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임메디 | [사업주] 임금명세서 발급하기



‘임금’ 메뉴에서 임금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직원을 확인하고,
임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김직원

이직원

홍직원

하직원
직원들의 임금 지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미한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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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 받을 직원 정보를 선택 후, 
①근무 정보, ②지급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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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내용이

자동 노출됩니다.

[작성 시, 참고하세요!]

1. 근무 정보

① 임금지급일 선택

② 실제 근로일수 입력

③ 직원의 부양가족수 입력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

집니다.

④ 1주 총 근무시간 입력

- 입력한 값이 40시간 초과(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초과) 시, 209시

간 외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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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무 시간 입력 시, 

총 한 달 근무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은

자동 계산됩니다.
※ 주의하세요! ※

1.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

2. 연장 수당 :  1주 1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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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발급 받을 직원 정보를 선택 후, 
①근무 정보, ②지급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작성 시, 참고하세요!]

2. 지급 금액

⑤ 세전 / 세후(NET) 임금 선택

⑥ 임금 입력

-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제 금액을 입

력해주세요. (기본급 + 연장수당 + 

비정기 수당 등) 

⑦ 월급 / 시급 선택
5 6 7

※ 임금 설정 불러오기 ※

임금명세서를 한 번 보내고 난 뒤에는,

불러오기를 통해 이전 임금 설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 또는 타직원)



[작성 시, 참고하세요!]

1. 임금 항목

① 기본급, 연장수당 자동 계산

② 기타수당 부여 시 작성

- 축의금, 수고 수당 등의 비정기 수당이

있을 경우 입력해주세요.

③ 비과세 부여 시 작성

- 식비, 육아수당은 최대 10만원 / 자차

교통비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됩니다.

2. 환급 항목

-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

입력해주세요.

임금/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환급 항목 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기본급, 연장수당은

근무 정보/임금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작성 시, 참고하세요!]

3. 공제 항목

- 자동 계산된 필수 공제 내역을 확인하

고, 직원별 공제 내역에 맞게 추가로 수

정하실 수 있습니다.

4. 비고

- 직원에게 전달할 메모가 있다면, 작성

해주세요.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했다면 공제 항목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공제 내역을 수정했다면

[공제 항목 수정 완료] 버튼 클릭 필수!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수정사항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

공제항목은

과세 금액에 맞게

자동 계산됩니다.



[작성 시, 참고하세요!]

5. 실수령액

- 실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6. 계산방법

① 연장 수당 자동 등록

② 기타수당을 입력했다면, 계산방법(지

급 사유)를 작성해주세요.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입력되었다면 임금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항목에 대한 검토 완료 후, ‘확인했어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해당 내용으로 임금명세서가 생성됩니다.

김직원



생성된 임금명세서는 임금 목록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부’버튼을 클릭하여 직원에게 발송(SMS 또는 이메일)해주세요.

김직원

이직원

홍직원

하직원

주의사항!

반드시 교부를 눌러

직원에게 발송해주세요.

교부(발송)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

다.

김한미한미병원



김직원 <abc@hanmi.co.kr>

직원에게 발송된 이메일 예시입니다.

김직원

김직원

※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는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