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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국제경제국 이태원 경제협력과장(☎:2100-7716)  

제 목 :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발효 

-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국이 25개국으로 확대 - 
 

1.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2.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함 

- 예를 들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파견 근무 중인 김○○씨는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매년 약 1,937만원의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스페인 사회보험료 부과 상한소득(연 36,888 EURO) 적용(환율 : 1 EURO = 1448.2원 적용) 

○ 또한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구 분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비고 

스페인 사회 

보험료 
1,937만원/연 면 제 

사회보험료율 : 소득의 36.25% 

(연금 28.3%, 실업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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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되어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 스페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5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직전 15년 이내에 2년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5년의  
납부기간이 필요함  

(사례 1)  

  

(사례 2)  

   

3.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다변화할 계획이다. 

4.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보장협정 발효국가(총 25개국) > 

구 분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비고 

국민연금 

(50세 이후 8년 가입)  
연금  

수급불가 

국민연금 수급 가능 

(급여액 = 8년/28년) 협정발효로 

가입기간을 

28년으로 인정 스페인 연금 

(50세 이전 20년 가입) 
연금  

수급불가  

스페인 연금 수급 가능 

(급여액 = 20년/28년) 

구 분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비고 

국민연금 

(50세 이전 8년 가입)  
연금 수급불가 

국민연금 수급 가능 

(급여액 = 8년/16년) 협정발효로 

가입기간을 

16년으로 인정 스페인 연금 

(50세 이후 8년 가입) 
연금 수급불가 

스페인 연금 수급 가능 

(급여액 = 8년/16년) 

효 과 국 가 명 

페이지 2 / 3undefined의 메뉴에서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페이지

2013-04-01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



 

  

관 계 부 처 합 동 

 

 

  

 

  

보험료 면제 

(8개국) 

이란(’78.6),영국(’00.8),중국(’03.2), 네덜란드(’03.10), 일본

(’05.4), 이태리(’05.4), 우즈베키스탄(’06.5), 몽골(‘07.3)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17개국) 

캐나다(’99.5), 미국(’01.4), 독일(’03.1), 헝가리(’07.3), 프랑스

(’07.6), 호주(’08.10), 체코(’08.11), 아일랜드(’09.1), 벨기에

(’09.7), 폴란드(’10.4), 불가리아(’10.4), 슬로바키아(’10.4), 
루마니아(’10.7), 오스트리아(’10.10), 덴마크(’11.9), 인도

(’11.11), 스페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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