남 Chungnam
⑬ 전북 Jeonbuk ⑭ 전남 Jeonnam ⑮ 경북 Gyeongbuk
⑯경남 Gyeongnam⑰ 제주 Jeju

규 모
Scale

▪사업장에 가입중인 근로자의 수
▪The number of employees who are insured at a workplace for statistical grouping
① 5인 미만 less than 5 ② 5~9인 persons
③ 10~29인 persons ④ 30~49인 persons
⑤ 50~99인 persons ⑥ 100~299인 persons
⑦ 300~499인 persons ⑧ 500~999인 persons
⑨ 1,000~2,999인 persons ⑩ 3,000~4,999인 persons
⑪ 5,000~9,999인 persons ⑫ 10,000인 이상 more than 10,000

기준소득월액 계
Total amount of
Standard Monthly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 수
▪Standard Monthly Income × The number of insured persons

Income

기준소득월액
Standard Monthly
Income

취 득
Acquisition of
Insured Status
상 실
Termination of
Insured Status
전월대비 증감
Change from
Previous Month

변동률
Change from
Previous Year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Compulsory
Coverage
for Individually
지역가입자
특례적용
Exceptional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The rating system which is settled on the basis of the insured person's monthly incom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해당시점에 가입자격을 얻은 자
▪Acquisition of insured status during the relevant period
▪해당시점에 가입자격을 잃은 자
▪Loss of insured status during the relevant period
▪해당월가입자 – 직전월가입자
▪The number of persons insured in the month minus the number of persons insured in the
previous month

취득자수상실자수
× 

전년도말 가입자수

             
× 

           Pr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Those who are from 18 to 60 years old and are not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95.7.1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업인으로서 ’95.12.31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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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rmer or a fisherman who was from 60 to 65 years old as of June 1, 1995 and
acquired insured status through application by December 31, 1995
Coverage
on Voluntary Basis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Farmers or
Fishermen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사유
Cases for the
Exemption of
Contribution
Payment

특수직종
Special Occupation

▪’99.4.1현재 6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2000.3.31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Those who were from 60 to 65 years old as of April 1, 1999 and acquired insured status
through application by March 31, 2000

▪농업, 어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단에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을 신청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자
▪Those who run a business of Agriculture, fishery, stock farming and fishing or work in
those
industries, and are entitled to government subsidies for contributions based on their
application

① 실직 Unemployed
② 병역의무수행 Military personnel
③ 재학 Students
④ 교도소 수감 Prisoners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Inmates in protective or preventive custody
⑥ 행방불명 Missing persons
⑦ 3월 이상 입원 Persons in hospital for over 3 months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Persons aided and supported because of some natural disaster, etc.
⑨ 사업중단 Persons who have closed his/her business
⑩ 휴직 Persons temporarily resting from his/her office
⑪ 기초생활곤란 Persons unable to maintain his/her basic life
⑫ 기타 Others

▪광원 :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중 상시 갱내 종사직종에 근무하는 자
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
▪Miners: Persons who actually work underground in mine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3,
Section 2 of the Mining Industry Act and are paid income for the job
▪부원 :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장 및 직원
이 아닌 자
▪Fishermen: Persons who are in paid employment fishing on fishing vessel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2 of the Seafarers Act and are neither a captain nor a clerical worker

외국인 가입자
Foreign Insured
Persons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미만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All foreign employees or employers from less than 60
years of age in a workplace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f the employees or
employers under age 18 do not wish to be insured, they do not have to be insured.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from 18 to 60 years of age,
and are neither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nor Voluntarily Insu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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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징수 현황 (Amount of Collecting Contribution)
용 어

정의

고지(월수, 금액)
Projected
(months, amount)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Total number of months projected and total amount Projected within the concerned year or
month

징수(월수, 금액)
Collected
(months, amount)

▪고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Collected figures based on the projected figures for each projected month

반납금
Return of
Lump-sum
Refund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
를 가산한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향후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A system which allows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Lump-sum Refund to return the
Lump-sum Refund plus interest to the NPS when he/she regains his/her insured status. In
this case,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the Lump-sum Refund will be
accumulated in his/her insured period, so that he/she can be entitled to the pension benefits
in installment

추납보험료
Postponed
Contribution
Payment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기간 동안 면제받은 연금보험료를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로써 납부예외사유 및 무소득배우자 등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가입기간을 회복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
▪It is a system which allows a person to pay the exempted contribution amount during the
contribution exempted periods upon the insured person's request. It was introduced in order
to expand the opportunity for a beneficiary to receive a pension by recovering insured
periods or to receive higher pension benefits.

급여 현황 (Number and Benefit Amount for Beneficiaries)
용 어

노령연금
Old-Age Pension

정의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
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who
reaches the age of 60 (Pension will not be paid until 65, if he/she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조기노령연금
Early Old-age
Pension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 (60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 에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Early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who is more than 55 years old and has applied for the benefit before the age of 60 without
being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t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income-earning
activities while he/she is under the age of 60 and an Old-age Pension under the income
earning activities is paid to a person between the ages of 60 to 6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The Old-age
Pension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
에 비종사하게 되면 노령으로 변경하여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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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The Old-age Pension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over 60 years of age but less than 65 if he/she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when he/she is not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 type of benefit paid will be changed to an Old-age Pension.)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The Special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 is more than 45 years old (or 40
years old in some cases), less than 60 year-old (or 55 years old in some cases) as of
January 1, 1988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특례노령연금
Special Old-age
Pension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A person who is more than 45 years old (or 40 years old in some cases), less than 60
years old (or 55 years old in some cases) as of July 1, 1995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and registered as a farmer & fisherman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 1995 to March 31, 1999; and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A person who is more than 50 years old and less than 60 years old as of April 1, 1999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분할연금
Divided Pension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급연령에 도달한 전(前) 배우자
에게 지급하는 급여
▪When a person who has been married to an insured person for five years or longer is
divorced, the beneficiary amount shall be equally divided to the spouse regarding the
period of their marriage and provide the amount before he/she reaches the retirement age

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The Disability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 has or has had regular contribution
amounts. If the insured person meets disability due to sickness or injury and has side
effects after full recovery, the beneficiary is given to the insur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from 1st to 3rd degree disabilities)

장애일시보상금
Disability Lump-sum
Compensation

▪장애정도가 4급에 해당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The Lump-sum Compensation is paid to a person with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4th
degree disability)

유족연금
Survivor Pension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 또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이상)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If a person who made regular pension contributions or who receives Old-age
pension/Disability(at least degree 2) is deceased, a person who has been supported by an
insured person or pensioner receives the benefit(in a prior order from a spouse, parent,
grandchild, grandparent, etc.)

반환일시금
Lump-sum Refund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
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The Lump-sum Refund is paid to a person who cannot meet qualifications for gaining
insured status due to reaching 60 years of age, death, emigration from Korea

사망일시금
Lump-sum Death
paymen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
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In the case where a current or former insured person dies and has no surviving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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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who can receive Survivor Pension or Lump-sum Refund, the Lump-sum Death
Payment is paid to a family supporter(whom can be from his/her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relatives up to relationship of 1st cousin in a prior order)

▪수급권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진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
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임. 부양가족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동
일하게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Dependents' Pension
Amount

지급대상

요건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배우자가 국민연금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연 260,720원

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에 해당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에 해당

연 173,770원/1인당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부모의 연령은 노령연금 지급연령과 같음)
※ 2019.1월 현재기준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Dependents’ pension amount is given to a person who has certain relationships with a
current pension beneficiary and the amount is for the welfare of the beneficiary’s
dependents. A fixed amount is paid to the dependents regardless of the Average Monthly
Income and insured period.
*Depending on the year of birth sine 2013, the age of having pension benefits increases
from 1 to 5
*The pension amount is for Jan. 2019 and changes regarding annual inflation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값으로, 매
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변동률
▪A rate used when insured persons' previous income is converted into its current value at
the time the reason for pension payment occurred. Every year the revaluation rate is
determined by changes in the Average Monthly Income (A-value) of all insured persons

재평가율
Revaluation Rate

Year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Rate

6.293

5.564

4.845

4.050

3.515

3.112

2.741

2.531

2.321

2.098

Year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Rate

1.869

1.826

1.853

1.820

1.785

1.669

1.573

1.504

1.456

1.405

Yea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Rate

1.346

1.315

1.292

1.246

1.217

1.189

1.153

1.119

1.083

1.038

1.000

※ 2019.1월 ~ 2019.12월 수급사유 발생자에 적용
주) 1988년의 소득월액 1백만원을 재평가율(6.293)을 적용하여 2019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29만3
천원임
Note) If a person's monthly income was 1,000,000 won in 1988, it can be converted into
its current 2017 value by applying the revaluation rate (6.293) becoming of the value
6,293,000 won

4.

심사청구현황 (Number of Transactions Claimed)
용 어

정의

인 용
Quotation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Refers to a decision that cancels or changes the original disposition because an applicant's
claim by appeal has subsequently been approved

기 각
Rejection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
▪Refers to a decision that approves the original disposition because the applicant's claim by
appeal has not been accepted

각 하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이 결여되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15 -

Dismissal

▪Refers to a decision that rejects the request for an inquiry of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al
appeal because the claim doesn't fulfil the necessary requirements

취 하
Withdrawal

▪심사청구인이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심사청구를 취소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applicant cancels his/her claim by appeal before a dec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ppeal Committee is made

용 어

정의

공공부문
Public Sector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사업(국채
인수, 농어민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전액 폐지되었으며, 기존 투자분은 2005년도까지 전액 상환되었음
▪Considering the purpose of securing funds for the long-term benefit of the 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National Pension Fund was initially invested in projects for the
public benefit (purchasing national loans, supporting farmers and fishermen, SOC, etc.).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Public Fund Management Act,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was abolished and as of 2005 all existing amounts of investment had been repaid
to the NPS Fund

복지부문
Welfare Sector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 생활
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자금대여 및 복지타운 운영자금으로 투자됨
▪Financing insured persons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 person's welfare through
investment in welfare institutions, specifically lending money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s or investing in senior citizens' welfare, child-care facilities or investing in
operation money for constructing welfare towns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상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를 의미. 구체적으로 공단은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사모투자(벤처, CRC,
Private Equity) 등에 투자하고 있음
▪Refers to investment outside of traditional finance products such as listed shares or bonds, etc.
but rather investment in securities or real assets beyond the public market. Expecially,
NPS invests in the real estate, SOC, Venture, CRC, or PEF

위탁운용
External Investment

▪기금 운용시 외부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외부운용사가 투자 판단하여 운용하
는 것을 말함
▪Refers to an investment condition that states that any outsourcing company which is given
the right to invest entirely or partially using investment funds can manage the fund of its
own will

단기자금
Short-term Fund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금을 말함. 구체적으로 공단
은 발행어음, 정기예금, MMF, MMDA 등으로 운용
▪Refers to a temporary fund which must be used for its given purpose within 3 months. In
the case of the NPS, investments are usually made in Notes receivable, CDs, MMF, or
MMDA

전입금
Transferred Fund

▪1988년도에 국민복지연금에서 전입된 금액
▪Refers to funds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in 1988

5.

기금 현황 (Amount of Fund)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양식의 구성

○ 보고양식은 ‘국민연금통계연보 작성기준’에 따라 통계작성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함
보고양식

-----------------------------------------------------------<

1. 종 별 가 입 자 현 황
Number of Insured Persons by Type of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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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개소, 명

구

총 가 입 자 수
Total
Insured Persons

분

1988

계 Total
남 Men
여 Women

1995

계 Total
남 Men
여 Women

1999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09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0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1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2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3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4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5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6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7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8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9

계 Total
남 Men
여 Women

사업장가입자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사 업 장

가 입 자

Workplaces

Insured Persons

□ 보고양식의 항목 및 구성에 대해서 내부 담당자 회의 및 전문가의 결과를 반영
하여 보고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부 담당자 회의
- 지표개선 검토회의를 거쳐 내부 생산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함
- 회의결과 : 대면, 서면으로 취합함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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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양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절차 및 방법

○ 보고양식 변경절차
- 보고양식, 통계 작성 양식 변경 시 수요자･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한 회의 후 통계청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변경승인일자

변경항목

2007.3.13.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

2007.05.16.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

2008.07.29.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

2009.04.21.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

2009.05.08.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

2011.05.02.

통계 지표 신설

2012.04.30.

연령 항목 확대 산출 및 통계 지표 신설

2013.07.16.

행정 구역 추가 및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

2020. 6.29.

통계표 항목 및 구간 수정

변경

세부변경사항

승인일자
변경항목

기타
- 통계연보 수록내용
① 고객권리보호팀 신설에 따라 심사현황을 급여현황과 별도로 구분

변경사유

② 관련성이 적고 무의미한 통계자료 삭제
③ 노령연급 통합 및 일시금 항목 추가의 필요성
④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연령층 증가에 따른 현황 세분화의 필요성
⑤ 상동
-통계연보 수록내용(98종)

2007.03.13.

①Ⅰ.가입자현황, Ⅱ.징수현황, Ⅲ.급여현황, Ⅳ.기금현황
② 24-4. 월별 징수 현황(비농업인)
변경 전

③ 31. 시,군,구별 연금지급 현황
④ 37~38, 40~41, 43~44, 46~47 지표 → 연령구분 : 65세 이상
⑤ 32~33, 35·36, 50~53, 55~58, 60~65, 67-1, 69, 72 → 연령구
분 : 65세 이상

변경 후

- 통계연보 수록내용(97종)
①Ⅰ.가입자현황, Ⅱ.징수현황, Ⅲ.급여현황, Ⅳ.심사청구현황, Ⅴ.기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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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현황 내 73~74지표를 삭제하고, 심사청구현황에 75~76지표
신설(지표내용은 동일
② 삭제
③ 31. 시, 군, 구별 급여지급 현황
④ 37~38, 40~41, 43~44, 46~47 지표 → 연령구분 세분화 : 65,
66, 67, 68, 69, 70세 이상
⑤ 32~33, 35·36, 50~53, 55~58, 60~65, 67-1, 69, 72 → 연령구
분 세분화 : 65~69, 70세 이상
변경항목

기타
-통계연보 수록내용
① “국민연금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2007.3.5)”을 통해 삭제하기로
한 지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함
② 통계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소득월액을 소득월액 구간으로

변경사유

변경
③ ‘06년 신경계질환 대상이 없어 해당항목을 삭제, 기타 항목 세분화
④ 해당 통계수치는 반환일시금뿐만 아니라 사망일시금을 포함한 것이
므로 통계수치에 맞게 용어수정
⑤‘06년 추가된 항목
-통계연보 수록내용(97종)
① Ⅱ.징수현황(10종)
② Ⅲ.급여현황
39, 42, 45, 48 지표

2007.05.16.

변경 전

③ Ⅲ.급여현황
73-1, 신경계의 질환(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④ Ⅳ. 심사청구현황
76. 급여종류별 심사청구 처리 현황 중 ⇒ “반환일시금(Lum-sum
Refund)”
⑤ Ⅴ.기금현황
-통계연보 수록내용(98종)
① Ⅱ.징수현황(11종)
→ 24-4. 월별 징수 현황(비농업인) 추가
② Ⅲ.급여현황 지표명 변경 및 등급간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으로 변경

변경 후

- 39. 노령연금 수급자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 42.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 45.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 48.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월평균 급여액별 현황
변경 전
○

등급

간

표준소득월액(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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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등급 간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값)
monthly income)

(Average

of

standard

monthly

income)

ex) 220,000원

ex) 225미만(less than)

230,000

225 이상~235 미만

③ Ⅲ.급여현황
73-1, 사인미상(Unidentified the cause of death)
④ Ⅳ. 심사청구현황
76.급여종류별 심사청구 처리 현황 ⇒ "일시금(Lum-sum Allowance)"
로 변경
⑤ Ⅴ.기금현황
변경항목

기타
◇ 통계연보 수록내용
① 11-3, 11-4. 지표와 중복
② 통계활용도 매우 낮음
③ 통계활용도 낮음
④ 천원단위는 단수가 많아 복잡하고, 이용빈도 수가 낮아 이용자들에
게 가장 많이 제공되는 통계단위로 변경

변경사유

⑤ 과년도 징수율 고정의 필요성, 복잡한 통계서식의 단순화로 이용자
의 편의성 증대 및 통계이용자의 오해 예방
⑥ 월평균급여액 구간의 현실화
⑦ 건수가 적어 특례노령연금에 포함시켰던 분할연금 지급건수가
1,000명을 초과하여 분할연금 수급자현황, 지급액현황 및 평균액별/월
평균 급여액별 현황을 별도의 지표로 구분하고자 함
⑧ ‘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시 일괄 명칭변경
⑨ 통계정보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지면 제약 등의 문제점 해결

2008.07.29.

◇ 통계연보 수록내용(98종)
① 13.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성별 가입자 현황(사업장가입자)
② 15. 월별, 종별 가입자 변동 현황
③ 14~14-3. 지표
④ 24~28 지표
- 단위 : 개월, 천원
변경 전

⑤ 24~24-6 지표
⑥ 39, 42, 45 ,48 지표
⑦ ⑧ 67, 67-1, 74 지표
⑨ 1, 3, 4, 21, 22, 24, 24-1, 24-2, 24-3, 24-4, 24-5, 24-6, 26,
29, 73, 75, 76, 77, 78 지표
→ 연도별 수록 현황 : 1988~통계연보 발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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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연보 수록내용(99종)
① 삭제
② 삭제
③ 14~14-3. 지표, “월별/지역별”항목 중 월별 항목만 삭제
④ 24~28 지표
- 단위 : 개월, 백만원
⑤ 24~24-6 지표
- 지표 서식 변경
※ 세부내용 첨부 자료 참조
⑥ 39, 42, 45 ,48 지표
- 월평균급여액 구간변경 : 10만원 미만부터 5만원 단위로 70만원 이
변경 후

상까지 구분 ⇒ 10만원 미만부터 10만원 단위로 100만원 이상까지 구분
⑦ 분할연금 항목 신설(3종)
→ 가) 분할연금 연령별, 성별, 지역별 수급자 현황,
나) 분할연금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지급액 현황,
다) 분할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 월평균 급여액별 수급
자 현황
⑧ 67, 67-1, 74 지표
→ 명칭변경 : 가급연금 ⇒ 부양가족연금
⑨ 1, 3, 4, 21, 22, 24, 24-1, 24-2, 24-3, 24-4, 24-5, 24-6, 26,
29, 73, 75, 76, 77, 78 지표
→ 연도별 수록현황 간편화(최근 10년, 1998~2007년까지의 연도별
현황수록)

변경항목

기타
◇ 통계연보 수록내용
①~③ : 통계활동도 매우 낮음
▶ 지사별 현황의 경우 내부관리에는 필요하겠으나 정보이용자 입장에

변경사유

서는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생산자 중심에서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 지사별 정보
의 정리 필요
④ ’08년 1월 1일부터 “표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변경

2009.04.21.

◇ 통계연보 수록내용(99종)
① 자격현황(3)
15.지사별·규모별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현황
변경 전

16.지사별 ·업종별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현황
17.지사별·유형별 지역가입자 현황
② 징수현황(2)
25.지사별 징수 현황
26.지사별 수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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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여현황(1)
67.지사별 급여지급 현황
④ 자격현황(10)
5, 10, 11, 11-1, 11-2, 11-3, 11-4, 11-5, 11-6, 12. 지표
⑤ 급여현황(5)
37, 40, 43, 46, 49. 지표
◇ 통계연보 수록내용(93종)
①~③ 삭제
변경 후

④ 5, 10~12. 지표
- 지표 서식 변경
⑤ 37, 40, 43, 46, 49. 지표
- 지표 서식 변경

변경항목

기타
◇ 통계연보 수록내용

변경사유

▶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이 지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함에
따라 노령연금에 완전노령연금 항목 추가

변경 전

◇ 통계연보 수록내용(93종)
▶ 급여현황 중 완전노령연금 항목 신설(3종)

2009.05.08.

→ 가) 완전노령연금 연령별, 성별, 지역별 수급자 현황,
나) 완전노령연금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지급액 현황,
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별, 월 평균 급여액별
변경 후

수급자 현황
- 변경 전 : 노령연금(감액, 조기, 특례, 분할노령연금)
- 변경 후 :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특례, 분할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이란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기본연금액이 100%
지급되는 연금

변경항목
변경사유
2011.05.02.

변경 전

기타
- 지자체 등 이용자 요구 증대
-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통계지표 신설(2개)

변경 후

- 시군구별 노령연금 세부종별 지급현황 신설
- 기금운용현황(시가) 신설

변경항목
2012.04.30.
변경사유

기타
1. 연금수급자의 고령화로 연령범위 확대하여 통계치 산출 필요
2. 지자체 등 이용자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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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변경항목

1.노령연금 연령별 성별 지역별 수급자 현황등 연령항목 70세까지 산출
1.노령연금 연령별 성별 지역별 수급자 현황등 연령항목 80세까지 산출
2.'65세 이상 인구대비 성별, 지역별 수급자 현황' 신설
대상 지역
행정구역 추가(세종시 추가-> 총 17개 시, 도)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조정에 따라 현행 통계지표 변경 필요

변경사유

2)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012.7월부터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이 노령연금으로 합산되었
으나 지표상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에 따라 분리함)
3)현행 장애등급심사 기준에 따라 장애유형 지표 수정 및 세분화
1)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3,750,000

변경 전
2) 완전노령연금 , 감액노령연금 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명칭 분리
1)기준소득월액 소득구간 추가 : 3,750,000 이상 3,890,000 미만,
2013.07.16.

3,890,000 이상
2) 완전노령연금 → 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감액노령연금 →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19년)
* 추가 변경요청사항
변경 후

1) 68,69번 통계표 명칭 변경
변경 전: 장애등급심사 등급별, 부위별, 지역별 현황
변경 후: 장애등급심사 등급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현황
2) 68,69번 통계표 중 하위 지표 세분화
변경 전: 계/눈/귀/입/척추/팔/다리/내과/정신/노동력 상실/기타
변경 후: 계/눈/귀/입/팔/다리/척추/사지마비/정신또는 신경/호흡기/심
장/신장/간/혈액, 조혈기/복부, 골반장기/안면/악성신생물/기타

변경항목

통계표 분리

변경사유

이용자 혼란 방지 및 편리성 강화

변경 전

4. 급여현황

변경 후
2020.6.29.

4. 급여현황
5. 장애·유족연금심사현황

변경항목

통계표 구간

변경사유

이용자 편리성 강화

변경 전

표준소득월액등급에 따른 48개 구간

변경 후

10만원 단위 46개 구간

- 23 -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Ⅰ.주요현황 Ⅱ. 가입자현황 Ⅲ. 징수현황 Ⅳ. 급여현황 Ⅴ. 장애·유족 Ⅵ. 심사청구 Ⅶ. 기금현황
(9종)
(28종)
(8종)
(48종) 연금심사(7종) 현황(2종)
(2종)

□ 작성기간(대상기간, 기준시점) 내 통계작성대상의 변동 발생여부
○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

3. 통계작성 개편

□ 통계 개편을 위해 문서화한 내용

○ 국민연금 통계연보 지표 검토를 위한 회의 개최
- 국민연금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지표 적정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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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흐름도

○ 국민연금 통계 체계
-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PDW 통계 생산⇒기획조정실 취합⇒국민연금공단 통계 생산
- 기금현황 : 기금운용본부 (각 부서별 통계자료 생산 및 취합)⇒기획조정실 취합⇒국민
연금공단 통계 생산
○ 자료수집 절차
시기

2월 ~ 3월

3월

4월 ~ 5월

5월말 ~ 6월

6월

7월~ 8월

업무내용
업무별 통계담당자 교육 및 업무협의(간담회)
- 통계연보 지표 작성에 따른 교육
- 통계연보 지표 개선관련 업무 협의
- 전년도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공유
‣ 개선과제 이행 방안 논의 등

국민연금공단
통계관리부서

통계심의위원회에 지표개선안 안건상정·심의의결
국민연금공단
통계청에 지표 변경 승인 신청
통계관리부서
통계연보 자체품질진단 추진계획 수립
통계연보 지표별 통계생산 및 검증
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국민연금공단
통계관리부서

통계연보 발간 인쇄(계약)

국민연금공단
통계관리부서

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
- 경영(통합) 공시(홈페이지, 알리오)
- 통계연보 관련 보도자료 배포

국민연금공단
통계관리부서

통계DB관리시스템에 통계연보 자료 등록

국민연금공단
통계관리부서

□ 최초 보고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 점검 등의 기술여부
-

주체

국민연금시스템(NPIS)에 입력한 자료를 PDW(Pension Data Warehouse)를 이용하여 추
출하면서 오류 점검을 수행하고, 생산부서에서 오류가 적용되는 경우 엑셀을 이용하여
오류 점검 후 집계함
- 25 -

2. 자료 수집을 위한 교육

□ 국민연금통계 지표 검토 교육실시

○ 매년 업무별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표검토 교육 실시 (부서별 1회)
- 일시: 2020.4.23. ~ 2020.5.8.
가. 통계연보 검토 항목
구 분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
장애인지원실
고객지원실
기금운용본부

◦
◦
◦
◦
◦
◦
◦
◦
◦
◦

지 표
통계도표: 1 ~ 6
통계표: 1 ~ 3, 10 ~ 33
통계도표: 7 ~ 15
통계표: 4 ~ 8, 34 ~ 74-1
통계도표: 해당없음
통계표: 75 ~ 80-1
통계도표: 해당없음
통계표: 81 ~ 82
통계도표: 16 ~ 17
통계표: 9, 83 ~ 84

공 통

통계연보
작성기준

나. 검토사항
- 각 지표(통계도표, 통계표) 항목의 문제점 및 개선(수정)안 도출
-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신규지표 추가 및 기존지표 삭제
- 통계연보 작성 기준 업데이트
- 2018년 통계품질진단 결과의 개선 의견 반영 등
○ 지표 검토 회의에서 결정 후 별도 보고양식이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 필요 시 검토회
의를 거친 후 교육실시
○ 교육교재
- 별도 교육교재는 없으나 통계연보 작성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 보고양식 주요 항목별 기입요령 및 유의사항 포함

□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 방안

○ 통계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지표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정하여 반영함
-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다음 차시 회의 시 개선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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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양식 견본
1.

종별가입자 현 황

Number of Insured Persons by Type of Coverage
단위 : 개소, 명

구

총 가 입 자 수
Total
Insured Persons

분

1988

계 Total
남 Men
여 Women

1995

계 Total
남 Men
여 Women

1999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09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0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1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2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3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4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5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6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7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8

계 Total
남 Men
여 Women

2019

계 Total
남 Men
여 Women

사업장가입자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사 업 장

가 입 자

Workplaces

Insured Persons

□ 주요 질의 응답 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방법
□ 보고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는 경우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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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양식과 작성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므로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존재하지 않음.
3. 현장관리

□ 보고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 절차 및 방안

○ 보고완료시점 준수를 위한 조치절차 및 방안
- 통계연보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완료시점을 준수하고자 한다
추 진 과 제

3월

일 정
4월
5월

6월

 통계자료 생산 및 지표별 기준 작성
 통계자료 취합⋅편집, 통계자료 검증
 통계연보 발간(인쇄) 및 배포, 홈페이지 게시

통계발간 전 통계자료의 이상유무를 검토 및 수정사항을 적기에 회신하도록 요청
○ 통계자료는 경영공시･통합공시 등록사항으로 보고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공시 기간
미준수로 추후 경영공시 등록 여부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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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자료의 거주일자 기준 법정주소와 현재 상태를 활용하여 통계
산출시 활용
○ 가입자 통계 산출
- 국민연금 가입자 주민등록전산망 자료의 법정주소와 현재 상태로 각종 가입자 현황 통
계 생산(ex)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연령별･성별 가입자 현황 등)
○ 수급자 통계 산출
- 국민연금 수급자 주민등록전상망 자료의 법정주소와 현재 상태로 각종 수급자 현황 통
계 생산(ex)시･군･구별 수급자 현황, 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등)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수집 목적, 내용, 과정, 방법, 일정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
- 목적: 가입자, 수급자 통계 산출
- 내용: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에 대한 가입현황 및 수급자 현황(지역별･성별･연령별)
- 과정 및 방법: 행정망을 통하여 자료요청 및 구득
- 일정: 일일 입수
- 유지관리방법: 보안관리가 되어있는 컴퓨터에서 암호화하여 관리
- 행정자료입수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매칭방법

○ 매칭에 사용하는 변수: 개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 매칭에 사용하는 방법: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매칭함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 행정자료와 매칭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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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보고결과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내용, 코드체계
○ 국민연금통계자료의 보고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입자 현황
용 어

사업장가입자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지역가입자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임의가입자
Voluntarily Insured
Persons

임의계속가입자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ed

정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이 원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All employees or employers from less than 60 years of age in a workplace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f the employees or employers under age 18 do not wish to be insured,
they
do not have to be insured.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Persons who live in Korea, from 18 to 60 years of age, and are not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
을 하여 가입된 자
▪Persons who acquire insured status by their own application and are neither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nor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Persons who have acquired insured status before reaching 65 years old, who were and are
covered under National Pension Scheme as of 60 years old

Persons

-

징수 현황

용 어

정의

고지(월수, 금액)
Projected
(months, amount)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Total number of months projected and total amount Projected within the concerned year or
month

징수(월수, 금액)
Collected
(months, amount)

▪고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Collected figures based on the projected figures for each projected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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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현황
용 어

노령연금
Old-Age Pension

정의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
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who
reaches the age of 60 (Pension will not be paid until 65, if he/she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조기노령연금
Early Old-age
Pension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 (60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 에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Early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who is more than 55 years old and has applied for the benefit before the age of 60 without
being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It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income-earning
activities while he/she is under the age of 60 and an Old-age Pension under the income
earning activities is paid to a person between the ages of 60 to 65)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The Old-age
Pension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
에 비종사하게 되면 노령으로 변경하여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2013년 이후 출생년도에 따라 1세~5세 상향조정
* After 2013, depending on birth year, the retirement age increases from 1 to 5
▪The Old-age Pension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is paid to a person whose insured
period is 10 years or more and over 60 years of age but less than 65 if he/she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when he/she is not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the type of benefit paid will be changed to an Old-age Pension.)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The Special Old-age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 is more than 45 years old (or 40
years old in some cases), less than 60 year-old (or 55 years old in some cases) as of
January 1, 1988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특례노령연금
Special Old-age
Pension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
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A person who is more than 45 years old (or 40 years old in some cases), less than 60
years old (or 55 years old in some cases) as of July 1, 1995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and registered as a farmer & fisherman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 1995 to March 31, 1999; and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A person who is more than 50 years old and less than 60 years old as of April 1, 1999
and whose insured period is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분할연금
Divided Pension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
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급연령에 도달한 전(前) 배
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When a person who has been married to an insured person for five years or long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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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d, the beneficiary amount shall be equally divided to the spouse regarding the
period of their marriage and provide the amount before he/she reaches the retirement age

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The Disability Pension is paid to a person who has or has had regular contribution
amounts. If the insured person meets disability due to sickness or injury and has side
effects after full recovery, the beneficiary is given to the insur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from 1st to 3rd degree disabilities)

장애일시보상금
Disability
Lump-sum
Compensation

▪장애정도가 4급에 해당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The Lump-sum Compensation is paid to a person with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4th
degree disability)

유족연금
Survivor Pension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 또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이상)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
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If a person who made regular pension contributions or who receives Old-age
pension/Disability(at least degree 2) is deceased, a person who has been supported by an
insured person or pensioner receives the benefit(in a prior order from a spouse, parent,
grandchild, grandparent, etc.)

반환일시금
Lump-sum Refund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
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The Lump-sum Refund is paid to a person who cannot meet qualifications for gaining
insured status due to reaching 60 years of age, death, emigration from Korea

사망일시금
Lump-sum Death
payment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
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
던 자 중 선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In the case where a current or former insured person dies and has no surviving family
members who can receive Survivor Pension or Lump-sum Refund, the Lump-sum Death
Payment is paid to a family supporter(whom can be from his/her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or relatives up to relationship of 1st cousin in a
prior order)

4.

심사청구현황 (Number of Transactions Claimed)
용 어

정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인 용
Quotation

▪Refers to a decision that cancels or changes the original disposition because an applicant's
claim by appeal has subsequently been approved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
기 각
Rejection

▪Refers to a decision that approves the original disposition because the applicant's claim by
appeal has not been accepted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이 결여되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각 하
Dismissal

▪Refers to a decision that rejects the request for an inquiry of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al
appeal because the claim doesn't fulfil the necessar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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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이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심사청구를 취소
취 하
Withdrawal

5.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applicant cancels his/her claim by appeal before a dec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ppeal Committee is made

기금 현황 (Amount of Fund)
용 어

정의

공공부문
Public Sector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사업(국채
인수, 농어민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전액 폐지되었으며, 기존 투자분은 2005년도까지 전액 상환되었음
▪Considering the purpose of securing funds for the long-term benefit of the 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National Pension Fund was initially invested in projects for the
public benefit (purchasing national loans, supporting farmers and fishermen, SOC, etc.).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Public Fund Management Act,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was abolished and as of 2005 all existing amounts of investment had been repaid
to the NPS Fund

복지부문
Welfare Sector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 생활
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자금대여 및 복지타운 운영자금으로 투자됨
▪Financing insured persons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 person's welfare through
investment in welfare institutions, specifically lending money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s or investing in senior citizens' welfare, child-care facilities or investing in
operation money for constructing welfare towns

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상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
또는 실물자산 등에 투자를 의미. 구체적으로 공단은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사모투자(벤처, CRC,
Private Equity) 등에 투자하고 있음
▪Refers to investment outside of traditional finance products such as listed shares or bonds, etc.
but rather investment in securities or real assets beyond the public market. Expecially,
NPS invests in the real estate, SOC, Venture, CRC, or PEF

위탁운용
External Investment

단기자금
Short-term Fund

전입금
Transferred Fund

▪기금 운용시 외부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외부운용사가 투자 판단하여 운용하
는 것을 말함
▪Refers to an investment condition that states that any outsourcing company which is given
the right to invest entirely or partially using investment funds can manage the fund of its
own will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금을 말함. 구체적으로 공단
은 발행어음, 정기예금, MMF, MMDA 등으로 운용
▪Refers to a temporary fund which must be used for its given purpose within 3 months. In
the case of the NPS, investments are usually made in Notes receivable, CDs, MMF, or
MMDA

▪1988년도에 국민복지연금에서 전입된 금액
▪Refers to funds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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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자료의 전산 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자료전산 입력 방법
○ 자료추출
- 국민연금시스템(NPIS)에 입력한 자료를 PDW(Pension Data Warehouse) 포털을 이용하
여 추출
- PDW에 추출한 자료를 세부 항목별 내용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에 등록 및 오류검출
- PDW 추출 교육을 통해 생산부서 담당자가 국민연금공단시스템에 등록한 이력을 추
출 할 수 있는 별도 교육실시(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부)
-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통계에 이용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표검토
및 추출 자료 작성방법 관련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방법 소개

2. 자료내검

□ 보고단계별 개별자료 중 중복,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방안

○ 자료 생산부서에 자료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 요청하여 자료에 대한 중복, 누락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자료검토
○ 보고단계별 개별자료 중 중복에 대한 보완방안
- 지표별 특이사항(Unique Details by Index)을 파악하여 연보에 기재하고 등록함
통계표 번호
Number in Table

특이사항
Unique Details

가입자 현황 중 사업장 가입자관련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단위로 각각 산정
지표 전체
Statistical Tables related to
Workplace based Insured Person

▪Insured Persons Working at Two or More Work Places are counted by each Workplace.

1, 10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구분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are composed of “Insured Persons paying Contribution” and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11~15, 18~21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제외
▪Of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the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re excluded

11, 14, 15, 19

▪사업장가입자 중 18세 미만자는 18~19세에 포함
▪A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 who is less than 18 years old is classified as in the age
group 18~19

2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제외
▪Of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the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re excluded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신고에서 납부예외로 변경된 자는 상실에, 납부예외에서 소득신고
로 전환된 자는 취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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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번호
Number in Table

특이사항
Unique Details
▪Of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 a person who is transferred from the category of “Insured
Persons paying Contribution” into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ermination of Insured Status” and a person who is transferred
from the category of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into “Insured
Persons paying Contribution”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quisition of Insured Status”

24

▪전체 가입자 현황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음
▪The number of whole insured persons includes the number of insured foreigners

▪전체 가입자 현황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음
▪The number of whole insured persons includes the number of insured foreigners

25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에게 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당연적용하고 있으며, 반환일시금 지급도 마찬가지
임
▪In accordance with the reciprocity principle, foreigners who are staying in Korea are subject to
the compulsory coverag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f the foreigners' home countries
cover Korean nationals under their public pension schemes. In the case of the Lump-sum
Refund, the same is applied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당연적용국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 구분 또는 국가간 협약
에 따라 당연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However, even though foreigners are subject to the compulsory coverage under the reciprocity
principle, they can be exempted from coverage depending on the status of sojourn or
agreement between Korean and the foreign national's home country

3, 26~31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
Average of Standard Monthly
Income
(B-Value)
41, 44, 47,
50, 53, 56

노령 및 조기 노령연금
관련 공통
A Common Feature Related to the
Old-age Pension and the Early
Old-age Pension

급여공통
A common Feature of Benefits

▪연도별 누적은 국민연금 제도시행 이후 부터 각 연도 익년 1.10일까지의 누적고지 대비 징
수현황임
▪“Accumulated Figure by Year” shows the comparison between the yearly (January 11 through
to January 10 of the following year) accumulated projected and collected figure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연금수급자의 지급사유발생당시 가입기간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재평가율 반
영)에 매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조정한 금액으로 작성
▪The Average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during the insured period (B-Value: reflecting
revaluation rate) at the time when the reason for payment for a benefit occurs, is adjusted to
the national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노령 및 조기노령연금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포함하여 현황 작성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의거 노령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중 소득있
는 업무 종사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로, 비종사시 다시 노령 및 조기노령연
금 수급자로 됨. 이를 구분하여 관리할 경우 당해연도에 노령과 조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동일한 수급자가 이중관리 되어 실제 수급자수
와 일치하지 않게 됨
▪Drawing up of a present condition including the number of the Old-age Pension beneficiaries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in the Old-age Pension and the Early Old-age Pension
－ When an Old-age Pensioner or an Early Old-age Pensioner is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he/she shall become an Old-age Pensioner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and
when the person is not engaged in income-earning activities, he/she shall become again an
Old-age Pensioner or an Early Old-age Pension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and
66(1)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f it is managed separately, the same beneficiary who
has received an Old-age Pension, an Early Old-age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under
income-earning activities altogether at the relevant year can be managed doubly and it can
cause a discord with the real number of beneficiaries.
▪연령별 수급자 현황에 수급자수가 없음에도 지급액 현황에서 금액이 표출되는 건은 일시
금 (장애, 반환, 사망)의 경우 2019년 전에 지급결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체납분 납
부 등으로 당해연도에 추가지급 금액이 발생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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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번호
Number in Table

특이사항
Unique Details
▪Amount of money is shown in the "Benefits Paid" section even if the number i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by Age Group" section is zero. Even though the Lump-sum Refund (Disability
Compensation, Lump-sum Refund, Lump-sum Death Payment) was paid by the NPS before the
year of 2019, additional benefits can be paid in the concerned year due to the payment of the
delinquent pension amount, etc.
▪지역별 현황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됨
▪Data collected by Administrative District is made on the basis of the pensioner's address

평균급여액
관련 공통
A Common Feature of Average
Benefit Amount

▪기본연금월액과 부양가족연금월액의 합계액 기준이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자는 조정전
금액으로 작성
▪Total sum of Basic Monthly Pension amount and monthly Dependents Pension amount. For a
beneficiary who is entitled to two or more benefits, the amount before being adjusted will be the
average benefit amount

81, 82

▪시도별 현황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됨
▪Data by Administrative District is made on the basis of the claimer's address

9, 83

▪매입가 기준으로 작성
▪Figures of Operation Fund(Book value) are in a cash flow

84

▪시가 기준으로 작성
▪Figures of Operation Fund(Market value) are in a Market-to-Market value

□ 자료내검(현장, 입력 등)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PDW(Pension Data Warehouse) 이용
- 내부시스템(PDW)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 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함
○ NPIS(National Pension Informaion Service) 이용
- 내부시스템(NPIS)상 자료와 추출된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오류 확인
- 지사에서 입력한 자료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해당 지사에 재확인하여 오류자료를 수정
함
○ 오류 검토 매크로가 반영된 엑셀 프로그램 이용
- 엑셀에 자료 입력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함
- 추출된 자료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해당부서(빅데이터부)에 재확인하여 오류자료 수정함

□ 집계된 자료를 통계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내용
□ 확인된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
3. 무응답

□ 주요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율

○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내부 전산을 통해 데이터 산출하므로 무응답이 없음
- (자격, 징수, 급여, 심사청구 현황) PDW(Pension Data Warehouse)를 통해 데이터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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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현황) 기금운용본부 내부전산(NPF,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산출

- (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 기준

○ 자료 수집시 대부분의 항목이 전산화 되어있어 이상치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이상치
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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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 통계표, 그래프 등을 제시하고,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기술

○ 매년 공표하는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는 주요 통계표, 그래프 및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음
통계표

<

>

[통계연보에 사용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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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시점(또는 기간)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 1년
○ 보고대상 연도의 익연도
○ 잠정치는 공표하지 않으며 확정치만 공표함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결과

○ 현재 1년의 시의성을 두고 국민연금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가능성 검토결과
단축할 수 없음
- 기준연도의 통계자료를 익년에 수집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급
자의
확인을 위해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됨

2-2. 공표일정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매년 6~7월에 1년전 자료를 공표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표일정 공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 : 2019년 국민연금 통계는 2020년 7월에 공표 예정임
- 실제 공표시기 : 2020년 7월 31일
-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됨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됨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통계의 시계열 단절은 없음
○ 통계의 회계연도가 1.1~12.31 기준으로 동일
○ 분류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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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간 비교성

□ 외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주요 국가의 해당 통계

○ 국민연금 통계는 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로서 연금관련 OECD 국가에서 산
출하고 있음
- 출처
2019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OECD, Pension at a Glance 2019
- 인터넷주소: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pension_glance-2017-en.pdf?expires=1554448613
&id=id&accname=guest&checksum=BE95E2FFB262F6B2C85299878DDDF402

○ 각 연기금 홈페이지 및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가능함
- 일본 GPIF
인터넷 주소:
- 노르웨이 GPFG
인터넷 주소
- 네덜란드 APB
인터넷 주소
- 캐나다 CalPERS
인터넷 주소
https://www.gpif.go.jp/

: https://www.nbim.no/

: https://www.abp.nl/

: https://www.calpers.ca.gov/

□ 국외 통계와 비교가능 여부

○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 노인
빈곤율, 연기금 규모, 연기금 운용수익률, 공적연기금 자산구성 부분 비교 가능함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한 조사내용 또는 보고 항목이 포함된 다른 통계가 존재유무
○ 없음

4-2.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모든 통계는 확정치로서 잠정치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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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활용 실태

□ 국민연금통계 제공 자료접속현황

국민연금홈페이지>연금정보>국민연금통계>통계연보

제공항목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9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8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7년)
[보고서] National Pension Statistics Facts Book(2016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6년)
[보고서] National Pension Statistics Facts Book(2015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5년)
[보고서] National Pension Statistics Facts Book(2014년)
[보고서]국민연금 통계연보(엑셀자료)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4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3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2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1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10년)
국민연금통계 설명자료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9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8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7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6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5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4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3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2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1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2000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1999년)
[보고서] 국민연금 통계연보(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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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시
2020.7.31.
2019.07.10.
2018.07.09.
2017.09.26.
2017.06.26.
2016.11.14.
2016.07.14.
2015.12.01.
2015.10.01.
2015.07.06.
2014.06.30.
2013.06.24.
2012.06.15.
2011.05.31.
2010.10.07.
2010.06.11.
2009.06.18.
2008.08.27.
2007.06.15
2006.06.20.
2005.08.31
2004.08.06
2003.09.26
2003.09.26
2003.09.26
2003.09.26
2003.09.26

접속자수
1500
4024
7820
1952
4663
2034
4939
2466
4439
4917
8061
6453
7575
7526
7024
7175
7614
8690
9990
6648
5832
5666
5775
4839
4893
4688
4795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의 문서화 여부

○ 국민연금통계연보 : 통계작성 절차 및 통계지표에 대한 설명
○ 국민연금통계관리지침 : 자료입력, 자료검토에 대한 설명
○ 자료수집방법 : 시스템을 통한 자료수집
○ 자료입력/내검 지침서 : 붙임
○ 현장조사관리 자료 : 시스템으로 집계되어 해당 없음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관련 웹사이트 등재, 책자발간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되는 경로
서비스경로,인터넷주소
게재일시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국민연금홈페이지
-연금정보>통계자료>통계연보
연간 국민연금 통계
(http://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3_01.j
sp?cmsId=statistics_year)
국가통계포털 > 국민연금 통계

연간 국민연금 통계

2-2. 연락처 정보

□ 통계의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연락처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기획협력부

{국민연금공단 조직도,
통계청 사이트에 기재}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자료 설명

○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통계설명자료 및 지표 용어정리가 포함되어 있음
- 홈페이지 주소
(http://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3_01.jsp?cmsId=statistics_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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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해당기관에서 해당기관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서비스 요청 및 제공은 ‘공문’을 원칙으로 하며, 통계법 근거한 자료 요청일 경우에만 제공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방법, 법령(규정)

○ 국민연금법 에 근거하여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를 보호해야 함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방법

○ 공표자료의 경우 식별가능 조사항목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성별통계 등을 제공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보관과정에서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방법, 법령규정

○ 국민연금법 에 근거하여 국민연금통계자료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개인정보보호법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
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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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 담당 부서명 및 업무별 담당인력 부서

○ 주관부서 :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기획조직부

역할
국민연금 통계기획 및 공표

부서
기획조정실
고객지원실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통계 연보 생성부서

□ 최근 3년간 통계관련 교육과정 이수내역 : 없음
2. 사업예산

□ 총 예산

○ 2019년 예산 : 없음
○ 2020년 예산 : 없음
○ 2021년 예산 증액의 필요성
- 통계관련 교육예산, 통계연보 관련 예산 증액 요청

3.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처리 시스템

○ NPIS(National Pension Information) 시스템(연금업무시스템)
- 가입자, 수급자 유선, 방문, 팩스 접수시 NPIS에 등록한 자료 활용
- NPIS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입자, 수급자 수, 금액등의 정보를 추출
○ PDW 시스템 이용
- (자격, 징수, 급여, 심사청구 현황) PDW(Pension Data Warehouse)를 통해 데이터산출
- (기금 현황) 기금운용본부 내부전산(NPF,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산출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연금업무시스템

운영
○ 통계연보의 비교가능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종전 통계연보(제29호)의 수록내용을
유지하되, 각 생산부서의 지표 검토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표 내용 수정 및 보완
○ “국민연금통계연보 작성기준”에 따라 통계작성의 정확성 및 일관성 강화
○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 생산, 검증, 발간 등 각 작업 단계별 생산부서와
충분한 업무협의 진행
NPIS(National Pens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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