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 퇴직연금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 단계에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수령 형태>

퇴직연금제도
(DB/DC/기업형IRP)

개인형IRP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이연퇴직소득

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60~70%)

연금소득세(5.5%~3.3%)
★연간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과세

과세제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개인형IRP내 소득의 원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개시일 또는 매년1월1일의 연금계좌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는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 일시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한도 초과금액)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합니다.

■ 연금 수령시 과세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로 과세 되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손익은 연령별 연금소득세 5.5%~3.3%로 과세됩니다. 단, 연간 
사적연금(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제외) 1,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연령별 연금소득세 : 70세미만 5.5%,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 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①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②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중간정산 금액과 합산 과세를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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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①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배수

(-) 환산급여별공제 ②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배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 근속연수 공제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세율표(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 세율 및 세금계산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35%

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3억원 초과금액)×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5억원 초과금액)×42%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