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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

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

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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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유

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차례 개정된 연금소득

과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15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항상 유리하

도록 개편하였고,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퇴

직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퇴

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

던 것을 감안하여 과세당국은 이러한 세제개편

을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법 개정 이전에는일반

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자의 99.6%

가 퇴직소득 실효세율 3% 미만인데 반해 퇴직금

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

로 연금소득이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에 가

입되어 있는 퇴직자의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라 함)

으로 의무 이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2)

이는 지속적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

후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게 한 것이다. IRP 계좌에 이체되어

있는 퇴직금을 55세 이후 수령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퇴직자들의 IRP의 조기 해지를 방지하

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자들은 이직시마다 IRP 계좌를 해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게 되어
3)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

다. 이에 과세당국은 55세 이후의 수령시 연금소

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퇴직자들의 IRP

계좌 해지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를 중과하기 위하여 2013년에 5배수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개정세법을 통하여

12배수의 중과비율을 도입하였고 정률공제 또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법 개정과 합리적이지 못한 법 개정은 퇴직소득

산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6년에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은 2015

년까지의 경과규정을 도입하여 2015년 이전 입

사자가 2016년 이후 퇴직할 경우 복잡한 산정방

식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세무

실무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좀 더

단순하고 일목요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퇴

1) 2015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2014 국세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

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

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

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RP(개인형퇴직연금) 해지율 70% 넘어 도입취지 무색. 2013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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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득의 중과라는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5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단계적 과세완화 방

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금소득으로의 유도를

모색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최근 개정된 퇴직소득세제

및 연금소득세제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연금 및 퇴직소득세제 관련 문제점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고찰했으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자 하

였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연금소득
문성훈과 김수성(2014)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

로 과세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

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퇴

직소득에 비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과

세의 세부담이 크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때

문에 퇴직자가 은퇴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의 종류가 많다면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

지 않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선

택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연금 체계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확보

하려고 하는 정부정책에 반할 수 있기에 가입단

계와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두빈과 전용일(2014)은 퇴직급여 및 IRP 제

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

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론 모형의 분석

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

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

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

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승렬과 김정주(2015)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IRP연금과 즉시연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종신형

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즉시연금을 구입

하게 되면 IRP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오히

려 실제 연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제

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즉시연금이 IRP연

금에 비해 비용(소득세 포함)이 더 많이 소요되

지만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현저하게 더 높기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2014년도 세법개정안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지만 확정기간형 연금이 아닌 종신형 연금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는 IRP연금 선택에 대한 유

인책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판단하였다.

문성훈과 임동원(2014)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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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적인 유인정책으로는 세제상 혜택이 가장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관

련한 현행 과세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세제상

혜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연금

(추가 납입) 유도를 위하여 근로자 추가 납입금

에 대해서도 개인연금과 별도로 세액공제를 인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공제한도

수준은 개인연금 공제한도수준인 400만원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2. 퇴직소득
김수성과 성종훈(2014)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

하여 노후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은 과거에 비

해 더욱 중요하므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개정된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퇴직소득 정률공

제 축소, 임원 퇴직소득 계산 특례 및 퇴직소득

세제의 5배수에 관한 법 개정 등 퇴직소득세제

에 관한 개정세법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5

배수의 퇴직세제 방식에 있어서 단기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함으로서

최소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에 대하여는 5배수

에 관한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정기현(2010)은 퇴직소득세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퇴직소득세제와

연금소득세제의 균형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퇴직

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등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퇴직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선택하여 연금소득세를 납

부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형평을 부여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퇴직소득 납세의무자

와 연금소득 납세의무자간 납세부담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조세저항이

클 것이며 이는 조세형평 과세원칙에도 위배된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국내

의 경제흐름에 맞춰 필수적이며 아울러 중장기

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

다.

김대철(2012)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담은 연금소득 및 퇴직

소득세 개편방안을 종전규정과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세

법개정으로 인해 연금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종전 세법 대비 낮아지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

담은 증가하여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속연수와 임금수준에 상관

없이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대체적으로 퇴직

소득보다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 수령자들에게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장기간의 연금수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012년 개정세법으로 과세당국은 사적연금소

득의 과세체계를 기존에는 운용수단별로 과세하

던 것에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퇴직소득 개정을 통하

여 연분연승법을 적용 시에 종전과 달리 5배를

곱하여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5배로 나누는 방

식을 적용하였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12배를

적용하고 있고, 기존에 40%를 공제하던 정률공

제를 폐지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별개로 보아 분석한 것

과 달리, 과세당국의 연금소득 강화를 위한 IRP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9

의무 이전과 이에 따른 55세 이후 연금수령 유

도를 위한 퇴직소득 세부담의 강화를 유기적으

로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즉 최근 연금소득세제와 퇴직소득세제의 연속

적인 개정에는 결국 한국사회의 노령화가 가속

되는 것에 대한 과세당국의 연금소득 유인이라

는 커다란 정책하에서 조기에 퇴직소득으로 수

령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을 동시에 개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

각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문제를 다룰 때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형평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연금소득

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간 어느 한쪽으로 치

우친다면 조세저항이 클 것이며 또한, 조세형평

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세제 및

퇴직소득세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는

세제개선이야말로 선진세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정기현, 2010).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퇴직소득의 중

과세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

위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비해 본 연구는 55

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과세 완화 및 해

결책을 동시에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의 차별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Ⅲ. 최근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개정 방향

1. 퇴직소득세 
최근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후 생

활 안정을 위하여 과세당국은 수차례 퇴직소득

세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세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1 개정 내역
1.1.1 정률공제의 변화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에 비하여 실효세부

담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

으로 인한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추구하

는 과세당국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퇴직소득

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필수적인 제도가 바

로 정률공제이다. 최근에는 정률 공제가 대폭 축

소되었거나 폐지된 바가 있다. <표 1>은 최근

잇단 세법 개정을 통한 정률공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정률공제는 오랜 기간 동안 100분의

50을 유지하다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00

분의 45로 축소된 바 있고, 2011년 퇴직분부터

100분의 40으로 인하되었다가 2016년 세법개정

으로 정률공제는 완전 폐지되었다.

퇴직연도 정률공제율

～2005년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50

2006년～2010년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

2011년～2015년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

2016년～ 정률공제 폐지

<표 1> 정률공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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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퇴직소득 연분연승 적용 시 배수 적용
2013년 퇴직소득 개정 시 연분연승법 환산 배

수 적용 개정은 과거에 비하여 퇴직소득산출세

액 구조를 대폭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부담을 강화하고 연금소득세의 부

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즉, 퇴직 시 일시금

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자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

눈 금액을 기준으로 5배수를 적용하고 이에 대

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다시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여 복잡한 계산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김수성과 성종훈, 2014).

한편, 퇴직소득 연분연승 적용 시 5배수를 곱

하기로 한 2013년 세법개정에 이어 2016년 세법

개정에서는 12배를 곱하는 개정이 있었다.
4)
이로

인하여 2012년말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6

년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세 개의 구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즉 2012년까지의 1

배수 규정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5배수 규

정,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의 12배수 규정을 각

각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세

무실무자들의 이해 가능성 및 실무 적용력이 현

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1.1.3 환산공제의 신설
2016년부터 적용하는 퇴직소득세 산정방식은

2015년까지의 퇴직소득에 비하여 정률공제 폐지

와 12배수 적용이라는 퇴직자에게 불리한 결과

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개정사항 모

두 2016년 이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현

격하게 가중시키므로 이에 대한 완화책으로 환

산급여공제가 신설된 바 있다. 즉, 퇴직소득금액

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후 12배 곱한 금액

을 환산급여로 정의하였고, 동 급여에서 소정의

공제액을 누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환산공제

라 한다. <표 2>는 신설된 환산급여공제를 보여

준다.

<표 2> 신설된 환산급여공제
5)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환산급여 - 3억원) × 35%

4)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5) 예를 들어 환산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환산급여공제는 4,520만원＋(8,000만원-7,000만원)×55%이므로 5,07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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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경과규정의 도입
2015년 12월 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5배수만

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정에 의한 40%의

정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반해, 2016년 1

월 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2배수를 적용하고

정률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이렇듯 퇴직일

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개정된 퇴직소득은 2016년 이후 퇴직자

들에게 과다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

다. 과세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퇴

직자까지는 종전규정과 새로운 규정을 일정률로

안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였

다. <표 3>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퇴직하는 경우의 경과규정을 보여준다.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1.1.～2016.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6) × 80%

＋현재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20%

2017.1.1.～2017.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60%

＋현재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40%

2018.1.1.～2018.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40%

＋현재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60%

2019.1.1.～2019.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20%

＋현재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80%

<표 3> 경과규정의 적용

1.2 개정에 따른 세부담 비교
근로자가 총 10년을 재직 후 1억원을 퇴직금

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최근 두 번에 걸쳐 개정

된 5배수, 12배수 규정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개

정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고자 한다. <표 4>는

3 개의 사례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보여주

고 있다. 근로자가 5배수를 적용 받기 전인 2012

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을 가정한 것이 사례

1이고, 5배수를 적용받는 기간인 2015년 12월 31

일 퇴직을 가정한 것이 사례 2, 마지막으로 12배

수를 적용 받는 기간인 2016년 12월 31일 퇴직

을 가정한 것이 사례 3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동일하게 10년을 근무하

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5배

규정을 적용하기 전인 2012년 퇴사의 경우 336

만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5배 규정을 적용하는

2015년 퇴사자는 422만원을 부담하여 2012년 퇴

6)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5년까지의 세법규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40%)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1/근속연수× 5 ×기본세율) × 1/5 ×근속연수

② 경과조치

2013.1.1. 이전 입사자가 2013.1.1. 이후 퇴직하는 경우 경과조치

퇴직소득산출세액:ㄱ＋ㄴ

ㄱ. 퇴직소득과세표준× 1/전체 근속연수×기본세율) × 1/2012.12.31. 까지의 근속연수

ㄴ. 퇴직소득과세표준× 1/전체 근속연수×기본세율) × 1/2013.1.1. 이후의 근속연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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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대비 126%의 세부담이 있다. 또한 사례 3

에 해당하는 2016년 퇴사의 경우에는 491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함에 따라 2012년 퇴사자와

동일한 퇴사 조건인 10년 1억원의 수령에도 불

구하고 퇴직연도가 달라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

는 이유로 2012년 퇴사자 대비 146%의 세부담이

있고 1년 전인 2015년 퇴사자 대비 116%의 세부

담이 있다.

<표 4> 사례별 세부담 비교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퇴직소득공제 1(근속연수공제)7) 4,000,000 4,000,000 4,000,000

퇴직소득공제 2(정률공제) 40,000,000 40,000,000 -

환산급여(12배 적용) N/A N/A 144,000,0008)

환산급여공제 N/A N/A 81,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56,000,000 56,000,000 62,500,000

소득세율 6% 6%, 15% 6%, 15%, 24%

퇴직소득산출세액 3,360,000 4,224,0009) 4,913,60010)

세부담의 상대비율(사례 1 기준) 100% 126% 146%

2. 연금소득세
2.1 연금수령 형태로 유도
정부는 최근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

라 노후 보장 및 연금 수령 혜택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여기고 연금소득세제도 이에 부합하게

개정해 왔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세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주요국의

퇴직소득 수령형태에 따른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

직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반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을 별도

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과세 하고 있으며, 일본과

7) 근속연수공제는 다년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누진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것으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액을 차등 적용한다.

구분 공제액

① 5년 이하 연 30만원

②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년 초과× 50만원

③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10년 초과× 80만원

④ 20년 초과 1,200만원＋20년 초과× 120만원

8)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12/근속연수

=(100,000,000-4,000,000)× 12/8년=144,000,000

9)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은 7년(70%),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3년(30%)이므로, 산출세

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출세액: 39,200,000× 1/7년× 6%× 7년=2,352,000

②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산출세액: (16,800,000× 5배수×1/3년× 15%-1,080,000)×1/5×3년=1,872,000

10)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80%＋현재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20%

= (2,016,000＋2,496,000) × 80%＋6,520,000 × 20% = 4,9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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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연금 수령시에는 소득구분

을 달리하고 있으나 종합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5> 주요국의 퇴직소득 수령형태에 따른 과세체계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한국 퇴직소득(분류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일본 퇴직소득(분류과세) 잡소득(종합과세)

미국 통상소득(종합과세)

영국 근로소득(종합과세), 일부 일시금 비과세

독일 자본소득(분리과세 25%) 근로소득(종합과세)

출처: 2014년 세법개정 문답자료

2.2 IRP 이전 시 과세 이연
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확정급여

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통해 연금운용사업자로부

터 받는 근로자는 IRP로 의무 이전하도록 하였

다. <표 6>은 기존의 개인퇴직계좌인 IRA와 개

인형퇴직연금인 IRP와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

다. IRP는 재직 기간 중에도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불입이 가능하여, 추가불입분에 대하여는 연

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퇴직소득을 55세 이후에 수령함

으로서 세금을 이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한 운영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

는 대신에 향후에 전체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

득세 3～5%가 부과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IRP는 기존 IRA와 같이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

령하여 통산하는 기능 외에 가입대상을 확대하

고 자기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

하는 제도이다.

<표 6> IRP와 IRA의 비교

구 분 IRP IRA

명 칭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

가입 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선택 규정)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가입자(의무규정)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급여 이전 퇴직연금가입자의 급여 이전 방법으로 규정 임의 선택

추가 납입 추가납입 가능(한도 1,200만원) 추가납입 불가

2.3 연금수령으로의 유도
2013년 세법개정에서 연금소득은 대폭 개정된

바 있다. 종전 분리과세 기준인 600만원에는 공

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

공적연금만으로도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사적연금은 사실상 모

두 종합과세 되고 있었으므로 사적연금의 분리

과세 기준액을 현실적인 수준인 1,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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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이 있었다. 한편, 퇴직연

금 등 연금 제도의 기반도 계속 마련해 왔으나,

퇴직소득의 낮은 세부담이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

었으므로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사적연금으로

의 과세 유도를 위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을 12배로 증가시켰다. <그림 1>은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효과를 보여

준다. 고소득자는 연금소득 수령 시 세부담이 증

가하는데 반해 저소득자는 개정된 방식의 연금

수령 시에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출처: 2014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그림 1> 연금ㆍ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효과

<그림 2>는 퇴직 시 과세이연으로 인한 불입

단계, 운용단계, 그리고 55세 이후의 인출단계에

따른 소득원천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계좌 인출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하기로 하

여 55세 이후의 연금수령 방식인 경우 연금소득

으로 과세하고, 연금외수령 시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각각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

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의 잦은 이직

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수령 빈도가 많아지고 수

령 연령이 한층 낮아짐에 따라 퇴직금의 누적이

저해되고 노후 보장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는 55세까지 IRP 계좌에 예치한 후

연금수령 연령이 도래하였을 경우 비교적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으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연금소득

은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나 일시수령에 따

른 퇴직소득은 12배수로 기타소득은 2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가 담긴

개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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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단계> <운용단계> <인출단계>

IRP로

과세이연된

퇴직금

→

연금계좌 ⇒

CASE 1 연금수령 → 연금소득

CASE 2

연금외

수령

→

퇴직금 → 퇴직소득

자기불입금 → 기타소득
자기

불입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

출처: 2013년 국세청 통계자료

<그림 2>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과세체계

<표 7>은 동일한 퇴직조건에서 퇴직금을 일

시에 수령하는 경우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

령하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

를 들어, <표 4>에서 사례 3에 따라 2016년에

10년을 근속하고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1억원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491만원(실효세율 4.91%)

부담하는데 반해,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연간 1,000만원씩 10년 분할 수령을 가정하면 연

간 연금소득세 35만
11)
으로서 10년간 부담하는 총

연금소득세 35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금소득

세가 퇴직소득세 대비 71%의 소득세만을 부담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7> 일시 수령과 연금형태 수령시의 과세 비교

구 분 일시 수령시 연금형태 수령시

세금 분류 퇴직소득 연금소득

세 부담액 491만원 350만원

실효세율 4.91% 3.50%

세부담의 상대비율(일시 수령시 기준) 100% 71%

Ⅳ. 연금 및 퇴직소득세제 관련 
문제점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1. 과도한 퇴직소득세 부담
퇴직소득 연분연승 적용 시 5배수를 곱하기로

한 2013년 세법개정에 이어 2016년 세법개정에

서는 12배를 곱하는 개정사항이 있었다. 이로 인

하여 2012년말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6년

이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

는데 있어서 세 개의 구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개정

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세무

실무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과정에 대한 이해 가

능성 및 실무 적용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퇴직

소득 수령분에 대해서 12배수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에 비해 퇴직소득의 실효세율이

11) 연금소득세 부담액=1,000만원×5%×(1-30%)=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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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과소했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일정 수준으로 부담률을 올리

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림 3>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배수

규정에 의해 개정된 퇴직소득이 기존 퇴직소득

보다 실효세율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에 따르면 퇴직소득금액 1억 2천만원

을 분기점으로 하여 개정된 퇴직소득세제가 종전

방법보다 퇴직자에게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2016년부터 2019년까

지의 경과규정을 적용했을 경우의 결과에 불과하

다. 즉, 2020년 이후 퇴직자들이 퇴직시에는 2019

년까지의 경과규정이 지난 후의 퇴사이므로 모든

근속연수에 일괄적으로 12배를 적용하여 세부담의

급증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8>은 <표 4>의 사례별 세부담 비교에 근거하여

사례 4를 추가한 것이다. 즉 사례 4는 10년 1억의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소득자가 경과규정이라는 연

착륙 제도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12배수를 곱했

을 때의 효과를 그렇지 않은 사례 1부터 사례 3까

지와 비교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동일한

근속연수에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례 4와 같이 2020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경

과규정을 적용하던 2016년에 비해서는 199%의 퇴

직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2012년에 비해서는

291%의 퇴직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즉, 개정

된 12배수 규정은 비교적 단기간 근로한 퇴직자들

이나 최근에 입사를 한 2-30대 사회 초년생에게

향후 퇴직시에 커다란 세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한 연도에 따라 연평균 과세표준에 5배수 또

는 12배수를 적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가 어려운 상황이다(김수성과 성종훈 2014). 이렇

게 일괄적으로 특정 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입사를 한 젊은

층 또는 단기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하여 과다한 세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퇴사시의 근속연

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5년이나 10년의 근속 기간을 구분하여

그보다 단기 근속자에게는 12배보다 적은 배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개선안이 될 수 있다. 또

는 현행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적은 퇴직자

에게는 미미한 공제 효과만을 줄 수 있으므로 장

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근속연수공제의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연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2014 국세청 통계자료

<그림 3> 근로․퇴직소득간 실효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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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20년 퇴직시의 퇴직소득산출세액 비교

구분 사례 1(2012년) 사례 2(2015년) 사례 3(2016년) 사례 4(2020년)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퇴직소득공제1(근속연수공제)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퇴직소득공제2(정률공제) 40,000,000 40,000,000 - -

환산급여(12배 적용) N/A N/A 144,000,000 144,000,000

환산급여공제 N/A N/A 81,500,000 81,5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56,000,000 56,000,000 62,500,000 62,500,000

소득세율 6% 6%, 15% 6%, 15%, 24% 24%

퇴직소득산출세액 3,360,000 4,224,000 4,913,600 9,780,000

세부담의 상대비율(사례1 기준) 100% 126% 146% 291%

2. 연금수령으로의 활발한 유도
2.1 부득이한 일시수령 사유의 확대
최근 수차례에 걸쳐서 퇴직소득이 개정된 주

요한 원인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소득 수령으

로의 유도이다.
12)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여러 측면에서 유

용하고 융통성 있는 유인이 있어야만 연금수령

을 하겠다는 결정을 오랜 시간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금수령은 다소

경직된 규정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즉, 55세 이후에 10년 넘게 연금수령을 하다

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자발적, 비자발

적 의지에 따라 쉽게 일시수령을 할 수 있는 융

통성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

규정에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수령
13)
은 연

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나 그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확실성하에 현대 사회에서 55세 이후에 개인

12) 2012년 개정세법 문답자료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금저축 납입요건을 완화하고 수령요건을 강화하는 이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의 납입문턱은 낮추되, 인출문턱은 높이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임. 이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의 확충을 지원하되, 고령사회 대비 수령요건은 강화하여 가급적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

할 필요함. 따라서 납입기간은 단축하는 반면, 납입한도를 높여 단기간이라도 동일한 연금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② 연금소득 최소 수령요건을 연장하는 이유와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신설하는 이유

현행 연금수령 최소기간 5년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수령 기간으로는 너무 단기간으로 이를 대폭 연장할 필요함. 따

라서 현행 최소 납입기간(10년)과 최소 수령기간(5년)을 합산한 15년을 기준으로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두지 않으면 최소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금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인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분할⋅균등하게 연금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

1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함)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 연금계좌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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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미리 예단하고

이를 일시수령할지 연금형태로 수령할지를 결정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의사결정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용, 직계비속의 혼사에 따른 예식비용 등 노년에

필요한 일시자금의 몇 가지 사유를 부득이한 사

유의 일시수령으로 추가하고 이 경우에도 저율

의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기타의 개선방안
일시수령 사유의 확대 외에도 연금소득으로의

활발한 유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의 개

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최근에 1,2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

액을 추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한 금액에는 과세 이연된 퇴직

금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입하

였던 금액과 운용사의 운용수익까지 모두 그 모

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

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최대 15%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IRP 추가납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에서는 55

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태 수령액이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2,400만원

을 넘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 100만원에 해

당하는 연간 1,200만원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소득공제의 한도 상한 폐지도 연금소득의

과세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연금소득의 계산구조에서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의 구간에 따라 일정률
14)
을 공제하고 있

으나, 총연금액이 4,100만원을 넘으면 한도에 걸

려서 연금소득공제는 90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의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연금수

령액은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연금액

의 한도 상한을 폐지하는 것도 연금소득의 세부

담을 감경하는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3. IRP 유지 강화
2012년부터 의무이전으로 도입된 IRP는 현재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RP의 해지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IRP 계좌로 이체한 후 55세까지 과세이연을 하

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의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육아나 내집 마련

등 계속적으로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에서 IRP의 유지를 강화하고 일시수

령을 막기 위해서는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

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일시수령에 준

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예외

14) 소득세법시행령 47조의 2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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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는 2012년 7월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의 사유를 준용하

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퇴

직금 또는 연금의 미래 보장성격 금원을 중간정

산 형태로 조기에 수령할 것을 법률과 시행령에

서 허용해주는 중간정산 엄격 사유는 사회 구성

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르면 근

로소득자가 퇴직을 하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IRP 계좌에 의무 이전

하여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한 후 55세 이후까

지 동 금액을 보유하게 하고, 그 이전에라도 아

래와 같은 주택구입이나 6개월 이상의 질병 치

료 등 중대한 사유 또는 거액의 금원을 요하는

사유에서는 IRP 계좌의 해지 금액에 대하여 기

존의 퇴직금 체계인 12배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과세한다면 IRP의 이체를 유도하고 조기해지를

막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IRP의 부분 해지를 가능하게 하여 퇴직

자들의 유동성 확보나 임시적인 자금 운용을 돕

는 것도 IRP의 완전 해지에 따른 12배 퇴직소득

세 부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IRP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부분해지를

통해 추가납입부분의 출금이 가능하므로 유동성

이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IRP의 부

분해지라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하는 것으로 IRP의 유지 및 지속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의 한도는 총 70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실제로 2015년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

도가 확대된 영향으로 추가 납입금이 2014년 대

비 7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이 IRP 추

가 납입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2014년 1,232억

원 수준이던 추가 납입금이 지난해 1조 387억원

으로 크게 늘었다.
15)
이는 정부가 2015년 1월부

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400

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 주요

한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Ⅴ. 결  론
2016년에 과세당국은 연금소득을 강화하고 퇴

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소

득세제와 퇴직소득세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2012

년부터 정부의 연금소득 강화 의지에 따른 지난

수년간의 소득세법 개정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

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 관련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지난 수년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잦은 법 개

정과 5배, 12배 등의 일괄적인 퇴직소득세 배수

규정을 통한 퇴직소득 산출 방식은 많은 문제점

을 유발하였으며, 법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하여

기업 실무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평

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소득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및 정책 의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업실무

자들이나 퇴직자들이 정부의 과세 정책과 세법

개정의 방향에 오히려 반감을 느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

이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한 연도에 따라 일괄

15) “세제혜택 확대에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743% 증가”, 연합뉴스. 201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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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

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

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 직

계비속의 혼사에 따른 예식비용 등 노년에 필요

한 일시자금의 몇 가지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수령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

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IRP

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

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예외사유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의 사유를 준용

하는 것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

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한층 더 상향조정

하여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

어야 할 것이다.

IRP 의무 이전을 통한 과세이연으로 대표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강화와 장기

적인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

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간 세부담의

정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 요구 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세제 및 퇴직소득

세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는 세제개

선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

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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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Lim, Sung-Jong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by-case tax

burden, calcul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presenting the examples in the case of retirement

incom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ial multiples in accordance with the seniority
when leaving the company rather than applying the five times or 12 times in the tax base as the

current retirement income tax. Also, It should be given the flexibility of pension income to ease

the requirements of inevitable temporary receipt of a pension incom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xpand separate taxation threshold which is current 12 million won. Finally, the annual limit of tax

incentives for IRP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urrent 7 million won.

[Implic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study is to offer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retirement income and pension income tax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r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to

develop policy options on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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