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및 회계처리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표준 경리,회계,경영 sERP                                   www.serp.co.kr 

퇴직연금제도 개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내에 자금이 적립됩니다. 

반면 2005.12.1 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은 외부기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존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유형 구분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 급여가 사전에 확정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연금 총액이 기존 퇴직금 총액과 같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ontribution) 

 
-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 

   (기업으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금융상품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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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시행 시기 

구분 2008 년~2010 년 2011.01.01 이후 

퇴직금 사내적립 가능 가능(미정) 

퇴직신탁/보험 기졲거래가능 거래불가(폐지) 

퇴직연금제도 
대통령령에 의해 5 읶 미만 

사업장에 확대 
가능 (의무화 시기 미정)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요 기졲 퇴직금 방식 

노사가 사전에 퇴직시 연

금급여를 확정하는 퇴직급

여제도 

근로자가 읷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사전 확정한 급

여를 지급 

기업의 부담금을 사전

에 확정한후 근로자의 

적립금운용실적에 따

라 연금급여를 지급하

는 퇴직급여제도 

 

부담금주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 근로자 추가입금가능 

급여형태 읷시금 연금 또는 읷시금 

급여수준 

계속근로년수 1 년에 

대하여 30 읷분 이상

의 평균임금 

정해짂 급여공식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해짐 

연간 임금 총액의 적

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름 

적립금 운용 책임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 

사용자 부담수준 없음 없음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방식 사내적립이 대부분 
부분 사외적립 

(60% 이상) 
전액 사외적립 

연금수리 필요여부 불필요 필요 불필요 

주요대상 전체 기업 대기업, 사외적립 대체 연봉제, 중소기업 

지급보장 불가 
의무적립금제도 

(퇴직부제 60%이상) 

상품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기업부담 변동 가능 
변동 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변동 불가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불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충족시 

손비인정 퇴직금 지급 시 적립 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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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신문에서 평생월급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Q&A 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담 사례 -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범위 

1) 무주택자 주택구입  

2) 본인과 직계가족 6 개월 이상 요양 

3)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의 필요성 

 

근로자 입장 회사 입장 

- 기업의 도산 적립 퇴직금에 대한 보장 

- 퇴직시 연금 또는 읷시금 선택 가능 

- 연금 수급시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효과 

- 개인 추가 입금분은 개읶연금 소득공제에 

  300 만원까지 통합 혜택 

- 근로자 노후보장으로 고용안정 

- 근로자의 복리증짂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 임금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 

- 퇴직연금 적립액 임금채권 차감 없음 

- 사외적립금 적립시점에 100% 손비인정 

 

퇴직연금 가입 현황 

 

- 5 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36.92%인 총 2,856,863 명 가입 

구 분 합 계 DB 형** DC 형 IRA 특례 개읶형 IRA 

근로자수 

(%) 

2,856,863 

(100) 

2,232,996 

(78.2) 

536,047 

(18.8) 

69,879 

(2.4) 

17,941 

(0.6) 

업 

권 

별 

은행 1,519,956 1,069,584 373,172 67,504 9,696 

생보 655,149 591,214 58,619 2,186 3,130 

증권 486,400 401,421 80,268 121 4,590 

손보 195,358 170,777 23,988 68 525 

 * 5 읶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 7,739,913 명(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2008.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1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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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및 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회계상 

처 리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계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처리 

(퇴직시 회계처리 없음) 

세법상 

처 리 

한도 내 손금인정 

(기졲의 퇴직보험료와 동읷) 
전액 손금인정 

 

 

참조 : 퇴직보험료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방법 

 

손금산입한도액 = (A – B)와 ©중 적은 금액 

사업연동 종료읷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 

사업연도 종료읷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읶누계 

액 제외) 

 =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A) 

사업연도 종료읷 

현재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 

잔액 

 - 

싞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 (B)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C) 

 

 

참조 : 퇴직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 으로 함.  

    －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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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산조정 싞고조정 

보험료 1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 100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 100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100 / 

퇴직보험충당금 10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 포함) 

퇴직보험충당금 80 / 

퇴직보험예치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현금 70 

퇴직급여충당금 150 / 퇴직보험예치금 

80 

                  / 현금 7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80 

익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80 손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로 세무상 퇴충잔액을 증가시켜 주는 조정 필요 

 

* 참고문헌 및 도움 ;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기업은행 퇴직연금 
▶ 안세회계법인  

 

* 퇴직연금 관련사이트 ; 

▶ 노동부 퇴직연금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 기업은행 퇴직연금 - 검색 또는 Home > Rich 상품몰 > 펀드 > 퇴직연금 

▶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삼성생명 퇴직연금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익율 비교 ; 
▶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한국증권업협회 : 증권회사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 손해보험협회 : 사업자의 수익율 비교 (바로가기) 

 

오늘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는 정영화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자료가 좋은데 출력해서 보고 싶다는 분이 많으셔서 

이번 자료부터는 PDF 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http://blog.naver.com/sjh201001/100104645041
http://www.ibk.co.kr/
http://www.ceotax.com/
http://www.molab.go.kr/pension
http://pension.fss.or.kr/
http://www.ibk.co.kr/
http://www.primapension.com/
http://pension.samsunglife.com/pension/corporate/pensionMain.html
http://www.truefriend.com/repension/main.jsp
http://www.kfb.or.kr/info/resign.html?S=FAE
http://www.ksda.or.kr/dataroom/statistics_rpension.cfm
http://pub.insure.or.kr:8091/iga/igcpa/rpsas/retirement_com.jsp
http://www.knia.or.kr/nlpcomp/commodity2/commodity5_5.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