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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신뢰받는 세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600만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연간 근로소득을 

총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들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여, 매월 납부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결정

세액 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 어려운 게 사실

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연말정산 동영상’,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 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 위주로 구성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전자파일(한글, pdf)형태로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체청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 12.

법인납세국장 심 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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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5.1월 초) 

2.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5.1월)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5.2월) [근로자➔회사]

4.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등 보완(’15.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5.2월)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15.3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 ’15.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

책자>소득세)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표준 상담사례 책자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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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5.1.15일 Open 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정서 필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 1.15〜1.21.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 

1.22.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해야 함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5년 2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기부금ㆍ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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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15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

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5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5년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 , )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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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무용어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
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유의 사항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주  요  특  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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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법원의 판결ㆍ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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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세율(6%)]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37,000원 : 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해 2월 말일

    * 해당연도 소득을 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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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유의 사항

   근로소득 귀속연도

구  분 귀속시기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지급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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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요~

※ 비과세소득 예시

일 ․ 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ㆍ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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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09년
귀속

’10년
귀속

’11년
귀속

과세표준
’12년
귀속

’13년
귀속

과세표준
’14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6% 6%

12백만원

이하
6% 6%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6% 15% 15%

46백만원

이하
15% 15%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5% 24% 24%

88백만원

이하
24% 24%

88백만원

이하
24%

88백만원

초과
35% 35% 35%

3억원

이하
35%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38%

1.5억원

초과
38%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3,76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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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ㆍ계산 >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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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p.91 참조)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

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ㆍ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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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p.109 참조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소득ㆍ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6.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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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제항목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초 ․ 중 ․ 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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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2007년 귀속부터 제공되므로 과거년도에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누락하여 

추가로 공제 신청하는 경정청구, 고충청구 시에도 이용하면 편리

*계산결과 화면에서 산출과정보기를 클릭하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ㆍ투자

조합출자 소득․세액공제 계산내역 확인 가능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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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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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

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6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022 Ⅱ. 연말정산의 이해

※ 색으로 표현된 글자는 ’14년 세법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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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득공제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
으로부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
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소유권 이전ㆍ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ㆍ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전체한도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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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
*
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
기업 출자]

* 5천만원 이하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국회 계류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액 10% 추가 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그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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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

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

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3만원, 

66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연

금

계

좌

세

액

공

제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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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특

별

세

액

공

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장애인전용 포함)

의

료

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
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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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특

별

세

액

공

제

기

부

금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

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액
근로소득 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국회 계류중)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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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

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1억원) × 2%

유의 사항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됨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2 인적공제

2. 인적공제 029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유의 사항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    분 내        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한부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중 6세이하, 출산ㆍ입양자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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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01 기본공제

01_기본공제 031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유의 사항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4.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4.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4.12.31. 이전
1994.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1997. 1.1. 이후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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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
*
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
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금융소득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등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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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    례 답    변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한

경우(배우자 소득 없음)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2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3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모두 공제 가능.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

(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

공제 불가능

4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소득 없음, 나이 65세)
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5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6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7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가족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

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9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02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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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4.12.31.이전)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유의 사항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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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

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며느리 ․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3 연금보험료공제

036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유의 사항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3. 연금보험료공제 037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소급기여금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귀속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제 비율 소득공제 되지 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반납금 공제 여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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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유의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지역가입ㆍ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02_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039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

공제(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 사항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m2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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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5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총 한도액 구분

∙’12.1.1 이후(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11.12.31 이전(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11.12.31 이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03.12.31 이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 한도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이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03_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공제 041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2014년 이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04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

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

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

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

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007.2.28 이후 

연장분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

(’06.1.1부터)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06.1.1

부터)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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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시점에 따른 법률개정 경과 조치

차 입 금 경과 조치

2000.10.31 이전 차입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적용하지 않음

2003.12.31 이전 차입분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15년 이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공제

2005.12.31 이전 차입분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기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적용사례>

∙ 2005.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2005.12.31. 이전 2주택 이상자가 2006.1.1. 이후 주택의 

추가 취득 없이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부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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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

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4억원(’13년 이전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가격 산정 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 같이 계산

청산금 납부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차입금의 범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

할 것(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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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승계당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여부 판단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
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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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

으로 상환한 경우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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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

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

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14년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취득 당시 1주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 2013년 이전에는 신주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

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 불충족)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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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제한없음(’13년 이후)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간 1천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3.1 이후 가입 시)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 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불입액
*
의 12%

  *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48만원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과세하지 않음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이자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 (①, ②, ③)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

추징

제외사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 증명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지 해당 연도 불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0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2_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049

근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입 대상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불입액 및 공제 한도

 ∙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 

 ∙ 공제부금 납부액과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중도해지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매년 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0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50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  약  저  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 불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공제금액 한도

 ∙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 제출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12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03_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051

유의 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구   분
추  징  세  액

이자ㆍ배당소득세 추징 소득공제액 추징(’09.12.31 이전 가입분)

1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8%(계좌별 연간 6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4%(계좌별 연간 3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없음

추징제외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 저축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만 추징에서 제외되고, 소득공제액은 추징됨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

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05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연도 중에 중도해지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선취판매수수료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

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

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 

공제요건 검토시 유의사항

 ∙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저축 가입 당시 또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0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04_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053

거주자가 2014.12.31. 출자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 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

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출자 받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

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13.12.31. 이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함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2012년 투자분 : 20%, 2013년 투자분 : 30%) 

 농어촌특별세 납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

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금액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054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유의 사항

  출자 또는 투자방식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공제 방법

   ∙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14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4년, ’15년, ’16년 중 어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한 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요건

   ∙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신탁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발    급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

증권에 투자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

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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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3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아래의 ①의 금액ㆍ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한도)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⑥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4.7.1~20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5.1.1~20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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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가족카드 사용분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1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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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 ~ ⑨직불

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등록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

센터(☎126 ⇀ 내선 2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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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 ․인출내역을 기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우리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적용)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유의 사항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 인출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인출금)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원)

소득구분 근로소득

수입시기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

원천징수 방법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인출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ㆍ의무 예탁기간의 다음날부터 2~4년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4년 이상 보유

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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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금 특례 제도임

 공제한도 계산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30%

유의 사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42,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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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

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

 소득공제액 =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50%

유의 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업종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자,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 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09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09_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061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12.31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

  공제 요건

 ∙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

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 (차입시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이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할 것

 ∙ (거주요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및 한도

 ∙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청방법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 납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1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06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공제 요건

 ∙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 

     ①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서 연 납입

한도 600만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 (소득공제액)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저축가입방법

 ∙ 저축 가입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 상반기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

  사후관리

 ∙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저축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적격

여부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

  농어촌특별세 납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1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11.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063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다만,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③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④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의3)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유의 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여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부 여 여(부
*1
)

  *1 :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064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01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
*
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 계속 근로자

  ∙세액감면 신청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세액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감면비율
근로소득금액



02 세액공제

02_ 세액공제 065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5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0만원) × 30%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감면급여비율
*
) 

      *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ㆍ손녀는 대상 아님)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3명 50만원, 4명 7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30①)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특별세액공제 (p.70 참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율

보험료(보장성, 장애인보장성) 12%

의료비 15%

교육비 15%

기부금

정지차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25%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25%
지정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소법 §52⑧), 특별세액공제(소법 §59의4⑥)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p.82 참조) : 국회 계류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

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매월 징수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 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 

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

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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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 → 
연 400만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제외) × 12%

  ※ 종전의 「소득세법」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2014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①보험료 ○ ○ ○

②의료비 × × ○

③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④ 기부금 ○ ○ ×
본인․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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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세액공제ㆍ연금계좌세액공제ㆍ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ㆍ투자

조합출자 등 소득공제ㆍ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봄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제외)는 세액공제 가능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납세조합공제(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조합

에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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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하는 때 다음해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10%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98.1.1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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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보장성 보험료
*1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2

연 100만원 한도

*1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2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유의 사항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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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일시 납부한 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14.6월부터 ’15.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4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월별로 안분하지 않음)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

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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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13년 귀속 이전 :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 ’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

공제자로 변경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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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증명서류 국세청

제공여부*영수증 명칭 발급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기관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안경점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
(임대처)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공제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아님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공제대상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진단서 발급비용 공제대상 아님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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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설ㆍ외국

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

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1)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2)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1)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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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장학금 등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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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4.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4.8월
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

(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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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공제대상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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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

금의 15%(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대상 한도

종   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1

근로소득금액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5% (3천만원 

초과분 25%)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금액)×30%
-

지정기부금
*2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30% 15% (3천만원 

초과분 25%)
*3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액)× 10%
✽1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에 한함(10만원 이하는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 이하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유의 사항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은 지출한 당해 근로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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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

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 한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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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해(재난)지역(선포 전ㆍ후 포함)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

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

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ㆍ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
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    수

정치자금기부금 ○ × × -

법정기부금 ○ ○ ○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 ○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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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부금액 계산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ARS로 납부한 기부금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요청하면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법령> 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04 월세액 세액공제

082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

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유의 사항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공제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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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인 근로자 :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교

항   목
구   분

비고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 포함

국내원천
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 ○ ×
연금계좌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외국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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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 적용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고,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2014.1.1. 이후 적용)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기업) 경영지배관계
*
에 있는 경우

       * 직ㆍ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

      (개인기업) 친족관계
*
에 있는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2014.1.1. 이후 적용)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만 적용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 말까지는 과세특례 계속 적용

 단일세율 과세특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 × 17%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신청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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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매월 원천징수특례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와 
단일세율(17%)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

징수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2011.4.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비교

일반적인 경우 단일세율ㆍ분리과세 적용

급여총계(비과세포함) 급여총계 ✕ 17%
- 비과세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다음의 서류를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등)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 이외 외국인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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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세액감면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세액 감면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

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규정 개정

구  분 종    전(2009.12.31.까지) 개    정(2010.1.1.부터)

대  상
근로자

∙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 기술집약적산업ㆍ과학계 정부출연연구 

기관 연구원 등

∙ 기술집약적산업ㆍ과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감  면
혜  택

∙ 근로제공 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 및 내국인 중 재외국민 ∙ 외국인만 가능

※ 다만,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외국인 기술자 범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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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이후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

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신청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

으로 확인되면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면제신청서가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확정신고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소득세 감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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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333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함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

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

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 단,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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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총급여액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총급여액 = 전체 급여 - 비과세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연금보험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기간 외 지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상기 외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자녀세액공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기간 외 지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상기 외 ‘특별세액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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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8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안)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 윤 상 주민등록번호 630101-1111111

근무처 명칭 NTS(주) 사업자등록번호 100-81-56789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14.01.01.〜14.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
득
공
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내
ㆍ
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
녀
자

한
부
모

장
애
인

건강
ㆍ고
용등

보장
성

신용카드
(전통시장
ㆍ대중교
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ㆍ대중교
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ㆍ대중교
통비 제외) 

 전통시
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자녀 : 2명)

6  1 국세청 2,000,000 7,200,000 2,700,000 18,000,000 8,000,000 1,200,000 500,000

-  기타 1,200,000 500,000

0 이 윤 상 ○ 국세청 1,200,000 14,000,000 500,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600,000

1 이 순 환 ○  ○ 국세청

1 371213-1001234 기타

1 정 혜 은 ○ 국세청 3,700,000 6,000,000

1 431223-2071111 기타

3 오 욱 순 ○ 국세청 800,000 3,500,000 3,000,000 1,200,000

1 660101-2113456 기타 500,000

4 이 현 지 ○ 국세청 1,500,000 1,000,000 2,000,000

1 960303-2234567 600,000

4 이 현 명 ○ 국세청 1,200,000

1 070101-3234567 기타

유의사항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 50 ③ 마) 8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NT3

 1. 관계코드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 경로우대  : 1944.12.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 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5.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
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6. 직불카드 등 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비용분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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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700,000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

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700,000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

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1,800,000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300,000 전액

보험료 계 2,100,00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1,000,000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
거치 상환 대

출

기타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

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2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3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4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18,000,000
②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 제외) 사용금액 8,000,000
③현금영수증(전통시장ㆍ대중교통제외) 사용금액

④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1,200,000
⑤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500,000

⑥ 계(①+②+③+④+⑤) 27,700,000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22,000,000
⑧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26,000,000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3년) 14,000,000
⑩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4년 하반기) 10,000,00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2,000,000 작성방법 참조

기 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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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Ⅴ.
세
액
감
면
 
및
 
공
제

세
액
감
면

외국
인
근로
자

입국
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
액
공
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
금
계
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700,000

연금저축 납입금액 2,800,000
연금계좌 계 3,500,000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장성 보험료 1,500,000 100만원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500,000
의
료
비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 지출액 4,200,000 작성방법 
참조 15%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4,000,00

의료비 계 8,200,000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1 명) 유치원ㆍ학

원비 등
1,200,000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 명) 공납금 1,500,000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2,700,000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
/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500,000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1 월   일

신고인 이  윤  상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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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7쪽)

연 ㆍ 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NTS (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00-81-56789

 ③ 성 명 이 윤 상  ④ 주민등록번호 630101-1111111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100번지

(전화번호 : 02-3232-7676)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 02-3232-8686)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 행복한 은행 123-85-12896 700,000 700,000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연 축 친철한 보험 808-01-147039 2,800,000 2,800,000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즐거운 은행 456-86-32154 5,000,000 2,000,000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DC,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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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8쪽)

[  ] 월세액 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  원리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NTS (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00-81-56789

 ③ 성 명 이 윤 상  ④ 주민등록번호 630101-1111111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번호 : 02-3232-7676)

 ⑥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3232-8686)

2.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주택

   유형

⑩주택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⑨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주민등록번호
⑰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계  ⑳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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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 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 명 : 이 윤 상 ②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③상 호 : NTS(주) ④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2014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4 3 1 2 2 3 - 2 0 7 1 1 1 1 ○ - - 1 3,700,000

6 6 0 1 0 1 - 2 1 1 3 4 5 6 ⅹ - - 1 3,500,000

6 3 0 1 0 1 - 1 1 1 1 1 1 1 ○ 1 2 3 - 5 6 - 1 2 3 4 5 A안경 5 1 500,000

9 4 0 3 0 3 - 2 2 3 4 5 6 7 ⅹ 1 2 3 - 5 5 - 5 5 5 4 3 B안경 5 1 500,000

- - -

- - -

- - -

- - -

합 계 8,200,000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1 월     일

제출자 이 윤 상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 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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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기 부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❶ 
인적사항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NTS(주)  ②사업자등록번호 100-81-56789

③성       명 이 윤 상  ④주민등록번호 630101-1111111

⑤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번호 : 02-3232-7676 )

⑥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3232-8686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기부자 ⑬기부내역

 ⑦유 형
⑧
코드

⑩상호 (법인명)
⑪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금액

정치자금 20

법 정 10 ○○고등학교 100-82-00007 2 오복순 660101-21134561 1 500,00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 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40 41 42 50

합  계 500,000 500,000

본  인

배우자 500,000 500,000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코

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10 2014 500,000 500,000 500,0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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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세액공제분은 제외합니다).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⑨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
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기부내역의 금액
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기부내역의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30 31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2년 3년 - 5년 5년

 10.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기부금액, ⑮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다음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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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안)
소 득 자  성 명 이 윤 상 생년월일 64.01.01.

근 무 처  명 칭 NTS(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내ㆍ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

⑨+)

⑥신용카드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제외)

⑦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대

중교통 제외)

⑧ 직불ㆍ선불

카드(전통시장

ㆍ대중교통 제외)

⑨전통시장사

용분(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

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

드,직불ㆍ선불

카드,현금영수증) 

내국인 본인 이강모 640101
국세청 자료 26,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000,000 2,000,000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6,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000,000 2,0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⑪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⑨×30%)

⑫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30%)

⑬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분 공제액

(⑦+⑧)×30%

⑭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

(⑥×15%)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공제

액

⑮-1 

총급여

⑮-2 최저

사용금액

(⑮-1×25%)

⑮-3 

공제제외

금액

1,200,000 600,000 3,600,000 1,200,000 56,000,000 14,000,000 3,000,000 300,000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⑯)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⑮-1)×20% 중 

작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⑰과 ⑱ 중 

작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⑱(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⑪ 중 적은 금액

(한도: 1백만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⑱-⑳(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⑫ 중 적은

금액(한도: 1백만원)) 

㉒ 최종 공제금액

(++㉑)

3,900,000 3,000,000 3,000,000 900,000 0 3,900,000

 ⑮-3 계산

구   분 계산식 ⑮-3

⑮-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
 (⑮-2) × 15%

⑮-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
 ⑥×15% + {(⑮-2) - ⑥}×30% 3,000,000

 ⑯ 계산

구   분 과세기간 금액 ⑯ 체크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공제액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13년 22,000,000 300,0000

2014년 26,000,000 <계산식>

㉮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0”

㉯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단, 음수인 경우 “0”>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14,000,000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1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5년  1월      일

                                              신청인 :            이 윤 상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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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⑧ 직불ㆍ선불카드",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상 대중교통 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 중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승차권 등)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10. ⑯ 계산의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란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추가공제율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

(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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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4.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101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능

(방법2)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종합소득 확정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15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

   ∙제출서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경정청구

   ∙ ’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ㆍ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ㆍ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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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확정신고(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주소 →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휴대폰, 신용

카드를 준비

 ∙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

 ∙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 왼쪽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소득종류를 선택 → 근로소득

 ∙ 기본사항 입력 및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하기

 ∙ 신고서 전송하기

1. 홈택스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를 클릭

2. 로그인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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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4. 기본사항 입력 및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의 2.소득

공제 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누락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고 [확인] 클릭하여 연말정산의 급여, 결정

세액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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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신고서 - 스크롤바를 이용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에 [근무처별 

소득명세] 및 [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여 인적공제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 없으면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하기

○ 근로소득신고서 화면이 나타나면,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명세]버튼을 클릭

하여 수정하고, 특별소득공제 등의 경우 해당 항목에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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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서 전송하기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세액공제 내역에서 누락분 및 과다

공제분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나서 [저장]클릭, [오류검증] 클릭,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 누락분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다공제분 증명서류는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 71. 차감납부할세액이 (－)이면 환급, (＋)이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가 발생되면 왼쪽 신고서(납부서)출력 클릭,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step03. 세금납부]에서 전자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106 Ⅴ. 연말정산 사례

[경정청구서 작성사례] 

 [사 례] 2014년 본인 지출 지정기부금 1,000,000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하여 2015.7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별지 제16호의2서식] (2010. 3. 31.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

구

인

①성      명  이 윤 상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30101-1111111

④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번지 ⑤ 전화번호 02-3232-7676

⑥상      호

신     고     내     용

⑦법 정  신 고 일 2015.03.10 ⑧최 초 신 고 일 2015.03.10

⑨경 정(결정)청 구 이 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구              분

최  초  신  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경 정 (결정) 청 구

누락된 항목을 넣어 
재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⑩세             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⑪과 세 표 준 금 액 7,587,283 7,587,283

⑫산   출   세   액   455,236  455,236

⑬가   산   세   액

⑭공 제 및 감 면 세 액   250,379  400,379

⑮납 부 할 세 액   204,857  54,857

⑯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거래은행  영원한 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00-200-300000

⑰환 급 받 을 세 액    150,00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청구인   이 윤 상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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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

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임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실제 금액이 아닌 일정금액을 일률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작은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추가 납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4.02.21. 개정) 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조회ㆍ계산》>《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에 의한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수로 

  본    인 :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배 우 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사례 : 급여(비과세 제외)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간이세액표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3,000 3,020 80,470 67,350 32,49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 4인 가족(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 수는 6명에 해당

   (근로소득세 17,100원, 지방소득세 1,710원  합계 18,810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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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근무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부터 조회 가능(’14년 귀속은 ’15년 5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

   ※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과거 5년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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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소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및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단, 근로자는 미성년(만 19세 미만 : 1996.1.1. 이후 출생)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별도 동의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음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동동의 신청

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확대 

∙부양가족은 본인의 공인인정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연중 상시 제출 가능)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등) 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②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

∙ 부양가족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신분증 및 관련서류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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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의 신청방법(예시)

①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후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클릭

② 화면 좌측의 [동의신청방법]에서 방법 선택 후 클릭

③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④ 공인인증서 암호, 국세청에서 부양가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 

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용 팩스(1544-7020)로 신청

① 홈페이지 접속 후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클릭

② [동의방법 선택]에서 “팩스 신청서 제출” 선택

③ 화면 우측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④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

⑤ 출력한 신청서와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포함)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홈페이지에서 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 ․ 출력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③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④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

(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이 조회됨

⑤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의 경우에는 일자별 상세내역이 조회됨.

⑥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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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소득․세액공제자료 활용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한 경우, 이를 출력하여 소속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제출․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2010년 귀속부터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또는 [전자문서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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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가능

  

Tip!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주의할 점
전자문서의 비밀번호 설정여부, 파일명, 형태 등 전자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e-메일로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① 신 청 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정보주체)

성  명 구 종 열 주민등록번호 370707-1111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02-7676-7676

②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조회하는 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

성  명 금 잔 디 주민등록번호 680101-2111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02-7676-7676

③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시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형제자매

④ 동의(취소)

   하는 내용

□
☑
□

 (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2014년)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해당연도의 구분 >

 ▪동의 신청일이 3월 11일〜12월 31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

 ▪동의 신청일이 1월 1일〜3월 10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신청인(①) 본인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 세액

공제 정보를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2014년    12월     일

                     신  청  인    구 종 열     (인 또는 서명)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대리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를 첨부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 ‧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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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 금 잔 디 ∘주민등록번호 : 680101-2111111

∘전화번호 : 02-7676-7676

요양

기관

∘상호 : ○○○과 ∘사업자등록번호 : 100-45-12345

∘대표자 성명 : 홍 길 동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14년     12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 금 잔 디   (인)

                홍 길 동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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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자료 확인

∙ 국세청 > www.nts.go.kr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현금영수증 등록ㆍ조회

∙ 현금영수증 > http://현금영수증.kr, www.taxsave.go.kr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http://taxinfo.nts.go.kr

(국번없이) 126
∙ 내선 1번：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5번：전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전국 세무서

∙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visit

telephone

internet



이 책자의 내용은 2014. 11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일 자  2014년 12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 ․ 편집 원천세과장   서  재  룡

행정사무관   임  진  정

국세조사관   박  성  기

국세조사관   노  영  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fals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badiMT-CondensedLight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bertus-Bold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edium-Italic
    /AlbertusMT
    /AlbertusMT-Italic
    /AlbertusMT-Light
    /Aldine721BT-Roman
    /Algerian
    /AllegroBT-Regular
    /AmerTypewriterITCbyBT-Medium
    /AmiR-HM
    /ArakawaPlan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erBodoniBT-BoldCondensed
    /Bauhaus93
    /BauhausITCbyBT-Bold
    /BauhausITCbyBT-Heavy
    /BauhausITCbyBT-Light
    /BauhausITCbyBT-Medium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nguiatITCbyBT-Bold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rnhardFashionBT-Regular
    /BernhardModernBT-Bold
    /BernhardModernBT-BoldItalic
    /Billo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emenBT-Bold
    /BritannicBold
    /Broadway
    /BrodyD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astleT-Bold
    /CastleT-Book
    /CastleT-Ligh
    /CastleT-Ultr
    /Centaur
    /Century
    /Century731BT-BoldA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OldstyleBT-Roman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GOmega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arlesworthBold
    /CharterBT-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larendonBT-RomanCondensed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BT-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urierHP
    /CourierHP-Bold
    /CourierHP-BoldItalic
    /CourierHP-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rayon
    /CurlzMT
    /Daum_SemiBold
    /DauphinPlain
    /DFKGothic-Bd-WIN-KSC-H
    /DFKMincho-Bd-WIN-KSC-H
    /Dinbla
    /Dinbol
    /Dinlig
    /Dinmed
    /Dotum
    /DotumChe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ngunSB
    /Dutch801BT-Bold
    /Dutch801BT-BoldItalic
    /Dutch801BT-ExtraBold
    /Dutch801BT-ExtraBoldItalic
    /Dutch801BT-Italic
    /Dutch801BT-ItalicHeadline
    /Dutch801BT-Roman
    /Dutch801BT-RomanHeadline
    /Dutch801BT-SemiBold
    /Dutch801BT-SemiBoldItalic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lish111Vivace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clid
    /Euclid-Bold
    /Euclid-BoldItalic
    /Euclid-Italic
    /EuclidMathOne
    /EuclidMathTwo
    /EuclidSymbol
    /EuclidSymbol-Bold
    /EuclidSymbol-BoldItalic
    /EuclidSymbol-Italic
    /ExpoM-HM
    /FarEast
    /FBSolme01
    /FBSolme02
    /FBSolme03
    /FelixTitlingMT
    /FlamencoInlD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hand521BT-RegularC
    /FreestyleScrD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rutigerCE-Roman
    /FrutigerLT-Roman
    /FuturaBlackBT-Regular
    /FuturaBT-Bold
    /FuturaBT-BoldCondense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ExtraBlackCondensed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uturaBT-Medium
    /FZBSJW--GB1-0
    /FZCCHFW--GB1-0
    /FZCCHJW--GB1-0
    /FZCQFW--GB1-0
    /FZCQJW--GB1-0
    /FZCSFW--GB1-0
    /FZCSJW--GB1-0
    /FZCYFW--GB1-0
    /FZDBSFW--GB1-0
    /FZDBSJW--GB1-0
    /FZDHTJW--GB1-0
    /FZFSFW--GB1-0
    /FZFSJW--GB1-0
    /FZH4FW--GB1-0
    /FZHLFW--GB1-0
    /FZHLJW--GB1-0
    /FZHPFW--GB1-0
    /FZHPJW--GB1-0
    /FZHTFW--GB1-0
    /FZHTJW--GB1-0
    /FZKANGFW--GB1-0
    /FZKTFW--GB1-0
    /FZKTJW--GB1-0
    /FZL2FW--GB1-0
    /FZL2JW--GB1-0
    /FZLBFW--GB1-0
    /FZLBJW--GB1-0
    /FZLSJW--GB1-0
    /FZMHJW--GB1-0
    /FZNBSJW--GB1-0
    /FZNSTFW--GB1-0
    /FZPHFW--GB1-0
    /FZPHTFW--GB1-0
    /FZPHTJW--GB1-0
    /FZPWFW--GB1-0
    /FZPWJW--GB1-0
    /FZS3JW--GB1-0
    /FZSEFW--GB1-0
    /FZSEJW--GB1-0
    /FZSHJW--GB1-0
    /FZSJSFW--GB1-0
    /FZSJSJW--GB1-0
    /FZSSFW--GB1-0
    /FZSSJW--GB1-0
    /FZSTFW--GB1-0
    /FZSYFW--GB1-0
    /FZSYJW--GB1-0
    /FZSY--SURROGATE-0
    /FZSZFW--GB1-0
    /FZWBJW--GB1-0
    /FZXBSFW--GB1-0
    /FZXBSJW--GB1-0
    /FZXDXJW--GB1-0
    /FZXH1FW--GB1-0
    /FZXH1JW--GB1-0
    /FZXKFW--GB1-0
    /FZXLFW--GB1-0
    /FZXQFW--GB1-0
    /FZXQJW--GB1-0
    /FZXSHFW--GB1-0
    /FZXSHJW--GB1-0
    /FZXSSFW--GB1-0
    /FZXXLFW--GB1-0
    /FZY1FW--GB1-0
    /FZY1JW--GB1-0
    /FZY3FW--GB1-0
    /FZY3JW--GB1-0
    /FZY4FW--GB1-0
    /FZY4JW--GB1-0
    /FZYTFW--GB1-0
    /FZYTJW--GB1-0
    /FZYXFW--GB1-0
    /FZZDXFW--GB1-0
    /FZZDXJW--GB1-0
    /FZZHYFW--GB1-0
    /FZZHYJW--GB1-0
    /FZZKFW--GB1-0
    /FZZQFW--GB1-0
    /FZZQJW--GB1-0
    /FZZYFW--GB1-0
    /FZZYJW--GB1-0
    /Gaeul
    /GallaudetRegular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eometric231BT-RomanC
    /Geometric415BT-BlackA
    /Geometric415BT-BlackItalicA
    /Geometric415BT-LiteA
    /Geometric415BT-LiteItalicA
    /Geometric415BT-MediumA
    /Geometric415BT-MediumItalic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BroadHips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ic720BT-RomanB
    /Gothic725BT-BoldA
    /GoudyHandtooledBT-Regular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BoldItalic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ansITCbyBT-BlackItalic
    /GoudySansITCbyBT-Light
    /GoudyStout
    /GraphicChe
    /GTB
    /GTL
    /GTM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gttB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supE
    /H2supL
    /H2wulE
    /H2wulL
    /HaanBaekjeB
    /HaanBaekjeM
    /HaanCjaB
    /HaanCjaL
    /HaanCjaM
    /HaanSaleB
    /HaanSale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anSollipB
    /HaanSollipM
    /HaanSomangB
    /HaanSomangM
    /HaanYGodic23
    /HaanYGodic24
    /HaanYGodic25
    /HaanYHeadB
    /HaanYHeadL
    /HaanYHeadM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CRBatang
    /HCRBatang-Bold
    /HCRBatangExt
    /HCRDotum
    /HCRDotum-Bold
    /HCRDotumExt
    /HeadG
    /HeadlineR-HM
    /HeadR
    /HelvCondensed-Normal
    /Helvetica
    /Helvetica57-Condensed
    /Helvetica75-Bold
    /Helvetica85-Heavy
    /Helvetica-Bold
    /Helvetica-BoldOblique
    /Helvetica-Compressed
    /Helvetica-CondBoldObl
    /Helvetica-CondensedBlack
    /Helvetica-CondensedOblique
    /HelveticaInseratLTStd-Roman
    /HelveticaLight
    /HelveticaLTStd-Blk
    /HelveticaLTStd-Bold
    /HelveticaLTStd-BoldCondObl
    /HelveticaLTStd-Light
    /HelveticaLTStd-LightObl
    /HelveticaLTStd-Roman
    /Helvetica-Narrow-Bold
    /Helvetica-Narrow-BoldOblique
    /HelveticaRounded-Bold
    /HelveticaRounded-BoldOblique
    /HelveticaRounded-CondBold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raganaRegular
    /HiTelche
    /HoboStd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Condense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ExtraBold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Light
    /Humanist521BT-LightItalic
    /Humanist521BT-Roman
    /Humanist521BT-RomanCondensed
    /Humanist521BT-UltraBold
    /Humanist521BT-XtraBoldCondensed
    /Humanist531BT-BlackA
    /Humanist531BT-BoldA
    /Humanist531BT-RomanA
    /Humanist531BT-UltraBlackA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MokPan-Bold
    /HYPMokPan-Light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anB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B
    /HYSymbolG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erialBT-Roman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SOCP2
    /Japan
    /Japanese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Ultra
    /KachbalL
    /KangSan
    /Kartika
    /KeystrokeNormal
    /KeystrokesMT
    /Khan
    /KinoMT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hreibschD-Bold
    /KunstlerScript
    /KyunKo
    /KyunMyung
    /LasVegasD
    /Latha
    /LatinWidD
    /LatinWide
    /Lcd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bertyD
    /Lithograph-Bold
    /LithographLight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cTyp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tisseITC-Regular
    /MaturaMTScriptCapitals
    /MDAlong
    /MDArt
    /MDEasop
    /Mdesb
    /MDGaesung
    /MDSol
    /MesquiteStd
    /MetaPlusNormal-CapsItalic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JB
    /MJL
    /MJM
    /Mla
    /Mlan
    /MMaArrow-Bold
    /MMaArrow-Regular
    /MMaBinary-Bold
    /MMaBinary-Regular
    /MMaCenturyB-BoldItalic
    /MMaCenturyB-Italic
    /MMaCentury-Bold
    /MMaCentury-BoldItalic
    /MMaCentury-Italic
    /MMaCentury-Regular
    /MMaEtc-Bold
    /MMaEtc-Regular
    /MMaExtra-Bold
    /MMaExtra-Regular
    /MMaFermat-Bold
    /MMaFermat-Regular
    /MMaFraktur-Bold
    /MMaFraktur-Regular
    /MMaGauss-Bold
    /MMaGauss-Regular
    /MMaGreekB-BoldItalic
    /MMaGreekB-Italic
    /MMaGreek-Bold
    /MMaGreek-BoldItalic
    /MMaGreek-Italic
    /MMaGreek-Regular
    /MMaNegate-Bold
    /MMaNegate-Regular
    /MMaPascal-Bold
    /MMaPascal-Regular
    /MMaRelation-Bold
    /MMaRelation-Regular
    /MMArrow
    /MMaTextBook-Bold
    /MMaTextBook-BoldItalic
    /MMaTextBook-Italic
    /MMaTextBook-Regular
    /MMaVariableA-Bold
    /MMaVariableA-Regular
    /MMaVariableB-Bold
    /MMaVariable-Bold
    /MMaVariableB-Regular
    /MMaVariableC-Bold
    /MMaVariableC-Regular
    /MMaVariableD-Bold
    /MMaVariableD-Regular
    /MMaVariable-Regular
    /MMBinary
    /MMCenturyOld
    /MMCenturyOldBold
    /MMCenturyOldBoldItalic
    /MMCenturyOldItalic
    /MMchonL
    /MMchonM
    /MMEtc
    /MMExtra
    /MMGreek
    /MMGreekBold
    /MMNegate
    /MMRelation
    /MMTextBook
    /MMTextBookBold
    /MMTextBookBoldItalic
    /MMTextBookItalic
    /MMTimesBold
    /MMTimesBoldItalic
    /MMTimesItalic
    /MMTimesRoman
    /MMVariable
    /MMVariableA
    /MMVariableB
    /MMVariableC
    /MMVariableD
    /Modern-Regular
    /MoeumTR-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otypeCorsiva
    /MS-Gothic
    /MSHei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Song
    /MS-UIGothic
    /MT-Extra
    /MVBoli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salization
    /NemoB
    /NemoL
    /NemoM
    /NemoXB
    /NewGulim
    /News706BT-RomanC
    /NewsGothicMT
    /NewsGothicMT-Bold
    /NewsGothicMT-Italic
    /NHj
    /NI7SEG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imbusRomDGR-Regu
    /NormandeBT-Italic
    /NormandeBT-Roman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ggim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OzHandicraftBT-Roman
    /Pado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ilgi1
    /Pilgi2
    /PioneerITC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pticsOne
    /PopticsOneExtras
    /PopticsThree
    /PopticsThreeExtras
    /PostCrypt
    /PosterBodoniBT-Roman
    /PresidentPlain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QDotum
    /QGulim
    /QGungsuh
    /Raavi
    /RageItalic
    /RageItalicLetPlain
    /Ravie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manticBold
    /RosewoodStd-Regular
    /RubberStampLetPlain
    /SachunM
    /San02B
    /San02L
    /San02M
    /San60B
    /San60L
    /San60M
    /San60R
    /San60SB
    /SanBgB
    /SanBgL
    /SanBgM
    /SanBiB
    /SanBiL
    /SanBiM
    /SanBkB
    /SanBkL
    /SanBkM
    /SanBkX
    /SanBoB
    /SanBoL
    /SanBoM
    /SanBrB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B
    /SandAtL
    /SandAtM
    /SandAtXB
    /SanDaU
    /SandEgB
    /SanDfB
    /SanDfS
    /SanDfT
    /SandJg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SpB
    /SandSpL
    /SandSpM
    /SandTg
    /SandTm
    /SanDungunB
    /SanDungunL
    /SanDungunM
    /SanDungunR
    /SanDungunSB
    /SanEgL
    /SanEgM
    /SanGw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R
    /SanJs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McB
    /SanMcL
    /SanMcU
    /SanMrB
    /SanMrJ
    /SanMrL
    /SanMrM
    /SanMsB
    /SanMsL
    /SanMsM
    /SanMuB
    /SanMuL
    /SanMuM
    /SanNsB
    /SanNsL
    /SanNsM
    /SanOy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fB
    /SanSfL
    /SanSfU
    /SanSg
    /SanSk
    /SanSrB
    /SanSrL
    /SanSrM
    /SanStB
    /SanStL
    /SanStM
    /SanSwB
    /SanSwL
    /SanSwM
    /SanWi
    /SanYb
    /SanYs
    /ScriptM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ulim
    /Seko
    /SeM
    /SeoulNamsanEB
    /SerifaBT-Bold
    /SerifaB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rpentineD-BoldItal
    /SeUtum
    /Sevenet7
    /SHeadG
    /SHeadR
    /ShotgunBT-Regular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Sun
    /SimSun-PUA
    /SinBatangChe
    /SinGraphic
    /SinMun
    /SJBrown9
    /SketchB
    /SketchL
    /SketchM
    /Slider
    /SlipstreamLetPlain
    /SloganD
    /SnapITC-Regular
    /SnowCapBT-Regular
    /Snowdrift
    /Sol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oya_non8
    /soya_ttul9
    /Staccato222BT-Regular
    /StarsStripes
    /Stencil
    /StencilBT-Regular
    /StencilStd
    /StopD
    /SunM
    /Superglue
    /Swiss721BT-Black
    /Swiss721BT-BlackCondensed
    /Swiss721BT-BlackExtended
    /Swiss721BT-BlackRounded
    /Swiss721BT-Bold
    /Swiss721BT-BoldCondensed
    /Swiss721BT-BoldExtended
    /Swiss721BT-BoldRounded
    /Swiss721BT-Heavy
    /Swiss721BT-Light
    /Swiss721BT-LightCondensed
    /Swiss721BT-LightExtended
    /Swiss721BT-LightItalic
    /Swiss721BT-Medium
    /Swiss721BT-Roman
    /Swiss721BT-RomanCondensed
    /Swiss721BT-RomanExtended
    /Swiss721BT-Thin
    /Swiss911BT-ExtraCompressed
    /Sylfaen
    /SymbolMT
    /SymbolProportionalBT-Regular
    /TaeGP
    /TaeGulim
    /TaeKo
    /TaeM
    /TaeUtum
    /Tahoma
    /Tahoma-Bold
    /TalkBalloons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eXplusEF
    /TeXplusEF-Bold
    /TeXplusEM
    /TeXplusEM-BoldItalic
    /TeXplusEM-Italic
    /TeXplusEX
    /TeXplusMI
    /TeXplusMI-Bold
    /TeXplusRM
    /TeXplusRM-Bold
    /TeXplusRM-BoldItalic
    /TeXplusRM-Italic
    /TeXplusSA
    /TeXplusSB
    /TeXplusSY
    /TeXplusSY-Bold
    /TeXplusTE
    /Timeless-Normal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crD-Bold
    /Times-Italic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mes-Roman
    /ToodamB
    /ToodamL
    /ToodamM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ansitional511BT-Roman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bigb
    /TSTbrdb
    /TSTbrdr
    /TSTbrnr
    /TSTbrwr
    /TSTclub
    /TSTdenr
    /TSTgkdd
    /TSTgkod
    /TSTgktd
    /TSTgrph
    /TSThddb
    /TSThddr
    /TSThdtb
    /TSThdtr
    /TSThgtb
    /TSThlml
    /TSThpbd
    /TSThprg
    /TSTjhpb
    /TSTjhpr
    /TSTjkob
    /TSTjkor
    /TSTjktb
    /TSTjktr
    /TSTjkvb
    /TSTjkvr
    /TSTkjbd
    /TSTkjrg
    /TSTmbwb
    /TSTmbwr
    /TSTmdmb
    /TSTmgor
    /TSTmgtr
    /TSTmmdb
    /TSTmmdr
    /TSTmmob
    /TSTmmor
    /TSTmmtb
    /TSTmmtr
    /TSTnamb
    /TSTnamr
    /TSTohrg
    /TSTotmb
    /TSTotml
    /TSTpena
    /TSTPenb
    /TSTsdrb
    /TSTsdrr
    /TSTsenr
    /TSTshdd
    /TSTshtd
    /TSTsjbd
    /TSTsjrg
    /TSTsmdb
    /TSTsmgb
    /TSTsrbd
    /TSTsrgb
    /TSTsrgr
    /TSTsrob
    /TSTsror
    /TSTsrrg
    /TSTsunm
    /TSTtypb
    /TSTtypl
    /TSTyptd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ewriteB
    /TypewriteL
    /TypewriteM
    /TypoUprightBT-Regular
    /UmbraBT-Regular
    /Univeconbol
    /Univeconbolobl
    /UniversLT-Black
    /UniversLT-Bold
    /UniversLT-BoldExt
    /UniversLT-CondensedBold
    /Uri
    /Utum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rginRegular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alkwayBold
    /Webdings
    /Westminster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P-ArabicScriptSihafa
    /WP-ArabicSihafa
    /WP-CyrillicA
    /WP-CyrillicB
    /WP-GreekCentury
    /WP-GreekCourier
    /WP-GreekHelve
    /WP-HebrewDavid
    /WP-MultinationalAHelve
    /WP-MultinationalARoman
    /WP-MultinationalBCourier
    /WP-MultinationalBHelve
    /WP-MultinationalBRoman
    /WP-MultinationalCourier
    /YDI2002
    /YDIBirdB
    /YDIBirdM
    /YDIBlueM
    /YDIChbinM
    /YDIChungB
    /YDIChungL
    /YDIChungM
    /YDICMjoM
    /YDICstreB
    /YDICstreL
    /YDIGurmL
    /YDIGurmM
    /YDIHSalB
    /YDIIrisL
    /YDIMokM
    /YDIWindM-KSCpc-EUC-H
    /YDIWriSin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uroB
    /YDIYuroL
    /YDIYuroM
    /YearbookOutline
    /YetR-HM
    /YonseiB
    /YonseiL
    /YoungStar
    /ZapfCalligraphic801BT-BoldItal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urichBT-Black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Bold
    /ZurichBT-BoldExtended
    /ZurichBT-RomanExtended
    /ZurichBT-UltraBlackExtended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