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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미래에셋대우가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상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연금은 미래다 목록
구분

제목

주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1차시)_
퇴직연금제도 개요

bit.ly/miraeassetpensioneducation
20.11.20
0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2차시)_
퇴직연금제도 유형의 특징

bit.ly/miraeassetpensioneducation
20.11.20
0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3차시)_
퇴직연금 업무처리 절차

bit.ly/miraeassetpensioneducation
20.11.20
03

재테크 필수 아이템 IRP 계좌

bit.ly/miraeassetpension12

19.11.29

평생 관리가 필요한 개인연금

bit.ly/miraeassetpension22

19.10.14

퇴직금 활용 꿀 팁 _ 종합편

bit.ly/miraeassetpension

19.12.18

퇴직금 활용 꿀 팁 _ 1편

bit.ly/miraeassetpension15

19.12.12

퇴직금 활용 꿀 팁 _ 2편

bit.ly/miraeassetpension16

19.12.13

퇴직금 활용 꿀 팁 _ 3편

bit.ly/miraeassetpension17

19.12.16

퇴직금 활용 꿀 팁 _ 4편

bit.ly/miraeassetpension18

19.12.17

연금저축계좌에서 살 수 있는 ETF https://youtu.be/gQs7yNeqLI8

19.12.12

연말정산 절세 꿀 팁으로
세테크 하세요

bit.ly/miraeassetpension14

19.12.11

연금저축 이전 방법

bit.ly/miraeassetpension19

19.12.12

연금저축펀드의 3가지 절세혜택 https://youtu.be/mEE-cz_IgXg

2

업로드
일자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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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사관학교 목록
구분

3

제목

업로드
일자

주소

12편 : 3층 연금 총정리,
연금능력시험!

bit.ly/miraeassetpensionschool12

11편 : 개인연금, 최대치로
활용하는 방법!

bit.ly/miraeassetpensionschool110 20.09.02

10편 : 개인연금 종류,
헷갈린다면 클릭!

bit.ly/miraeassetpensionschool10

20.08.19

9편 : 노후준비, 개인연금으로
하면 좋은 이유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9

20.08.05

8편 : IRP? 개인형퇴직연금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8

20.07.15

7편 :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방법!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7

20.07.01

6편 : 노후 준비의 기본,
퇴직연금!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6

20.06.17

5편 :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5

20.06.03

4편 : 국민연금,
고령화때문에 고갈되나?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4

20.05.20

3편 : 내 연금으로 은퇴 후
얼마나 받을까?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3

20.05.06

2편 : 연금은 총 몇 가지 종류
가 있을까?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2

20.04.15

1편 : 노후에 얼마면 생활할
수 있을까?

bit.ly/miraeassetpensionschool01

20.04.08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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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요! 연금술사 목록
구분

4

제목

업로드
일자

주소

6편 :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옮기는 이유가 뭘까?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6

5편 : 퇴직금, 자유롭게 쓰면서
절세도 가능하다고?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50 20.08.26

4편 : 연금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4

20.07.29

3편 : 연금으로 전세계
우량자산 투자하는 방법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3

20.06.24

2편 : 연금으로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2

20.05.27

1편 : 퇴직연금으로 리츠
투자하기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1

20.04.29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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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요! 연금술사2 목록
구분

5

제목

업로드
일자

주소

9편 : 3층 연금, 은퇴 후 어느 정도
bit.ly/miraeassetpensionexpert15
준비가 될까?

20.12.09

8편 : 연금계좌를 활용한
투자 꿀 팁!

bit.ly/miraeassetpensionexpert14

20.12.02

7편 : 연말정산 효과적인
연금계좌 납입액은?

bit.ly/miraeassetpensionexpert13

20.11.25

6편 : 퇴직금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

bit.ly/miraeassetpensionexpert12

20.11.18

5편 : 퇴직금 활용과 절세 방법!

bit.ly/miraeassetpensionexpert11

20.11.11

4편 : 연금,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하자!

bit.ly/miraeassetpensionexpert10

20.11.04

3편 : 연금으로 해외에
투자하면 좋은 이유?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9

20.10.28

2편 : 개인연금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8

20.10.21

1편 : 연금, 이제는
옮겨야 하는 이유!

bit.ly/miraeassetpensionexpert07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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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투자를 위한 가이드

[후토크]
구분

제목

주소

업로드
일자

5편 : 연금으로 차이나바이오테크
bit.ly/miraeassetpensionhootalk05 21.04.07
투자하기!
4편 : 연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하기!

bit.ly/miraeassetpensionhootalk04 21.03.31

3편 : 연금으로 전기차 투자하기! bit.ly/miraeassetpensionhootalk03 21.03.24
2편 : 연금으로 금에 투자하기!

bit.ly/miraeassetpensionhootalk02 21.03.05

1편 : 연금으로
미국 나스닥 투자하기!

bit.ly/miraeassetpensionhootalk01 21.03.03

[빅피처]
구분

제목
2편 : 내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운용하기!

주소

업로드
일자

bit.ly/miraeassetpensionebigpictur
21.04.21
e02

1편 : 연금으로
bit.ly/miraeassetpensionbigpicture
21.03.02
글로벌자산배분 시작하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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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고민해결! 연금탐정 목록
구분

7

제목

주소

업로드
일자

4편 :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고민은?

bit.ly/miraeassetpensiondetective0
21.04.16
4

3편 : 퇴직연금DC
가입자의 고민은?

bit.ly/miraeassetpensiondetective0
21.04.14
3

2편 : ISA가입자의 고민은?

bit.ly/miraeassetpensiondetective0
21.03.12
2

1편 : 55세 퇴직자의 고민은?

bit.ly/miraeassetpensiondetective0
21.0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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