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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계이론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무회계 VS 관리회계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정보이용자 외부정보이용자(주주, 채권자, 정부) 내부정보이용자(경영자)

작성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없음

보고양식 재무제표(FS) 없음

보고시점 정기보고 수시보고

법적강제력 있음 없음

재무회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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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

2009년 2010년 2011년

K-GAAP
K-IFRS(상장회사, 금융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회사)

K-IFRS VS K-GAAP

K-IFRS K-GAAP

원칙 중심 회계 규칙 중심 회계

연결재무제표 중심 개별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측정 확대 제한적인 공정가치 측정

공시항목(주석)의 확대 적은 공시항목(주석)

각국 협업을 통해 기준 제정 독자적인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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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념체계

개념체계의 의의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개념체계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어떠

한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

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

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발생기준 회계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

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

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취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분 발생주의 현금주의

정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인식 현금유입 또는 유출이 있을 때 인식

외상매출 매출채권 / 매출 -

현금회수 현금 / 매출채권 현금 / 매출

건물구입 건물 / 현금 비용 / 현금

내용연수경과 감가상각비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기장방법 복식부기 단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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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정 : 계속기업가정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

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

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

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계속

기업가정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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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근본적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목적적합성이 있음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재무정보가 사용된다면 예측가치가 있음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음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가 있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중요한 정보임

 중요성은 성격이나 규모에 근거한 것으로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을 의미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음

충실한표현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함

 완전한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추정치를 올바르게 기술하였다면 추정치도 충실한표현이 됨

 충실한표현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

보강적

비교가능성

 기업간, 기간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유용함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수단임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님

검증가능성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재무정보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 할 수 있는 것

 검증가능하기 위해 단일 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음(범위 및 확률도 가능)

적시성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짐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음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 하면 이해 가능함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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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재무정보에 대한 원가제약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그리고 포

괄손익계산서에서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자산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님
 법적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부채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
이 예상되는 현재의무이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순자산)이다.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수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비용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

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

산서에 인식되어야 한다.

㈎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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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8요소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

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

합되어 사용된다. 그러한 측정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측정속성 자산의 측정 부채의 측정

역사적원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대가의 공정
가치로 기록한다.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현행원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
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
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
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실현가능가치
(이행가치)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현재가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
재 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 기준과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통상 역사

적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저가로 평가되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

되기도 하며 연금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일부 기업은 비화폐성자산에 대한 가격변동효

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적 원가 모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행원가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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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자본유지개념은 기업이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관련된다. 자본유지개념

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개념과 이익개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기초 자본 + 추가 출자 – 자본의 환급 + 이익(손실) = 기말 자본

자본유지개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재무자본유지.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화
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

㈏ 실물자본유지.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

자본유지 개념 이익의 계산식

재무자본유지
명목화폐단위 기말자본   – 기초자본

불변구매력단위   → 물가고려 기말자본 – (기초자본×물가상승률)

실물자본유지 → 실물가격변동고려 기말자본 – (기초실물×기말현행현가)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자

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자본을 명목화폐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자본

의 증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 중 보유한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 즉 보유이익은 개념적으

로 이익에 속한다. 그러나 보유이익은 자산이 교환거래에 따라 처분되기 전에는 이익으로 인

식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재무자본유지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된다면 이익은 해당 기

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

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되며, 그 이외의 가격증가 부분은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된다.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생산능

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

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

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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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의 이해

채권의 액면가액 100, 액면이자율 10%, 만기 2년

0 1 2

10 10

100

(시장이자율 10%)

원금의 현재가치 = 100 ×
1

 → 100×현가계수(2년, 10%)
1.12

              = 82.6

이자의 현재가치 = 10 ×
1

+ 10 ×
1

 → 10×현가계수(1년, 10%) + 10 × 현가계수(2년, 10%)
1.1 1.12

              = 10 × (
1

+
1

)  → 10×연금현가계수(2년, 10%)
1.1 1.12

              = 17.4

채권의 현재가치 = 100×현가계수(2년, 10%) + 10 × 연금현가계수(2년,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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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가 상충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②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③ 수익은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반면, 차익은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체계에서는 차익을 수익과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④ 자산의 취득은 지출의 발생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 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 한다.

풀 이  ④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은 지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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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무회계정보의 질적특성과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①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②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는 못한다.

③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대상 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④ 이해가능성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

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풀 이  ④

이해가능성은 아무런 사전 지식조차 없는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질적 특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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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①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수익이나 비용의 비경상적, 비정상적 그리고 비반복적인 항목이 구분 표시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

서의 예측가치는 제고된다.

③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이다. 재고자산

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④ 질적 특성이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하며,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⑤ 측정기준으로 현행원가에 의할 때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풀 이  ③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측정기준은 역사적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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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2)

①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

능성, 중립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②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

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수할 수도 있다.

③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④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

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풀 이  ①

보강적 질적특성으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행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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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2)

① 부채의 이행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

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자산의 역사적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③ 자산의 현행원가는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

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④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⑤ 자산의 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풀 이  ⑤

실현가능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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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내용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TA 2013)

① 개념체계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즉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교가능성

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충실한 표현이란 모든 측면에서 

정확함을 의미한다.

④ 중요성은 개별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⑤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박식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보다는 모든 수준의 정보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풀 이  ④

① 개념체계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②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해가능성은 아무런 사전 지식조차 없는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질적 특성이

아니다. 이해가능성은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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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4)

①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②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③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풀 이  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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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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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무제표의 의의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

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

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

자본변동표 일정기간의 자본변동을 표시

현금흐름표 일정기간의 현금흐름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

주석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

개시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

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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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분석

이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의 기대 수익성, 부

채상환계획 및 대체적 자본조달의 잠재적 원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생기준회계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구분표시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

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

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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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

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
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⑵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
시한다.

보고빈도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

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

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최소한, 두 개의 재무상태표와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 두 개의 현금흐름표, 두 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관련 주석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개시재무상태표)가 추가되므로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⑵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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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정하지 아니하며, 적어도 다음

의 항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는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⒃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⒄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⒅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유동/비유동구분 ② 유동성배열법 ③ 혼합법

1 비유동자산
2 유동자산

현금
금융상품
매출채권

1 유동자산
  (1)당좌자산
  (2)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한편,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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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정상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

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

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매입 판매 회수

재고자산 / 매입채무
매입채무 / 현금

매출채권 / 매출
매출원가 / 재고자산

현금 / 매출채권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

정상영업주기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전기간 =
360일

평균재고자산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매출채권 회수기간 =
360일

평균매출채권 매출채권 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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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

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

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채는 

유동부채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

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및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

채이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⑵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

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

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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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

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

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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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포괄PL BS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실현)

기타포괄손익 (미실현)

총포괄손익

자본금등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부분에는 최소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당기손익 부분>
⑴ 수익
⑵ 금융원가
⑶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⑷ 법인세비용 
⑸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기타포괄손익 부분>
기타포괄손익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다음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⑵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기타포괄손익은 재분류조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재분류조정이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기타포괄손익의 종

류와 재분류조정 여부는 다음과 같다. 

종류 재분류조정

유 / 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해외사업환산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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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영업

손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금액(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을 포괄손익계산서 본

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

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

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

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1) 작성양식 ①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②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2) 비용의 표시 ① 성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매출원가 표시)

3) 기타포괄손익의 표시 ① 순액(세후기타포괄손익) ② 총액(세전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1) 작성양식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부분은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함께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별개의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이 보고서는 당기순손익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앞에 

위치한다.

2) 비용의 표시방법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성격별 분류를 선택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기능별 분류를 선택하는 경우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

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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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

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3) 기타포괄손익의 표시방법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⑵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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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석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기업이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주석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표시한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
⑵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⑶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
   정보. 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항목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⑷ 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
㈎ 우발부채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 비재무적 공시항목,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과 정책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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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차 기출문제

01 기업은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와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다.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와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공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매출원가

② 수익

③ 금융원가 

④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⑤ 법인세비용

풀 이  ① 

매출원가는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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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은 현금판매 없이 외상판매만을 하는 ㈜국세의 20×1년도 관련 사항이다.

ㆍ 영업순환주기 236일                              ㆍ 매출액 ￦100,000
ㆍ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 90%                ㆍ 평균재고자산 ￦50,000

기업의 재고자산보유기간(또는 회전기간)과 매출채권회수기간의 합을 영업순환주기라고 할 때, ㈜국

세의 20×1년도 평균매출채권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매출원가를 사용하며, 평균

재고자산과 평균매출채권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또한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CTA 2010)

① ￦5,000 ② ￦10,000 ③ ￦15,000

④ ￦20,000 ⑤ ￦36,000

풀 이  ② 

매출원가 = 100,000 × 90% = 90,000

재고자산회전율 = 90,000 ÷ 50,000 = 1.8 재고자산회전기간 = 360일 ÷ 1.8 = 200일

매출채권회수기간 = 236일 - 200일 = 36일 매출채권회전율 = 360일 ÷ 36일 = 10

평균매출채권 = 100,000 ÷ 1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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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④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

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풀 이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

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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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②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③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④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

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시한다.

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

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풀 이  ⑤

기업이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을 채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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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업이익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②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측정한다.

③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

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④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항목이 있다

면 영업이익에 이러한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으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보고한다.

⑤ 영업이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풀 이  ④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손익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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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4)

① 자산항목을 재무상태표에서 구분표시하기 위해서는 금액의 크기, 성격, 기능 및 유동성을 고려한다.

②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

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항목은 기능별 또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⑤ 과거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오류를 해당 기간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당기에 발견하는 경우, 그 

수정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풀 이  ⑤

중요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는 경우, 그 수정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전기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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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4)

①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

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②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⑤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하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풀 이  ①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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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대한의 20×3년 말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300,000 매출원가 \128,000
대손상각비(매출채권에서 발생)    4,000 급여   30,000
사채이자비용              2,000 감가상각비              3,000
임차료    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8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5,000

(주)대한이 20×3년도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113,000 ② 115,000 ③ 117,800

④ 120,000 ⑤ 120,800

풀 이  ②

300,000 - 128,000 - 4,000 - 30,000 - 3,000 - 20,000 =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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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고자산의 인식과 측정

재고자산의 정의 및 재무제표 표시

정의 재무제표 표시

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상품, 제품

②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재공품

③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원재료, 소모품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상기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해당 상품의 매입과 관련한 지출도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비용(매출원가)으로 대체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Ex) 상품을 100원에 매입하여 120원에 판매하는 경우

구분 매입시점 판매시점

회계처리
(차)재고자산(상품) 100 (대)현금 100 (차)현금 120 (대)매출 120

(차)매출원가 100 (대)재고자산 100

부분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00 재고자산      -

부분손익계산서 NA
매출 120
매출원가 (100)
매출총이익  20

전기말 재고자산은 당기의 기초재고자산으로 이월되고 여기에 당기매입액을 가산하면 당기

에 판매가능한 재고자산의 총원가 된다. 이 중 당기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비용(매출원

가)으로 대체되며, 판매되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기말 재무상태표상 재고

자산으로 계상된다. 

Ex) 기초 상품 1개(단가 ⓐ100)와 당기에 매입한 상품 1개(단가 ⓐ100) 중 1개를 판매한 경우 

재고자산

기초    100(1개×ⓐ100)
매입    100(1개×ⓐ100)

판매(PL 매출원가)   100(1개×ⓐ100)
기말(BS 재고자산)   100(1개×ⓐ100)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 등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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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등식에 따라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매출원가를 파악하면 기말재고

자산을 역산할 수 있으며,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하면 매출원가를 역산할 수 있다. 이는 재고자

산의 장부기록방법에 따라 다르다.

재고자산의 장부기록(수량결정) 방법

장부기록 방법 설명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수량을 기록하고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실지재고조사법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 매출원가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마다 장부를 기록해야 하므로 적용이 어렵지만 기중에 

매출원가를 파악하여 경영실적을 적시에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은 간

편하나 기중에 매출원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경우 감모수량(재고부족분)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규모기업을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고자산 포함여부

회사의 기말재고자산은 대부분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다음의 재고자산은 회사의 

창고에 없더라도 재무상태표상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구분 설명

미착품 선적지인도조건 하의 매입자의 운송중인 재고자산

적송품
도착지인도조건 하의 매출자의 운송중인 재고자산
위탁판매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시송품 시용판매시 구매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반품가능 재고자산
반품조건부 판매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기간이 경
과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

담보제공 재고자산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

재구매조건 재고자산 담보제공 재고자산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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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측정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취득부대원가를 포함한다.

 
구성내역 설명

매입원가 매입할인, 매입에누리와환출,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순매입가격을 말한다.

전환원가

직접노무원가와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말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
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
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취득부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말한다.
 수입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매입운임 및 하역료

한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③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④ 판매원가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면, 해당 금융요소(예: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재

화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원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반면 용역을 제

공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재고자산을 계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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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드문 상황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기준서 1018호 수익에서 정하는 수익인식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

익을 인식하기 전까지 관련 용역원가를 재고자산(재공품 등)으로 계상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시

점에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결국 용역제공기업의 경우

에도 재고자산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가는 주로 감독자를 포함한 용역제공에 직접 관

여된 인력에 대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와 관련된 간접원가로 구성된다. 판매와 일반관리 인

력과 관련된 노무원가 및 기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한다. 

표준원가법과 소매재고법

재고자산은 실제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는 편의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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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

단가 결정방법의 필요성과 종류

재고자산의 단가(단위당 취득원가)가 매입시(또는 생산시)마다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면 판

매된 재고자산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가 결정방법

의 선택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는 매입시(또는 생산시)마다 달라

지기 때문에 판매된 재고자산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각각 얼마의 단가를 적용할지 단

가 결정방법(원가흐름의 가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개별 재고자산별로 매입단가를 표시하고, 판매된 재고자산

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표시된 단가를 구분하여 각각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적용하

는 방법이며, 이를 개별법이라고 한다.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원가측정방법에 있어서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고자산의 수량과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법의 적용이 어려

운 점을 고려하여 원가흐름의 가정을 두어 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서에서 인정

하는 원가흐름의 가정에 의한 단가 결정방법은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이 있다.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가중

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후입선출법(LIFO)은 재고자산 중 가장 최근의 품목이 우선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재고자산에 남아있는 품목은 가장 오래전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

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실제의 재고자산흐름을 신뢰성 있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후입선출법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결국,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은 회사의 회계정책으로서, 개별법, 선입선출법 및 가중평균

법 중에 선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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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기초상품 1개(@100)와 당기매입 1개(@200) 중 1개

재고자산

➜
평균법 FIFO LIFO

기초1개(@100) 판매 1개 (?) 150 100 200

매입1개(@200) 기말 1개 (?) 150 200 100

300 300 300 300 300

한편,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

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영업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

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장부기록방법에 따른 원가흐름 가정의 적용

재고자산의 장부기록방법에는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부기록방

법에 따라 원가배분의 순서가 달라진다. 회사가 원가흐름의 가정의 선택에 있어서 선입선출법

을 택하는 경우,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기말에 인접하여 매입(후입)한 재고의 단가를 기말

재고에 적용하여 먼저 기말재고자산을 확정한 다음 매출원가를 역산하여 계산한다. 반면, 계속

기록법 하에서는 먼저 매입(선입)한 재고의 단가를 판매된 재고자산에 적용하여 먼저 매출원가

를 확정한 다음 기말재고자산을 역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원가흐름의 가정의 선택에 있어서 평균법을 택하는 경우,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기말에 평균단가를 한번 계산하여 해당 단가를 기말재고에 적용하여 먼저 기말재고자산을 확

정한 다음 매출원가를 역산하여 계산한다(이 경우 매출원가에 적용되는 단가는 기말재고에 적용되

는 평균단가와 동일함). 반면,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재고자산이 판매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

해야 하므로 재고자산이 매입(또는 생산)될 때마다 평균단가를 재계산한 후 해당 단가를 판매

된 재고자산에 적용하여 먼저 매출원가를 확정한 다음 기말재고자산을 역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선입선출법이나 계속기록법 하의 선입선출법은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결과가 동일하지만,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과 계속기록법 하의 평

균법은 그 결과가 달라진다.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에서는 기말에 인접하여 매입하는 재

고의 단가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나,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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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원가흐름 가정 장부기록 방법 원가배분 원가흐름 가정 소구분

선입선출법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재고(후입) → 매출원가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매출원가(선입) → 기말재고

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 기말재고(기말평균단가) → 매출원가 총평균법

계속기록법 매출원가(매출시평균단가) → 기말재고 이동평균법

원가흐름의 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고자산의 매입(또는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원가흐름의 가정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가흐름의 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매출원가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기말재고자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당기순이익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법인세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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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전기의 기말재고는 당기의 기초재고로 이월되고 여기에 당기매입수량을 가산하면 당기에 판

매가능한 재고자산의 총수량이 된다. 여기에서 판매된 재고수량을 차감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의 수량(장부재고수량)이 계산된다.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장부재고수량

재고자산의 감소가 모두 판매를 원인으로 한다면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은 실제 수량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매입, 생산, 운반, 보관 등의 과정에서 재고수량의 감소(감

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재고수량이 장부재고수량보다 적게 되고, 기준서에

서는 감모재고의 원가(감모손실)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부재고수량 - 감모수량 = 실제재고수량

한편, 재고자산 기준서에서는 감모손실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

지만,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서는 영업손익을 구분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외비용을 계산

할 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

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

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고자산

기초 판매 → PL 매출원가
정상감모 → PL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 PL 영업외비용

매입 기말 → BS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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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RV)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즉, 재고자

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가 되지

만,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순실현가능가

치로 감소시키고, 감소한 금액(평가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매출원가)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을 저가법이라고 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

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

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

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상황 제품의 NRV > 취득원가 제품의 NRV < 취득원가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 > 취득원가 - -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 < 취득원가 - 원재료 평가손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로는 재고자산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

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완제품 또는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

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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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수량 × 장부단가 실제수량 × 장부단가 실제수량 × NRV

① 감모손실                   ② 평가손실

회사는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매출원가)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재고자산은 수량 ×  단가로 계산되므로, 회사는 매 결산시점에 재고자산의 ①수량과 ②단가

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재고실사 등을 통해 실제 수량을 파악하여 장부 수량과의 

차이를 감모손실을 인식하고, 다음으로는 순실현가능가치(NRV)가 취득원가(장부단가) 보다 하

락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정상감

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고자산

기초
판매 → PL 매출원가
정상감모 → PL 매출원가
비정상감모 → PL 영업외비용
평가손실 → PL 매출원가

매입 기말(*) → BS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감모/평가후) = 실제재고수량 ×  Min(장부단가, 순실현가능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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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한 재고자산 원가측정방법 :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소매재고법

기준서에서는 소매재고법에 의한 원가측정방법이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

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기말재고자산의 매출가격(매가)에다가 적절한 원가율을 

곱하여 환원하는 방법(매출가격환원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원가율은 원가흐름의 가

정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절차 계산방법

①기말재고자산의 매출가격 기초재고자산의 매가 + 당기매입재고자산의 매가 – 매출액

②원가율

평균법
(기초재고 + 당기매입)의 원가

(기초재고 + 당기매입)의 매가

선입선출법
당기매입의 원가

당기매입의 매가

③기말재고자산의 원가 기말재고자산의 매출가격(①) × 원가율(②)

④매출원가 기초재고자산의 원가 + 당기매입재고자산의 원가 - 기말재고자산의 원가(③)

한편, 소매재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항목이 있는 경우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원가 매가
기초 XXX XXX
순매입 XXX XXX
순인상 XXX
순인하 (XXX)
비정상파손 (XXX) (XXX)

                        원가      매가
순매출 ④ XXX
정상파손 XXX
종업원할인 XXX

기말 ③  ①

합계  XXX  XXX 합계 XXX XXX

(*) 비정상파손은 당기매입재고자산의 원가와 매가에서 차감하여 원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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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가율

평균법
기초원가 + 순매입원가 - 비정상파손원가

기초매가 + 순매입매가 + 순인상매가 - 비정상파손매가

선입선출법
순매입원가 - 비정상파손원가

순매입매가 + 순인상매가 - 비정상파손매가

(*)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하매가를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순인하매가를 차감할 경우 원가율이 상승하여 기말재고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저가법 회계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임

매출총이익율법

매출총이익율법에 의한 원가측정방법은 기준서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재고자산 원가(장부금액)를 추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매출총이익율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당기의 매출액에다가 과거의 경험에 의한 매출총이

익율(또는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을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추정한 후, 판매가능 재고자산의 원

가에서 동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절차 계산방법

① 매출원가의 추정
당기 매출액 × (1 – 매출총이익율)  or 
당기 매출액 ÷ (1 +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② 기말재고산의 원가 기초재고자산의 원가 + 당기매입재고자산의 원가 - 매출원가

구분 산식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매출총이익율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매출원가 × (1 +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 매출액

Ex) 매출총이익율, 매출원가율,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적용사례

부분 PL

➜
계산결과

매출액           100 매출총이익율 = 20 ÷ 100 = 20%
매출원가         (80) 매출원가율 = 80 ÷ 100 = 80%

매출원가          20
  

80 × (1 +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 100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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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국세는 상품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매입 시마다 평균을 계산하는 가중평균법을 채택하

고 있다. ㈜국세의 20×1년 상품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수  량 단위당 원가

기초재고(1월 1일)
매입(2월 10일)
매출(5월 1일)
매입(12월 1일)
장부상 기말재고
실사결과 기말재고

  200개
200
300
100
200
150

￦100
  200

  300

20×1년말 현재 상품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200이라면 ㈜국세가 20×1년에 인식하

여야 할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1년 기초재고의 단위당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는 동일하였다고 가정한다.) 

(CTA 2010)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①

②

③

④

⑤

￦9,000

￦9,000

￦10,000

￦11,250

￦11,250

￦9,000

￦9,000

￦10,000

￦11,250

￦11,250

풀 이  ④ 

2/10) 단가 = (200 × 100 + 200 × 200) ÷ 400 = 150

12/1) 단가 = (100 × 150 + 100 × 300) ÷ 200 = 225

기말재고자산 = 200 × 225 = 45,000

감모손실 = (200-150) × 225 = 11,250

평가손실 = 150 × (225-200) =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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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적용은 동일한 용도나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 지역별로 분포된 사업장이나 과세방식이 다른 사업장간에는 동일한 

재고자산이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③ 재고자산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한 

항목별로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 

④ 완성될 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풀 이  ②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영업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

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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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세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입, 출고 수량에 

대한 기록을 병행하고 있다. ㈜국세의 20×1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국세의 20x1년초 재무상태표상 상품재고액은 ￦70,000이며, 당기순매입액은 ￦580,000이다.
․ ㈜국세는 20x1년 10월 초에 ㈜대한에게 원가 ￦100,000의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발송운임은 발생하지 않
았다. ㈜대한은 20x1년 12월 중순에 수탁받은 상품의 75%를 판매하였다고 ㈜국세에 통보하였다. ㈜국세
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절히 수행하였다. ㈜대한은 기말 현재 수탁상품 중 미판매분을 보유하고 있다.

․ ㈜국세는 20x1년 11월 초에 원가 ￦15,000의 상품을 ㈜동방에게 인도하면서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20x2년 3월에 공정가치와 관계없이 ￦20,000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 ㈜국세가 20x1년 12월 말에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을 비교한 결과, 정상 감모손실(매
출원가에 가산)은 ￦5,000이며 비정상 감모손실(별도 비용으로 계상)은 ￦8,000이다.

․ ㈜국세가 20x1년 12월말 창고에 있는 기말재고를 실사한 금액은 ￦150,000이며, 이 금액은 평가 전의 
금액이다.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없으며, 기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5,000이다.

㈜국세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얼마인가? (CTA 2011)

① ￦456,000    ② ￦465,000    ③ ￦478,000    ④ ￦480,000    ⑤ ￦495,000

풀 이  ⑤ 

기말재고자산 = 100,000 × 25% + 15,000 + (150,000-35,000) = 155,000

재고자산관련총비용 = 70,000 + 580,000-155,000 = 4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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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용판매만을 하는 ㈜국세는 20×1년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의 일부를 도난당하였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20×0년도 및 20×1년도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국세의 20x0년도 신용 매출액과 평균매출채권을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채권회전율은 10.5회, 매출원
가와 평균재고자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회전율은 8회이었다. 또한 ㈜국세는 20x0년도에 매출
원가에 25%를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 ㈜국세의 20x0년 1월 1일 매출채권은 ￦10,000, 상품재고액은 ￦8,000이었으며, 20x0년도에는경기부진
으로 인해 기말 매출채권은 기초 대비 80% 증가하였다. 

․ 20x1년 1월 1일부터 상품의 도난시점까지 ㈜국세의 상품매입액과 상품매출액은 각각 ￦260,000과 
￦330,000이었으며, 매출원가율은 20x0년도와 동일하였다. 

․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인해 도난 당일에 원가 ￦10,000의 상품을 회수하였다.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상품의 원가는 얼마로 추정되는가? 

(CTA 2012)

① ￦6,400 ② ￦7,400 ③ ￦16,400

④ ￦17,400 ⑤ ￦21,400

풀 이  ②

×0매출
 = 10.5회

×0평균매출채권

× 0매출 =  10.5회 × ((10,000 + 18,000) ÷ 2) = 147,000 / × 0매출원가 = 147,000 ÷ 1.25 = 117,

×0매출
 = 8회

×0평균매출채권

× 0평균재고 = 117,600 ÷ 8회 = 14,700 / × 0기말재고 = 14,700 × 2-8,000 = 21,400

× 1매출원가 = 330,000 ÷ 1.25 = 264,000 / × 1기말재고 = 21,400 + 260,000-264,000 = 17,400

회수하지 못한 상품의 원가 = 17,400-10,000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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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세의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2,000,000이며, 당기매입액은 ￦12,000,000이다. ㈜국세는 20×1

년도 결산 과정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한 결과 ￦1,000,0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년 중에 발생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20×1년도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당기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CTA 2012)

․ 20x1년 12월 25일에 ㈜대한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1,500,000)이 20x1년 12
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x2년 1월 19일에 도착할 예정이다.

․ 20x1년 12월 30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2,100,000)이 20x1년 12
월 31일 현재 항공편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x2년 1월 2일에 도착할 예정이다. 

․ ㈜국세가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원가: ￦1,500,000) 중 20x1년 12월 31일 현재 원가 
￦1,000,000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하였다. 

․ ㈜국세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700,000)이 창고에 보관중인데, 재고
자산 실사 시 이를 포함하였다.

① ￦9,300,000 ② ￦10,300,000 ③ ￦11,000,000

④ ￦11,500,000 ⑤ ￦11,700,000

풀 이  ③

기말재고 = 1,000,000 + 1,500,000 + 500,000 = 3,000,000

매출원가 = 2,000,000 + 12,000,000-3,000,000 =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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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세의 20×1년도 재고자산(상품A)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매출원가, 감모

손실, 평가손실로 인식할 비용의 합계액은? 

(CTA 2013) 

(1) 기초재고   ￦7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0)
(2) 매입액     ￦6,000,000
(3) 매출액     ￦8,000,000
(4) 기말재고 : 장부수량 3,000개, 개당 취득원가  ￦200
             실사수량 2,500개, 개당 순실현가능가치 ￦240
재고자산 감모 분 중 50%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① ￦ 6,000,000 ② ￦ 6,050,000 ③ ￦ 6,100,000

④ ￦ 6,150,000 ⑤ ￦ 6,200,000

풀 이  ⑤

비용의 합계액 = 700,000 + 6,000,000-(2,500 × 200) = 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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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1년초 설립한 ㈜국세는 20×1년말 성격과 용도가 다른 세 종목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구분 수량 단위당원가 단위당 예상판매가격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A상품     1,800개 ￦1,000 ￦1,100 ￦50
B상품     1,000  950 950 50
C상품       500 1,200 1,150 100

㈜국세의 기말재고에는 확정판매계약(단위당 계약가격: ￦950)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A상품 

1,300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확정판매계약 이행을 위한 판매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가 20×1

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CTA 2013)

① ￦65,000     ② ￦75,000     ③ ￦115,000     ④ ￦125,000     ⑤ ￦190,000

풀 이  ⑤

재고자산평가손실 = 1,300 × 50 + 1,000 × 50 + 500 × 150 =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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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국세는 20×2년도 결산을 앞둔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전부를 잃게 되었다. ㈜국세는 재고자산 손실액을 파악할 목적으로 외부감사인, 매입처 및 매출처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집한 20x1년 재무자료
․ 20x1년도 매출총이익율: 25%
․ 20x1년도 기초 재고자산: ￦700,000
․ 20x1년도 매출원가: ￦5,000,000
․ 20x1년도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 72일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수집한 20x2년 재무자료
․ 20x2년도 매입액: ￦7,500,000
․ 20x2년도 매출액: ￦9,000,000

㈜국세의 20×2년도 매출총이익율이 20×1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화재와 관련된 재고자산 

손실액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평균재고자산을 사용하며,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CTA 2013)

① ￦2,050,000     ② ￦2,150,000     ③ ￦2,250,000     ④ ￦2,350,000     ⑤ ￦2,450,000

풀 이  ①

× 1재고자산회전율 = 360 ÷ 72 = 5회

×1매출원가
 = 5회

×1평균재고자산

× 1평균재고자산 = 5,000,000 ÷ 5회 = 1,000,000

× 1말재고자산 = 1,000,000 × 2-700,000 = 1,300,000

× 2매출원가 = 9,000,000 × 75% = 6,750,000

× 2기말재고 = 1,300,000 + 7,500,000-6,750,000 = 2,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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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주)한국은 상품의 매입원가에 20%를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회계처리하고 있다. 20×3년도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적 요      수량(단위) 단 가
       1월 1일        기초재고    1,000                 ￦200
       2월 5일 매 입     1,000          200
      6월 10일 매 입    1,000          300
      9월 15일 매 출    2,500           -
     11월 20일 매 입    1,000          400

(주)한국이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에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687,500     ② 825,000     ③ 870,000     ④ 900,000     ⑤ 920,000

풀 이  ②

재고자산 = 1,500 × (1,100,000 ÷ 4,000) = 412,500

매출원가 = 1,100,000-412,500 = 687,500

매출액 = 687,500 × 1.2 = 8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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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대한은 20×3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200,000(원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고려한 (주)대한의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CTA 2014)

• (주)대한이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90,000이며, 이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 (주)대한이 (주)한국으로부터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80,000이며 20x4년 1월 10일 도착예정이다.

• (주)대한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세무에서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보관중인 상품의 원가는 
￦60,000이다.

• (주)대한이 (주)세종으로부터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30,000이며 20x4년 1월 20일 도착예정이다.

① 200,000     ② 260,000     ③ 290,000     ④ 320,000     ⑤ 360,000

풀 이  ④ 

200,000 +  30,000 +  60,000 +  30,000 =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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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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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유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

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

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취득 후에 발생하는 후속원가에 대해서도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후속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느냐에 따라 수익적지출과 자

본적지출로 구분한다.

수익적지출(비용) 수선유지, 원상회복 ex) 도색, 유리창교체

자본적지출(유형자산) 성능개선, 효익증대 ex) 엘리베이터설치, 냉난방시설설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비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

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

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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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

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

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

부금액을 제거한다.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원가에는 매입원가 및 취득부대원가를 포함한다.

구성내역 설명

매입원가 매입할인, 매입에누리와환출,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순매입가격을 말한다.

취득부대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말한다. 
✓ 수입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행한 종업원급여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매입운임 및 하역료 등)
✓ 설치장소 준비 원가
✓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방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
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예상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한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

훈련비)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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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

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

득될 수 있다. 이는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관련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상복구비용의 현재가치(복구충당부채)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예상복구

비용의 현재가치)는 유형자산의 취득부대원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시점에 장부금액에 가산하

고, 동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예상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

용처리되며, 복구충당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면서 충당부채를 증가

시키는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 복구시점에는 예상복구비용과 일치하게 된다.

복구시점에는 실제로 지출한 복구원가가 복구충당부채의 잔액(예상복구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복구손실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구이익으로 인식한다.

시점 차변 대변

취득시
유형자산 ✕✕✕ 현금 ✕✕✕
유형자산 ✕✕✕ 복구충당부채 ✕✕✕

매기말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이자비용 ✕✕✕ 복구충당부채 ✕✕✕

복구시
복구충당부채
(복구손실)

✕✕✕
✕✕✕

현금
(복구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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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 보고기간말에 복구충당부채는 재측정해야 하며, 미래 예상복구비용 또는 할인율이 

변동하는 경우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동 금액 만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감한다.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

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신용기간에 걸쳐 유효이자

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시점 회계처리

취득시
(차)유형자산
    현재가치할인차금

✕✕✕
✕✕✕

(대)장기미지급금 ✕✕✕

매기말
(차)장기미지급금 ✕✕✕ (대)현금 ✕✕✕
(차)이자비용 ✕✕✕ (대)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형자산의 일괄취득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각 자산의 취득원가는 일괄취득대가를 각 자산별 공정가치

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단,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는 총 취득대가를 토지에만 배분한다. 이 때 발생하는 건물의 

순철거비용(폐자재 매각수입 차감)도 토지의 취득부대원가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유형자산의 교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등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받은)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구분 유형자산의 원가 처분손익

원칙 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②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

예외(*) 제공한 자산의 정부금액 ✕
(*) 예외

①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동종자산의 교환 등)



78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한편,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가감

한다. 즉,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유형자산의 자가건설

회사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건설하기도 하

며, 이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

비의 합계이다. 또한, 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해당 유형자산이 적격자산이 되는 

경우 자가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원가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건설(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시작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건

설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출은 별도의 계정과목인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부보조금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 선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에 의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 방법에 따른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시점 자산차감방법 이연수익방법

보조금 수령 (차)현금 ✕✕ (대)정부보조금 ✕✕ (차)현금 ✕✕ (대)이연수익 ✕✕

자산 취득 (차)유형자산 ✕✕ (대)현금 ✕✕ (차)유형자산 ✕✕ (대)현금 ✕✕

매기말

(차)감가상각비 ✕✕ (대)감누 ✕✕ (차)감가상각비 ✕✕ (대)감누 ✕✕

(차)정부보조금 ✕✕ (대)감가상각비 ✕✕ (차)이연수익 ✕✕ (대)보조금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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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당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

문에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 창출에 기여하므로 유형자산의 매입과 관련한 지출도 

해당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관

점에서 타당하다. 단,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직접 차감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는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시점 회계처리 부분 재무상태표

취득시 (차)유형자산 ✕✕✕ (대)현금 등 ✕✕✕ 유형자산 ✕✕✕

매기말
(차)감가상각비 ✕✕✕ (대)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를 취득할 경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

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

각비는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재고자산의 제

조간접비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

(개발비)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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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

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준서 제

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산

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

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의 3개 요소

유형자산의 ①감가상각대상금액은 ②내용연수에 걸쳐 ③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구성내역 설명

상각대상금액

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유형자
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내용연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
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
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
산량에 기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효익
의 소비외의 요소(판매활동 등)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
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달라진 소비형태를 반영
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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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별 감가상각비 계산식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비 계산 상각률 계산

정액법 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상각률 내용연수


체감잔액법

정률법 전기말 장부금액(취득원가-감누)✕상각률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중체감법 전기말 장부금액(취득원가-감누)✕상각률 내용연수


×

연수합계법 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상각률 내용연수합계
기초잔존내용연수

생산량비례법 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상각률 총예정생산량
당기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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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의 회계정책 선택

회사는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

계처리한다. 

구분 회계처리 방법

원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
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
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
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이란 유형자산 취득 후의 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

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유형

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유형자산 재평가의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회계처리

평가증

최초평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후속평가
과거 인식한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이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는 
재평가이익(당기손익) 인식 후 초과하는 금액은 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평가감

최초평가 재평가손실(당기손익)

후속평가
과거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 있는 경우 그 금액
까지는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인식 후 초과하
는 금액은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처분 등으로 실현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재분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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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

에 누계한 금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킨다.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또는 사용함에 따

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

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예시 】

회계처리 부분 재무상태표

X1) 토지         100/ 현금         100
X1) 토지          50/ 재평가잉여금  50
X2) 현금         150/ 토지         150
    재평가잉여금  50/ 이익잉여금    50

X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
X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 → 이익잉여금 50
    (미실현손익누계)        (실현손익누계)

유형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는 장부금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구분 회계처리 방법

비례수정법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에 비례하여 가감한다.

총제거법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고, 나머지 금액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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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① 처분하는 때
②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

이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시점 회계처리 참고 :유형자산의 BS 표시

처분시

(차)현금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
✕✕✕
✕✕✕
✕✕✕

(대)유형자산 ✕✕✕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
(✕✕✕)
(✕✕✕)
(✕✕✕)

유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 처

분대가는 최초에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한다.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

이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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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 유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

01 ㈜국세는 20×1년초 해양구조물을 ￦974,607에 취득하여 20×3년 말까지 사용한다.

㈜국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 종료시점에 해양구조물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0×3년말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점에서 ￦300,000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시장위험프리미

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국세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10%이며, ㈜국세는 

해양구조물을 정액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한다. ㈜국세는 20×3년말에 이 해양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며, 총 ￦314,000의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이 발생되었다. 20×3년도 포괄손익계

산서에 계상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단, 10%의 단일금액 현가계수(3년)는 0.75131이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1)

① ￦300,275 ② ￦314,275 ③ ￦418,275

④ ￦427,275 ⑤ ￦441,275

풀 이  ⑤

× 1년) 감가상각비: (974,607 + 300,000 × 0.75131) ÷ 3년 = 400,000

이자비용: (300,000 × 0.75131) × 10% = 22,539

× 2년) 감가상각비: 400,000

이자비용: (225,393 + 22,539) × 10% = 24,793

× 3년) 감가상각비: 400,000

이자비용: (225,393 + 22,539 + 24,793) × 10% = 24,793 = 27,275

복구손실: 314,000-300,000 = 14,000

총비용: 400,000 + 27,275 + 14,000 = 4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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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세는 20×2년 1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설치하는데 ￦1,000,000을 지출하였다. 동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이고 정액

법으로 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은 ￦400,000이며, 인플

레이션과 시장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국세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은 연 

10%이며, 기간 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10%, 5기간)는 0.62092이다. ㈜국세가 동 구축물과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얼마인가? (단,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2)

① ￦24,837 ② ￦247,674 ③ ￦248,368

④ ￦272,511 ⑤ ￦273,205

풀 이  ④

× 2초) 복구충당부채: 400,000 × 0.62092 = 248,368

× 2초) 구축물BV: 1,000,000 + 248,368 = 1,248,368

× 2년) 이자비용: 248,368 × 10% = 24,837

× 2년) 감가상각비: (1,248,368-10,000) ÷ 5 = 247,674

× 2년) 비용총액: 24,837 + 247,674 = 2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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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세는 사용 중인 기계장치A(장부금액 ￦600,000, 공정가치 ￦300,000)를 ㈜KG의 기계장치B(장부

금액 ￦700,000, 공정가치 ￦500,000)와 교환하면서, 공정가치 차액에 대하여 현금 ￦200,000을 지급

하였다. 해당 교환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국세가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500,000이다.

②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국세가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800,000이다.

③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KG가 인식할 기계장치A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④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KG가 인식할 기계장치A의 취득원가는 ￦700,000이다.

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국세와㈜KG는 모두 교환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풀 이  ④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세종이 인식할 기계A의 취득원가는 500,000( = 700,000-200,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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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한국은 20×3년 1월 1일에 저유설비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기존건물을 철거하는데 ￦500,000이 발생하였으며, 20×3년 4월 1일 저유설비를 신축완

료하고 공사대금으로 ￦2,400,000을 지급하였다. 이 저유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며,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이 저유설비의 경우 내용연수 종료시

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저유설비 신축완료시점에서의 예상되는 원상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200,000이다. (주)한국은 저유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 저유설비와 

관련하여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얼마인가? (단, 무위험이자율에 (주)한국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연 9%이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CTA 2014)

① ￦361,500     ② ￦375,000     ③ ￦388,500     ④ ￦513,500     ⑤ ￦518,000

풀 이  ③

구축물 취득원가: 2,400,000 + 200,000 = 2,600,000

감가상각비: (2,600,000-100,000) ÷ 5 × 9/12 = 375,000

이자비용: 200,000 × 9% × 9/12 = 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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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대한은 철강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CTA 2014)

∙ 토지 취득가격 ￦700,000 
∙ 토지 취득세 및 등기비용 50,000
∙ 토지 중개수수료 10,000
∙ 공장신축전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수입 40,000
∙ 창고 철거비용 30,000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수입 20,000
∙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15,000
∙ 토지의 구획정리비용 10,000

① ￦775,000 ② ￦780,000 ③ ￦795,000 

④ ￦815,000 ⑤ ￦835,000

풀 이  ③

700,000 + 50,000 + 10,000 + (30,000-20,000) + 15,000 + 10,000 = 7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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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0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③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

각액은 해당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④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⑤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에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상각방법을 변경한다.

풀 이  ④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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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세는 20×2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4,500,000에 구입하였으며, 설치 및 시험가동 등으로 

￦500,000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기계장치는 20×2년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00으로 추정되며, 이중체감법(상각률은 정액법의 

2배)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국세는 매년 말 잔존가치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20×4년 말 현재 동 

기계장치를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잔존가치가 ￦2,500,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세가 20×4년도에 인식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국세는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하며,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CTA 2012)

① ￦0 ② ￦420,000 ③ ￦580,000

④ ￦840,000 ⑤ ￦1,160,000

풀 이  ①

× 2) 5,000,000 × 0.4 × 9/12 = 1,500,000

× 3) (5,0000,000-1,500,000) × 0.4 = 1,400,000

× 4) 상각전BV: 5,000,000-2,900,000 = 2,100,000(<2,500,000) → 감가상각 종료



92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08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없다.

②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

법이 있다.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풀 이  ①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잔존가치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보다 더 큰 금

액으로 증가한다면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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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본사 사옥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하

고 연수합계법으로감가상각한다. (주)국세는 20×2년 초에 본사 사옥의 증축을 위해 ￦200,000을 지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내용연수는 2년 더 연장되었다. (주)국세가 

20×2년 초에 감가상각방법을 이중체감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변경하였다면, 20×2년

도에 인식해야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주)국세는 본사 사옥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CTA 2014)

① 145,000     ② 150,000     ③ 240,000     ④ 260,000     ⑤ 300,000

풀 이  ⑤

× 1 감가상각비: (1,000,000-100,000) × 5/15 = 300,000

× 2 감가상각비: (700,000 + 200,000) × (1/6) × 2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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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

10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건물을 ￦3,000,000에 취득하여 본사 건물로 사용하였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또한 ㈜국세는 건물에 대하여 재평

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말 감가상각 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동 건물의 연도별 공정가

치는 다음과 같다.

ㆍ20X1년말   :￦3,200,000 ㆍ 20X2년말 : ￦1,500,000   

동 건물과 관련하여 ㈜국세가 20×2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얼마인가? (단, ㈜국세

는 자산의 순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재평가잉여금을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CTA 2010)

① ￦100,000     ② ￦300,000     ③ ￦500,000     ④ ￦700,000     ⑤ ￦900,000

풀 이  ①

× 1년) 감가상각비: 3,000,000 ÷ 5년 = 600,000

장부가액: 3,000,000-600,000 = 2,400,000

재평가증가액(재평가잉여금): 3,200,000-2,400,000 = 800,000

× 2년) 감가상각비: 3,200,000 ÷ 4년 = 800,000

장부가액: 3,200,000-800,000 = 2,400,000

재평가감소액: 2.400,000-1,500,000 = 900,000

(재평가잉여금의 감소: 800,000, 재평가손실: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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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는 20×1년 초 처음으로 기계장치 1대를 ￦1,000,000(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에 의해 회계처리 하기로 했다. 즉, ㈜국세는 위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매년 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1년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990,000이고, 20×2년말 공정가치는 

￦880,000이다. ㈜국세가 20×2년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 

(CTA 2011)

① ￦7,000     ② ￦8,500     ③ ￦10,000     ④ ￦15,000     ⑤ ￦20,000

풀 이  ③

× 1말) 감가상각비: 1,000,000 ÷ 10년 = 100,000

재평가잉여금: 990,000-(1,000,000-100,000) = 90,000

× 2말)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대체액: 90,000 ÷ 9년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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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를 ￦200,000에 취득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국세는 재평가모형 적용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차량운반구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

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년말 과 20×2년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각각 

￦180,000과 ￦60,000이었다. 20×2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CTA 2012)

① ￦55,000     ② ￦60,000     ③ ￦75,000     ④ ￦105,000     ⑤ ￦120,000

풀 이  ④

× 1년 감가상각비 : 200,000 ÷ 5 = 40,000

× 1년말 평가전BV :200,000-40,000 = 160,000

× 1년말 재평가잉여금 : 180,000-160,000 = 20,000

× 2년 감가상각비 : 180,000 ÷ 4 = 45,000

× 2년말 평가전BV :180,000-45,000 = 135,000

× 2년말 평가감 : 135,000-60,000 = 75,000

× 2년말 재평가잉여금잔액 : 20,000-20,000 ÷ 4 = 15,000

× 2년 재평가손실 : 75,000-15,000 = 60,000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 45,000 + 60,000 = 105,000

<별해>

× 2년말 재평가잉여금 : (180,000-160,000)-(180,000-160,000) ÷ 4 = 15,000

× 2년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 : (180,000-60,000)-15,000 =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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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는 20×1년 1월 1일 건물을 ￦210,000에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내용연수 7년, 

잔존가치 ￦0)을 사용한다. ㈜국세는 20×4년 1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20×4년 초 공정가치 ￦180,000으로 재평가하였다. ㈜국세

가 재평가자산의 사용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면, 20×4년말 이익잉

여금으로 대체되는 재평가잉여금은? 

(CTA 2013)

① ￦7,500                      ② ￦15,000     ③ ￦45,000

④ ￦75,000                     ⑤ ￦135,000

풀 이  ②

× 4년초 평가전BV: 210,000-(210,000 ÷ 7) × 3 = 120,000

× 4년초 재평가잉여금: 180,000-120,000 = 60,0000

× 4년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재평가잉여금: 60,000 ÷ 4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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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세는 20×1년초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1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는 재평가모형 적용 시 재평가 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방

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기계장치의 20×1년말 공정가치는 ￦88,000이며, 20×2년말 공정가치는 

￦69,300이었다. ㈜국세가 20×2년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3,300 ② ￦5,500 ③ ￦8,000

④ ￦9,300 ⑤ ￦11,500

풀 이  ④

× 1년말 감가상각비: 20,000/ 장부가액: 80,000/ 재평가잉여금: 8,000

× 2년말 감가상각비: 22,000/ 장부가액: 66,000

평가증: 3,300

재평가잉여금: 6,000 + 3,300 = 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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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의 제거 】

15 ㈜국세는 20×2년 7월 1일에 토지(장부금액: ￦60,000)를 매각하면서 20×3년 6월 30일부터 20×5년 

6월 30일까지 매년 6월 30일에 ￦40,000씩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20×2년 7월 1일 유효이자율이 

연 10%일 때 동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국세가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이자수익은 

얼마인가? (단,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를 이용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

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2)

유효이자율 = 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기간 0.90909 0.90909

2기간 0.82645 1.73554

3기간 0.75131 2.48685

① ￦6,000 ② ￦6,942 ③ ￦8,445

④ ￦9,947 ⑤ ￦12,000

풀 이  ③

× 2.7/1 미수금BV: 40,000 × 2.48685 = 99,474

× 2.7/1~ × .3.6/30 이자수익: 99,474 × 10% = 9,947

× 3.7/1~ × .4.6/30 이자수익: (99,474 + 9,947-40,000) × 10% = 6,942

× 3년 이자수익: (9,947 + 6,942) ÷ 2 = 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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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0,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00)하

고 연수합계법으로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은 동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9,000,000을 

보조받아 기계장치 취득에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다. (주)한국이 20×3년 12월 

31일 동 기계장치를 ￦10,000,000에 처분하였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 

(CTA 2014)

① 3,200,000 이익             ② 2,000,000 이익             ③ 0

④ 2,000,000 손실             ⑤ 2,200,000 손실

풀 이  ⑤

× 1~ × 3 감가상각비: 36,000,000 × 12/15 = 28,800,000

× 3년말 처분손익: 10,000,000-(41,000,000-28,800,000) = -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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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기업은 경제적 자

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

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원

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

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

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식별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

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식별가능성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
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
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

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재무제표 상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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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

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 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경

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그러한 숙

련된 기술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이

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

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

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

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

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

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구성, 시장점유

율,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

지 않다. 그러나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

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

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

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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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음의 인식요건

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의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원가에는 매입원가 및 취득부대원가를 포함한다. 

구성내역 설명

매입원가 매입할인, 매입에누리와환출,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순매입가격을 말한다.

취득부대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말한다.
✔ 수입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한편,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⑵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

육훈련비를 포함한다)
⑶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또한,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5

제 5 장 무형자산

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⑵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손실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가

격상당액이 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

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

사업결합시 사업의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순자산)

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전대가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시점 회계처리

순자산 공정가치 < 이전대가
(차)취득자산
   영업권(무형자산)

✕✕✕
✕✕✕

(대)인수부채
   현금등

✕✕✕
✕✕✕

순자산 공정가치 > 이전대가
(차)취득자산 ✕✕✕ (대)인수부채

   현금등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

✕✕✕
✕✕✕
✕✕✕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

취득자의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결국,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② 피취득자가 재무상태표상 인식하지 않았지만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요건을 충족한 무형자산
③ 영업권

무형자산의 교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등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의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받은)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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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형자산의 원가 처분손익

원칙 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②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O

예외(*)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X

(*) 예외
①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동종자산의 교환 등)

한편, 무형자산의 교환거래시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가감

한다. 즉,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

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연구비)으로 인식하며, 개발단

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6가지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경상개발비)로 인식한다.

연구단계
개발단계

6가지 인식요건 충족 X 6가지 인식요건 충족 O

비용(연구비) 비용(경상개발비) 무형자산(개발비)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

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한다.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⑶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개발활동의 예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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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⑷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다음의 6가지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

(개발비)으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

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 등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즉,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

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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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

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

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⑵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⑶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⑷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한편,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⑵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⑶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의 인식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

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⑵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우편 주문 카탈로그 포함)
⑷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또한,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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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형자산의 상각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

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중단하지 않으며,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

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

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

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이 

갖는 예상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되는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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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

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의 장부금

액에 포함한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0)으로 본다. 영(0)이 아닌 잔존가치는 경제적 내용연수 종료 시점 이전에 그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는 검토하며, 잔존가치의 변동

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

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0)이 된다.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

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손상의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

사(회수가능액 산출)를 수행해야 한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

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

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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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

무형자산의 회계정책 선택

회사는 무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

계처리한다. 

구분 회계처리 방법

원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
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이란 무형자산 취득 후의 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인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는 반면 공

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자산을 선택적으로 재평가하거나 재

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기준일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된 금액을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 항목들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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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

에 누계한 금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감소시킨다.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또는 사용함에 따

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는 장부금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구분 회계처리 방법

비례수정법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에 비례하여 가감한다.

총제거법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고, 나머지 금액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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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① 처분하는 때
②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

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 

받은 대가는 최초에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한다. 받은 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

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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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④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교환거래(사업결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

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풀 이  ③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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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은 ㈜패스원의 20×1년도 연구 및 개발활동 지출 내역이다.

㈜패스원이 20×1년도 연구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CTA 2010)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100,000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150,000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건설하는 활동       
   : ￦200,000
∙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응용하는 활동: ￦300,000

① ￦100,000 ② ￦250,000 ③ ￦400,000

④ ￦450,000 ⑤ ￦750,000

풀 이  ③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과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응용하는 활동이 연구활동으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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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CTA 2012)

① 법적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②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상각비

③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④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⑤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풀 이  ④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이며, 연구활동에서 발

생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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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TA 2013)

①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

액이 된다.

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

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풀 이  ①

②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

육훈련비 포함)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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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4)

①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②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권리에

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③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무형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풀 이  ③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권리는 분리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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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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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의 정의

투자부동산이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

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

외한다.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⑴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⑵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⑶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⑷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⑸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다음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이다. 

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⑵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⑶ 자가사용부동산
⑷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

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

(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

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

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

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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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의 인식과 측정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의 예를 들면 법률용역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및 그 밖의 거래원가 등이 있다.

다음의 항목은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이 
없는 초기원가
⑵ 계획된 사용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손실
⑶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인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교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 등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의 투자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 취득하는(받은)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구분 투자부동산의 원가 처분손익

원칙 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②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O

예외(*)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X

(*) 예외
①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동종자산의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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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부동산의 교환거래시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가감한다. 즉,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

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

에 적용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에는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하고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유/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최초측정과 후속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측정 후속측정

유형자산/ 무형자산
원가(매입가액+취득부대원가)

원가모형 or 재평가모형

투자부동산 원가모형 or 공정가치모형

한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평가감 평가증 감가상각

재평가모형 당기손익 기타포괄 O

공정가치모형 당기손익 당기손익 X

모든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측정(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공시(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기업)를 위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것을 권고하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계정대체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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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⑵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⑶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⑷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간주원

가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된다.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 변경시점

까지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유형

자산 기준서에 따라 재평가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

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

동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재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

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처분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

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한다.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특히 지급이 이연되는 경우에는 수

취하는 대가의 현금등가액으로 인식한다. 수령하는 명목금액과 현금등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

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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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

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②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게 된 건물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투자부동산에 해당된다.

⑤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재표상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풀 이  ①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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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패스원은 20×2년 1월 1일에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A를 ￦150,0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

A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년 12월 31일 건물A의 공정가치

는 ￦140,000,00이다. ㈜패스원이 건물A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20×2년도에 평가손익

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패스원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CTA 2012)

① ￦0

② ￦5,000,000 평가이익

③ ￦5,000,000 평가손실

④ ￦10,000,000 평가이익

⑤ ￦10,000,000 평가손실

풀 이  ⑤

140,000,000-150,000,000 = -10,000,000 평가손실(감가상각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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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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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이자비용)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

부로 자본화(자산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차

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이유는 차입원가가 당해 자산의 취득부대원가이기 때문이며, 취득과정에

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한 후 취득 이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건설단계 완공 이후

차입원가를 자본화 하지 않는 경우

(차)현금 100 (대)차입금 100 (차)건물 100 (대)건설중인자산 100

(차)건설중인자산 100 (대)현금 100 (차)감가상각비 1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

(차)이자비용 10 (대)현금 10

차입원가를 자본화 하는 경우

(차)건설중인자산 10 (대)이자비용 10 (차)건물 10 (대)건설중인자산 10

(차)감가상각비 10 (대)감가상각누계액 10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이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

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본화의 개시, 중단 및 종료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며,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⑴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⑵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⑶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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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반

면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

다. 또한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

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

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자본화차입원가의 계산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

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

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특정차입금)은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수익은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미리 조달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기 전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함에 

다라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을 차감한 잔

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

간동안 차입한 일반차입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일반차입

금의 자본화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화차입원가의 계산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계산식

① 평균지출액 적격자산지출액평잔

② 특정자본화 특정차입금평잔 ✕ 이자율 - 일시운용수익

③ 일반평균금리
일반차입금평잔 ✕ 이자율(PL 일반차입금이자)

일반차입금평잔

④ 일반자본화 (①-특정차입금평잔) ✕ ③(한도=PL일반차입금이자)

⑤ 자본화차입원가 ②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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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동 생산공장은 20×3년 12월 31일에 준공될 예정이

다.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국세는 20×1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60,000,000과 ￦100,000,000

을 지출하였다. 20×1년 7월 1일에 지출한 금액 중 ￦30,000,000은 동 일자로 상환의무 없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다. ㈜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대둔은행으로부터 

생산공장 신축을 위하여 ￦20,000,000을 차입하여 즉시 전액 지출하였다. 동 차입금의 이자율은 

10%(단리, 매년 말 지급)이며, 상환일은 20×4년 1월 31일이다. 한편, 일반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이자율 이자지급조건

해남은행
제부은행 

20X1.07.01
20X1.01.01

￦40,000,000
￦20,000,000

20X4.04.30
20X3.12.31

10%
8%

단리/매년말 지급
단리/매년말 지급

동 생산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국세가 20×1년말 재무상태표상 건설중인자산으로 자본화하여야 

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위 문제와 관련한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CTA 2011)

① ￦5,600,000 ② ￦7,250,000 ③ ￦8,750,000

④ ￦11,900,000 ⑤ ￦14,100,000

풀 이  ①

1) 지출액평잔 : 60,000,000 + (100,000,000-30,000,000) × 6 ÷ 12 = 95,000,000

2) 특정차입금자본화 : 20,000,000 × 10% = 2,000,000

3) 일반차입금평균금리 : (40,000,000 × 6 ÷ 12 × 10% + 20,000,000 × 8%) ÷ 40,000,000 = 9%

4) 일반차입금자본화 : (95,000,000-20,000,000) × 9% = 6,750,000 <한도: 3,600,000>

5) 자본화합계 : 2) + 4) = 5,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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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자산

에 해당된다. 총 건설비는 ￦200,000이며, 20×1년 1월 1일에 ￦100,000, 10월 1일에 ￦50,000, 그리고 

20×2년 7월 1일에 ￦5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동 건물은 20×2년 9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이며, 

㈜국세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중 A는 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특정차입금)이며, 나머지는 

일반 목적으로 차입하여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금(일반차입금)이다. 이자율은 모두 단리

이며,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CTA 2012)

차입금
A B C

￦30,000 ￦50,000 ￦100,000

차입일 20X1년 1월 1일 20X0년 1월 1일 20X1년 7월 1일

상환일 20X2년 9월 30일 20X2년 12월 31일 20X3년 6월 30일

이자율 연 8% 연 10% 연 6%

① ￦2,400 ② ￦6,800 ③ ￦9,000

④ ￦11,400 ⑤ ￦15,600

풀 이  ③

1) 평균지출액: 100,000 × 12/12 + 50,000 × 3/12 = 112,500

2) 특정자본화이자: 30,000 × 12/12 × 8% = 2,400

3) 일반차입금평균금리: 8,000 ÷ 100,000 = 8%

   50,000 × 12/12 × 10% = 5,000

   100,000 × 6/12 × 6% = 3,000

4) 일반자본화이자: (112,500-30,000) × 8% = 6,600

5) 자본화합계: 2) + 4)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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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전은 20×2년 1월 1일 사옥 건설(20×3년 6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을 시작하면서, 20×2년 1월 

1일에 ￦200,000과 20×2년 7월 1일에 ￦300,000을 지출하였다. 한편, ㈜대전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고 상환일에 지급된다. ㈜대전이 20×2년에 자본화

할 차입원가는? (단, 평균지출액과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CTA 2013)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이자율 비고

20✕1. 1. 1 ￦500,000 20✕1. 6. 30 7% 일반차입금

20✕2. 1. 1 ￦250,000 20✕3. 1. 1 8% 일반차입금

20✕2. 7. 1 ￦300,000 20✕3. 12. 31 9% 사옥건설을 위한 특정차입금

① 22,500 ② 28,500 ③ 29,500

④ 30,750 ⑤ 35,000 

풀 이  ②

1) 평균지출액: 200,000 + 300,000 × 6/12 = 350,000

2) 특정자본화: 300,000 × 6/12 × 9% = 13,500

3) 일반평균금리: 37,500 ÷ 500,000 = 7.5%

  500,000 × 6/12 × 7% = 17,500

  250,000 × 12/12 × 8% = 20,000

4) 일반자본화: (350,000-150,000) × 7.5% = 15,000

5) 자본화합계: 2) + 4) = 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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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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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별자산의 손상

자산손상 기준서의 적용범위

재고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에 적용한다.

개별자산의 손상검토와 손상차손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손상의 징후가 있

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상의 징후와 관계없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②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를 고려한다.

구분 사례

내부정보

⑴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⑵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

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등이 있다.

⑶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
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외부정보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
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
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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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

키고, 당해 감소금액은 즉시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재

평가모형을 선택하여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

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

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조정한다.

회수가능액의 측정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순공정가치란 공

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것이고, 사용가치는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순공정

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

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한다.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

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한다. 다만, 개별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①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미래현금흐름)의 
추정

②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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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산의 손상차손환입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당해 증가금액은 손상차손환입(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이 장

부금액 보다 상승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킨다. 이 때 과거에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 손상차손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조정

한다.



137

제 8 장 자산손상

8.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토와 손상차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집단으로서 식별가능한 최소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현금창출단위

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

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된다.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

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회

수가능액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장

부금액의 감소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⑵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당해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개별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개별자산의 손상차손환입

(당기손익)을 인식한다. 단,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내



138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⑴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⑵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

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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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동 기계장

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국세는 20×1년말 동 기계장

치의 순공정가치가 ￦500,000, 사용가치가 ￦600,000임을 확인하고 기계장치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2년도에는 추가적인 자산손상이나 손상차손 환입을 시사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20×3년 말에는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700,000으로 상승하였다. ㈜국세가 기계장치

와 관련하여 20×3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얼마인가? (단, ㈜국세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은 감가상각 후에 인식된다고 가정한다.) 

(CTA 2010)

① ￦100,000 ② ￦200,000 ③ ￦250,000

④ ￦300,000 ⑤ ￦400,000

풀 이  ①

X1) 장부가액(손상전): 1,000,000-(1,000,000÷5)=800,000

손상차손: 600,000-800,000=(200,000)

X2~X3) 감가상각비: 600,000÷4=150,000

X3) 장부가액: 600,000-150,000x2=300,000

손상환입한도: 1,000,000-(200,000x3)=400,000

손상환입: MIN(700,000, 400,000)-30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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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국세가 20×1년 1월 1일에 취득한 영업용 차량운반구(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의 20×3년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7,500,000(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이다. 

㈜국세는 영업용 차량운반구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동 자산에 대한 

손상은 20×2년말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구분 20X3년말 20X4년말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6,860,000
   6,800,000

￦ 6,300,000
   6,400,000  

㈜국세의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CTA 2011) 

① 감소 ￦640,000 ② 감소 ￦690,000 ③ 감소 ￦780,000

④ 감소 ￦860,000 ⑤ 감소 ￦920,000

풀 이  ④

X3) 감가상각비: 7,500,000÷8=937,500

장부가액(손상전): 7,500,000-937,500=6,562,500

손상환입한도: 10,000,000-(1,000,000x3)=7,000,000

손상환입: MIN(6,860,000, 7,000,000)- 6,562,500=297,500

X4) 감가상각비: 6,860,000÷7=980,000

장부가액(손상전): 6,860,000-980,000=5,880,000

손상환입한도: 10,000,000-(1,000,000x4)=6,000,000

손상환입: MIN(6,400,000, 6,000,000)-5,880,000=120,000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20,000-980,000=(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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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패스원은 20×1년부터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신기술이 20×2년 7월 1일에 완료되어 즉시 동 

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신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20×1년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25,000이고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10,000이며, 2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30,000이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

한다. ㈜패스원은 개발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패스원은 특허권 획득과 직접 관련하여 ￦1,000을 지출하고, 20×2년 10월 1일에 동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20×3년말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여 회수가능금액 

￦25,000으로 평가되었고, 내용연수는 3년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스원이 20×3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CTA 2011)

① ￦5,000 ② ￦5,200 ③ ￦7,500

④ ￦12,500 ⑤ ￦12,700

풀 이  ⑤

× 2년) 개발비 상각비: (40,000 ÷ 8) × 6/12 = 2,500

× 3년) 개발비 상각비: (40,000-2,500) ÷ 4.5 = 8,333

개발비 손상차손: (37,500-8,333)-25,000 = 4,167

특허권 상각비: 1,000 ÷ 5 = 200

비용총액: 8,333 + 4,167 + 200 = 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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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매 결산일에 손상발생의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이 20×0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CTA 2012)

∙ ㈜대한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어
려워 현금창출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 동 현금창출단위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배분액이 포함되어 있다. 
∙ 20X0년 말 감가상각 반영 후 손상차손 인식 전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개별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및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각각 ￦9,000,000, ￦3,000,000 및 ￦1,000,000이다.
∙ ㈜대한은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20X0년 말의 회수가능액을 ￦11,000,000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가치의 

현저한 하락으로서 손상차손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국세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① ￦2,000,000 ② ￦2,250,000 ③ ￦2,500,000

④ ￦2,538,462 ⑤ ￦2,750,000

풀 이  ⑤

건물 기계장치 영업권

손상전 9,000,000 3,000,000 1,000,000

손상1차배분 - - (1,000,000)

손상2차배분 (750,000) (250,000) -

손상후 8,250,000 2,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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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산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이 때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③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④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 후 현금

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⑤ 자산손상의 징후를 검토할 때는 시장이자율, 시가총액 등의 외부정보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계획 

등 내부정보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도 고려해야 한다.

풀 이  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우선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 후, 

잔여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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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000 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 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연도 20x1년 말 20x2년 말 20x3년 말 20x4년 말

회수가능액 ￦1,600,000 ￦900,000 ￦600,000 ￦1,000,000

20×4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0 ② ￦100,000 ③ ￦200,000     

④ ￦300,000 ⑤ ￦400,000

풀 이  ③

× 1) 장부가액: 2,000,000-(2,000,000 ÷ 5) = 1,600,000

× 2) 장부가액(손상전): 2,000,000-400,000 × 2 = 1,200,000

손상차손: 900,000-1,200,000 = (300,0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3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300,000

× 3) 감가상각비: 900,000 ÷ 3 = 300,000

장부가액: 900,000-300,000 = 600,000

× 4) 장부가액(손상전): 900,000-300,000 × 2 = 300,000

손상환입한도: 2,000,000-400,000 × 4 = 400,000

손상환입: MIN(1,000,000, 400,000)-300,000 = 100,000

(차) 손상차손누계액 100,000 (대) 손상차손환입 100,000

부분 재무상태표(X4)

기계장치 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

손상차손누계액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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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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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

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였다.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을 

말한다.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은 당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

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한 거래당사자가 현

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할 계약상 의무(금융부채)에 대응

한다.

금융자산 금융부채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대여금 차입금

채권(투자사채) 사채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자산과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

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

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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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적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예: 

선급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법인세자산은 계약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한다.

금융자산 총괄표

범주 분류기준 최초측정 후속측정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
는 비파생금융자산

FV+거래원가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①단기매매증권

(단기보유,포트폴리오, 파생상품)
②FV Option(지정)

FV
(거래원가 비용)

FV평가(당기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 FV+거래원가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 FV+거래원가
FV평가(기타포괄)
단, FV 측정불가 비상장
주식은 원가

(*) 금융보증계약이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서 제외
(*) 주식FV = 주가, 채권FV = 미래CF의 PV

금융자산의 분류기준

(1) 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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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다.

①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

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②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전체를 지정
하거나,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유의
적으로 감소된다.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
한다.
단,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이다.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경미한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

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매도 또는 재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만기나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예: 만기 전 3개월 이내) 시장이자율
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시점에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
류하는 경우

② 금융자산의 원금의 대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③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금융자
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149

제 9 장 금융자산

(4)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

한다. 

최초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즉,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만약, 최초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면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

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가를, 채권은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공

정가치로 한다.

채권의취득가액(취득시점의 공정가치)

미래CF의 PV = 액면이자✕연금현가계수(n년, 유효이자율) + 액면금액✕현가계수(n년,유효이자율)

구분 취득형태 총이자수익(유효이자)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표시이자율) (유효이자율)

액면취득 액면이자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인취득 액면이자 + 할인차금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취득 액면이자 - 할증차금

이자지급일 사이의 채권 매입

한편, 이자지급일 사이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직전이자지급일부터 매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의 발생이자(경과이자)를 이자지급일에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수령하게 된

다. 따라서,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채권의 순수한 취득가액은 총 대가에서 경과이자를 차감한 금액

이다. 경과이자는 취득시점에 미수이자로 인식한 후 이자 수령 시점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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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회계처리

취득시
(차)채권(단기매매/만기보유/매도가능)
    미수이자

✕✕✕
✕✕✕ (대)현금 ✕✕✕

이자수령시 (차)현금 ✕✕✕ (대)미수이자
   이자수익

✕✕✕
✕✕✕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1) 대여금및수취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2) 지분증권(주식)

지분증권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매도가

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가능증권은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증권의 누적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제거되는 시점에 당

기손익(처분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재분류O)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재분류X)

매도가능    100  /  현금        100
매도가능     50  /  평가이익     50
현금        150  /  매도가능    150
평가이익     50  /  처분이익     50

토지         100  /  현금         100
토지          50  /  재평가잉여금  50
현금         150  /  토지         150
재평가잉여금  50  /  이익잉여금    5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처분손익(당기손익) → 이익잉여금 재분류조정O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재분류조정X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

품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원가로 측정한다.

2차연도 이후 지분증권의 평가 및 처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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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PL 당기손익) 당기말FV – 전기말BV

처분손익(PL 당기손익) 처분가액 – 전기말BV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PL 기타포괄손익) 당기말FV – 전기말BV

평가손익(BS 기타포괄손익누계) 당기말FV – 취득원가

처분손익(PL 당기손익) 처분가액 – 취득원가

한편,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채무증권(채권)

채무증권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금융자산(만기보유증

권)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액면이자로 이자수익

을 인식하고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기

보유증권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매도가능증권

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

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매도가능증권의 누적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제거되는 시

점에 당기손익(처분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계정과목 이자수익 기말측정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액면이자 공정가치 당기손익

만기보유증권 유효이자 상각후원가 -

매도가능증권 유효이자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

주의할 점은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든 이자수익 

인식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할 경우에는 다음의 상각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점 유효이자 액면이자 차금상각 BV(상각후원가)

X1초 취득가액

X1말 기초BV×유효이자율 액면가액×액면이자율 유효이자-액면이자 기초BV+차금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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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의 상각후원가 비교 】

한편, 취득시점 이후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고 평가손

익이 발생한다.

시장이자율 변동 채권가격 변동 채권투자자 손익

시장이자율 상승 채권가격 하락 평가손실

시장이자율 하락 채권가격 상승 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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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

회계에서는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합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계정으로 분류한다.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금융자산이다.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통화, 통화대용증권 및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화 동전, 지폐

통화대용증권 (자기앞)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등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투자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

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

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금성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CD, MMF, MMDA, CMA, RP, 채권, 상환우선주 등

수표, 어음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포함 여부

수표 어음

(자기앞)수표 O (만기미도래)어음 X

타인발행(당좌)수표 O 만기도래어음 O

선일자수표 X 일람출급어음 O

부도수표 X 부도어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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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의 흐름

은행계정조정표

특정시점에 당좌예금의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정확

한 당좌예금 잔액을 산출하고, 이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한다.

당좌예금의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의 주요 불일치 원인 및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불일치 원인 조정 방법

미기입예금
회사가 은행에 입금하였나 은행이 아직 회사 계
좌에 입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은행측 잔액에서 가산

기발행미인출수표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은행에 지
급제시가 되지 않아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경우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

은행측 오류 은행이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잘못 인출한 경우 등 은행측 잔액에서 가산(차감)

미통지입금
거래처가 회사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회사에 통
지되지 않은 경우

회사측 잔액에서 가산

받을어음의 추심
은행이 회사로부터 수탁한 어음을 추심하여 계좌
에 입금 처리하였으나 회사에 미통지한 경우

회사측 잔액에서 가산

은행수수료, 이자비용
은행이 회사의 계좌에서 은행수수료, 이자비용을 
인출하였으나 회사에 미통지한 경우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

부도수표
은행이 회사로부터 수탁한 수표를 지급거절 당했
으나 회사에 미통지한 경우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

회사측 오류 계좌 이체한 금액을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등 회사측 잔액에서 가산(차감)

기발행미인도수표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
으나 수표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회사측 잔액에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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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정조정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회사측 잔액 은행측 잔액

조정 전 XXX XXX

미기입예금 XXX

기발행미인출수표 (XXX)

은행측 오류 XXX

미통지입금 XXX

받을어음의 추심 XXX

은행수수료, 이자비용 (XXX)

부도수표 (XXX)

회사측 오류 XXX

기발행미인도수표 XXX

조정 후              XXX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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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금융자산의 손상(대손)

금융자산의 손상검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이미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손상검

토가 불필요하다.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

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

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

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⑷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
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

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이용가능한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나 상각후원가 이하로 하락한 사실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무위험이자율의 상승으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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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

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

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거가 된다.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

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손상차손’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

한다. 

한편,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대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사건 회계처리

외상매출 매출채권 / 매출

기말결산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현금회수 현금 / 매출채권

채권상각(제각)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상각채권회수 현금 /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초 현금회수 채권상각 기초

외상매출
채권상각

기말 기말
상각채권회수
대손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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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

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

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이 때 매도가능

증권의 누적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지분

증권의 회수가능액은 주가이며, 채무증권의 회수가능액은 손상시점의 현행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

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매도가능

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지분상품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

이로 측정한다. 동 지분상품은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회복되더라도 손상차손은 환입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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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의 재분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드문 

상황에서 금융자산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라면 당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한다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재분

류하여야 한다. 당기손익에 이미 인식된 손익이 있다면, 그 손익은 환입하지 않는다. 재분류일

의 당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원가 또는 상각후원가가 된다.

다른 범주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재분류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며 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한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

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매도 또는 재분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만기나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예: 만기 전 3개월 이내) 시장이자율
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시점에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
류하는 경우

② 금융자산의 원금의 대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③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금융자
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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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음 각 경우의 발생일 현재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인 장부

금액이 새로운 원가나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된다. 

① 보유 의도나 능력이 변경된 경우
②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여 취득시에 불가피하게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 2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

이때 분류변경 전 계상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구분 회계처리

고정된 만기가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 분류변경 전 계상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만기금액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할인차금이나 할증차금의 상각과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
한다.

㈐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한다.

고정된 만기가 없는 
금융자산의 경우

㈎ 분류변경 전 계상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
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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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제거의 판단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

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⑵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⑶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
니하면, 양도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
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

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

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예시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⑴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⑵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⑴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⑵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⑶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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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 이외에는 양도자가 양도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매각거래)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한편, 제거되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

로 재분류한다.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금융자산 XXX

(금융자산처분손실) (XXX) (금융자산처분이익) (XXX)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차입거래)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

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한다.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한다.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금융부채(차입금) XXX

채권의 처분

채권의 처분시 처분대가와 처분시점의 채권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 처분대가는 처분일 이후의 현금흐름을 처분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된

다. 매도가능증권과 관련하여 처분시점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은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한다.

한편, 취득시점 이후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익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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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자율 변동 채권가격 변동 채권 처분시 손익

시장이자율 상승 채권가격 하락 처분손실

시장이자율 하락 채권가격 상승 처분이익

이자수령일 사이의 채권 처분

이자수령일 사이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직전 이자수령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이자수익을 유

효이자율법에 따라인식하고, 매도일에 경과된 액면이자(미수이자)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해야 한

다.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야액면이자를 채권의 매도자가 아닌 채권의 매수자가 수령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을 이자수령일 사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미수이자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수령하게 되므로, 채권의 순수한 처분가액은 총 대가에서 미수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다. 채권의 처분손익은 순수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시점 회계처리

처분시
(차)현금
(차)현금
   (채권처분손실)

✕✕✕
✕✕✕
(✕✕✕)

(대)미수이자
(대)채권(단기매매/만기보유/매도가능)
    (채권처분이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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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 】

01 ㈜대한은 20×1년 7월 1일에 동 일자로 발행된 ㈜국세의 사채(액면가액 ￦200,000, 3년 만기, 이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지급)를 단기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190,173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액면이자율은 연 10%,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의 20×1년말 이자지급 후 공정가치는 

￦195,000이다. ㈜대한이 동 사채 취득 및 보유로 인해 20×1년도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얼마인가? 

(단, 거래비용은 없으며, 사채이자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0)

① ￦12,827     ② ￦14,827     ③ ￦16,827     ④ ￦24,827     ⑤ ￦28,827

풀 이  ②
이자수익: 200,000 × 10% × 1/2 = 10,000
평가이익: 195,000-190,173 = 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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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한은 다음 조건의 채무상품을 20×2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액면금액 ￦20,000,000

액면이자 연 5%, 매년 12월 31일 지급

발행일 20x2년 1월 1일

만기 3년

유효이자율 연 8%

동 금융자산의 20×2년 말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가 ￦18,800,000인 경우 ㈜대한이 인식해야 할 매도가

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얼마인가? 

(CTA 2012)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5% 8%

1기간 0.95238 0.92593 0.95238 0.92593

2기간 0.90703 0.85734 1.85941 1.78327

3기간 0.86384 0.79383 2.72325 2.57710

① ￦476,296 평가손실 ② ￦129,996 평가손실 ③ ￦129,996 평가이익

④ ￦346,300 평가이익 ⑤ ￦476,296 평가이익

풀 이  ②
× 2초 취득가액: 20,000,000 × 0.79383 + 1,000,000 × 2.57710 = 18,453,700
× 2말 평가전장부가액: 18,453,700 + (18,453,700 × 8%)-1,000,000 = 18,929,996
      평가손익: 18,800,000-18,929,996 = (129,996)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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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한국은 20×3년 (주)대한의 주식을 ￦3,000,000 에 취득하고, 거래비용 ￦30,000 을 지급하였다. 20×3

년 말 (주)대한의 주식 공정가치는 ￦3,500,000 이었다. (주)한국은 20×4년 (주)대한의 주식을 ￦3,400,000 

에 매도하였으며, 매도 관련 부대비용 ￦50,000 을 지급하였다.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주)한국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TA 2014)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말 공정가치 

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4년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은 ￦200,000 이다.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총포괄이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 보다 ￦30,000 더 크다.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4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320,000 이다. 

풀 이  ⑤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거래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거래비용

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만큼 차이가 난다.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소익

으로 인식한다.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은 ￦150,000 이다.
④ 총포괄손익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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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및현금성자산 】

04 ㈜대한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을 검토한 결과 ￦106,000이었으며, 은행측 당좌예금계정 잔액을 

조회한 결과 ￦70,000으로 확인되었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경우 자금담당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CTA 2012)

은행미기입예금 ￦60,000

은행수수료 10,000

기발행미인출수표 50,000

미통지입금 46,000

타사발행수표를 (주)대한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한 금액 22,000

① ￦22,000     ② ￦26,000     ③ ￦32,000     ④ ￦36,000     ⑤ ￦40,000

풀 이  ⑤
회사 조정후 금액: 106,000-10,000 + 46,000 = 142,000
은행 조정후 금액: 70,000 + 60,000-50,000 + 22,000 = 102,000
횡령추정액: 142,000-102,000 = 40,000
금융자산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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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의 손상 】

05 ㈜대한은 20×1년 1월 1일 ㈜국세가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만기 3년, 액면이자율 8%, 매년말 

이자 지급)인 사채를 ￦90,394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4,630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10%이다. ㈜대한은 20×1년

도 이자를 정상회수 하였으나, 20×1년 말 현재 ㈜국세의 재무상태 악화로 20×2년도와 20×3년도의 

이자회수가 불가능하고 만기에 액면금액만 회수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여 금융자산의 손상이 발생하였

다. 20×1년 말 현재 시장이자율이 12%일 때, ㈜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CTA 2013)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기간 0.9091 0.8929 0.9091 0.8929

2기간 0.8264 0.7972 1.7355 1.6901

3기간 0.7513 0.7118 2.4868 2.4018

① ￦13,886 감소 ② ￦4,384 감소 ③ ￦1,502 증가

④ ￦8,000 증가 ⑤ ￦9,502 증가

풀 이  ②

× 1초 취득가액: 90,394 + 4,630 = 95,024 / × 1년 이자수익: 95,024 × 10% = 9,502

× 1말 장부가액: 95,024 + (9,502-8,000) = 96,526 / × 1말 회수가능액: 100,000 × 0.8264 = 82,640

× 1말 손상차손: 82,640-96,526 = (13,886)

× 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9,502-13,886 =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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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의 재분류 】

06 ㈜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한라의 사채(발행일 20×1년 1월 1일) 2매를 ￦1,903,926에 취득하였

다. 사채 1매당 액면가액은 ￦1,000,000, 만기는 20×3년 12월 31일, 액면이자율은 10%(매년 말 

이자지급)이며,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12%이다. ㈜국세는 동 사채를 취득시부터 만기보유금융자산으

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보유의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20×1년 12월 31일에 사채 1매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고, 나머지 1매는 처분비용 없이 공정가치로 처분하였다. 한편, ㈜국세가 취득한 동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20×1년 말에 9%로 하락하였다. 위 거래가 ㈜국세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1)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9% 10% 12% 9% 10% 12%

1년 0.91743 0.90909 0.89286 0.91743 0.90909 0.89286

2년 0.84168 0.82645 0.79719 1.75911 1.73554 1.69005

3년 0.77218 0.75131 0.71178 2.53129 2.48685 2.40183

① 증가 ￦151,387 ② 증가 ￦202,774 ③ 증가 ￦228,471

④ 증가 ￦279,863 ⑤ 증가 ￦331,245

풀 이  ④

2매 유효이자 : 1,903,926 × 12% = 228,471

1매 장부가액 : 951,963 + 14,236 = 966,199  

1매 처분가액 : 1,000,000 × 0.84168 + 100,000 × 1.75911 = 1,017,591

1매 처분손익 : 1,017,591-966,199 = 51,392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228,471 + 51,392 = 27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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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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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의 정의 및 인식

기준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

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였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을 말한다.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한 거래당사자가 현

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할 계약상 의무(금융부채)에 대응

한다.

금융자산 금융부채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대여금 차입금

채권(투자사채) 사채

선수금, 선수수익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인도

를 통하여 당해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부채와 충당부채는 계약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금융부채가 아

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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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총괄표

범주 분류기준 최초측정 후속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①단기매매증권

(단기보유, 포트폴리오, 파생상품)
② FV Option(지정)

FV
(거래원가 비용)

FV평가(당기손익)

기타금융부채 기타 FV - 거래원가
상각후원가
(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

(*) 금융보증계약이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서 제외
(*) 금융부채FV =  미래CF의 PV

금융부채의 분류기준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이다.

①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

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

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②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전체를 지

정하거나,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유의
적으로 감소된다.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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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부채이다.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

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사채발행비 등)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측정한다. 최초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즉,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만약, 최초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면 공정가치와 거

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는 미래현금흐름(Cash Flow)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공정가치로 

한다.

사채의 발행가액(발행시점의 공정가치)

미래CF의 PV = 액면이자X연금현가계수(n년,유효이자율) + 액면금액X현가계수(n년,유효이자율)

구분 발행형태 총이자비용(유효이자)

액면(표시)이자율 = 유효(시장)이자율 액면발행 액면이자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인발행 액면이자 + 할인차금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발행 액면이자 – 할증차금

(*)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동일하나, 사채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
아진다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

한편,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사채 증서에 표시된 발행일보다 실제 발행일이 

늦어진 경우) 증서에 표시된 발행일부터 실제 발행일 사이의 발생이자(경과이자)도 이자지급일

에 발행회사가 채권의 취득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사채를 이자지급일 사이에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경과이자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수령하게 되므로, 사채의 순수한 발행가

액은 총 대가에서 경과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다. 경과이자는 발행시점에 미지급이자로 인식한 

후 이자 지급 시점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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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회계처리

발행시
(차) 현금 XXX (대) 사채(BV) XXX

    미지급이자 XXX

이자지급시
(차) 미지급이자 XXX (대) 현금 XXX

    이자비용

한편, 사채의 순수한 발행가액은 실제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증서에 표시된 

발행일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된 실제 발행 시점의 상각후원가이다.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기타금융부채(사채 등)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시점 유효이자 액면이자 차금상각 BV(상각후원가)

X1초 발행가액

X1말 기초BV×유효이자율 액면가액×액면이자율 유효이자-액면이자 기초BV+차금상각

【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의 상각후원가 비교 】

BV

할증발행

액면이자 - 할증차금

액면가액

정액법

유효이자율법

만기

정액법

액면이자 + 할인차금

할인발행

유효이자율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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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최초 시점에,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인식가능할 부채를 부담하며 그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

행된다면, 당해 계약의 최초 시점의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동일할 것이다.

후속적으로, 발행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⑴ 최초인식금액에서 수익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최초인식액 - 수익인
식누계액)

⑵ 충당부채 기준서에 따라 결정된 금액(충당부채)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

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

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융부채의 미래CF 배당의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상환금액 자본의 감소

누적적 상환우선주 배당 + 상환금액 이자비용

한편,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

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

한 경우 발행자가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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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 제거의 판단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

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

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새로운 조건

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

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제거 시점의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채의 조기상환

사채의 조기상환시 상환대가와 상환시점의 사채 장부금액(상각후원가)의 차이(사채상환손익)

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 상환대가는 상환일 이후의 현금흐름을 상환시점의 유효이자

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시점 회계처리

상환시
(차) 사채(BV) XXX (대) 현금 XXX

    (사채상환손실) (XXX)     (사채상환이익) (XXX)

한편, 발행시점 이후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사채의 상환손익은 달라진다.

시장이자율 변동 사채가격 변동 사채발행자 상환시 손익

시장이자율 상승 사채가격 하락 사채상환이익

시장이자율 하락 사채가격 상승 사채상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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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 상환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을 유

효이자율법에 따라인식하고, 상환일에 경과된 액면이자(미지급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

다. 따라서, 사채를 이자지급일 사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이자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사채의 순수한 상환가액은 총 대가에서 미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다. 사채

의 상환손익은 순수한 상환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시점 회계처리

상환시

(차) 미지급이자 XXX (대) 현금 XXX

(차) 사채 XXX (대) 현금 XXX

    (사채상환손실) (XXX)     (사채상환이익) (XXX)

 자기사채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자기사채라고 하며, 자기사채는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사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자기사채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으로 회계처

리 한다.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은 소멸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대가이다.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

한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한다.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발행된 지분

상품은 금융부채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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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

01 ㈜KG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 사채권면에 표시된 발행일은 20x0년 1월 1일이며, 실제발행일은 20x0년 8월 1일이다. 
∙ 사채의 액면금액은 ￦3,000,000이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만기는 4년이다.
∙ 사채의 액면이자율은 연 6%이며,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12%이다.
∙ 사채권면 발행일과 실제발행일 사이의 발생이자는 실제발행일의 사채 발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위 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CTA 2012)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12% 6% 12%

1기간 0.94340 0.89286 0.94340 0.89286

2기간 0.89000 0.79719 1.83340 1.69005

3기간 0.83962 0.71178 2.67302 2.40183

4기간 0.79209 0.63552 3.46511 3.03735

① 실제발행일의 순수 사채발행금액은 ￦2,520,013이다.

② 20×0년도에 상각되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122,664이다.

③ 20×0년 12월 31일 현재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432,323이다.

④ 사채권면상 발행일과 실제발행일 사이의 액면발생이자는 ￦105,000이다.

⑤ 사채권면상 발행일과 실제발행일 사이의 사채가치의 증가분(경과이자 포함)은 ￦171,730이다.

풀 이  ②

× 0초 PV: 3,000,000 × 0.63552 + 180,000 × 3.03735 = 2,453,283

유효 액면 차금 BV

X0초 2,453,283

X0말 294,394 180,000 114,394 2,567,677

× 0년도에 상각되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47,664( = 114,394 × 5/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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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채의 제거 】

02 ㈜KG는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12%의 유효이자율로 발행하였다. ㈜KG는 액면금액 중 ￦500,000을 20×3년 6월 30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25,000에 조기상환하였다. 사채의 조기상환손익은? 

(CTA 2013)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3기간 0.7513 0.7118 2.4868 2.4018

① ￦8,918 손실 ② ￦4,459 손실 ③ ￦0

④ ￦4,459 이익 ⑤ ￦8,918 이익

풀 이  ②

× 1초 BV: 1,000,000 × 0.7118 + 100,000 × 2.4018 = 951,980

유효 액면 차금 BV

X1초 951,980

X1말 114,238 100,000 14,238 966,218

X2말 115,946 100,000 15,946 982,164

X3말 117,860 100,000 17,860 1,000,000

× 3.6.30 장부가액: (1,000,000 + 982,164) × 1/2 = 991,082

× 3.6.30 조기상환손익: 991,082 × 50%-(525,000-100,000 × 1/2 × 50%) = (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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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대한은 20×1년 초 장부금액이 ￦965,260 이고 액면금액이 ￦1,000,000 인 사채(표시이자율 연 

10%)를 20×1년 7월 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70,000 에 상환하였다. 동 사채의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사채발행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주)대한이 20×1년도에 인식할 사채

상환손익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CTA 2014)

① ￦53,176 이익 ② ￦34,740 이익 ③ ￦4,740 손실

④ ￦11,092 손실 ⑤ ￦13,176 손실

풀 이  ①

× 1년 7월 1일 BV: 965,260 + 15,831 × 6/12 = 973,176

× 1년 7월 1일 채권상환액: 970,000-50,000 = 920,000

× 1년 7월 1일 상환손익: 973,176-920,000 = 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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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지분상품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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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자본)의 정의와 표시

기준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

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였다.

지분상품(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본의 재무상태표상 표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BS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액면가액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 (+)

  자본조정 : 자본거래 (-), 자본거래 임시계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실현손익의 누계

  이익잉여금 : 실현손익의 누계

한편, 자본과 관련된 주요계정과목의 표시항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표시 계정과목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
자본차감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자본가산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선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유/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
소,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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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주식의 형태로서 금융부채 또는 다른 종류의 지분상품

(주식)보다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후순위이며, 의결권이 있다. 우선주는 특정 사항에 대해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주식의 종류 설명

보통주 일반적인 주식

우선주

배당우선주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주식

전환우선주 특정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상환우선주 원금 또는 원금과 배당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 주식

우선주의 배당금 계산

우선주는 배당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우선주 구분 배당금 계산

비누적비참가 우선주자본금X약정배당률

누적비참가 우선주자본금X약정배당률X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당기포함)

비누적참가
① 우선주자본금X약정배당률
②잔여배당금(총배당금-①-보통주자본금X약정배당률)을 보통주와 자본금 비율대로 배분

누적참가
① 우선주자본금X약정배당률X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당기포함)
②잔여배당금(총배당금-①-보통주자본금X약정배당률)을 보통주와 자본금 비율대로 배분

한편, 부분참가적 우선주인 경우에는 잔여배당금 배분액을 계산할 때 우선주자본금 × (부분

참가율 － 약정배당률)을 한도로 한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지분상품)을 발행하고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하

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며, 발행가액(현금유입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86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발행형태 회계처리

액면발행 (차) 현금                    5,000 (대) 자본금                   5,000

할증발행
(차) 현금                    7,000 (대)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

할인발행
(차) 현금                    4,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

(대) 자본금                   5,000  

한편,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거래원가(신주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발행의 과정으로 보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주식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

발행초과금이 감소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증가한다.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유상증자(현금출자)와 달리 기업이 주식(지분상품)을 발행하고 현물(유형자산 등)

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며,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때 발행가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무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지분상품)을 무상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주식배당은 주식으로 배당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 모두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며, 발행가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본항목을 감소시킨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

금을 감소시키고,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무상증자와 주

식배당 모두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다른 자본항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자본은 불변이며, 

자원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 회계처리

무상증자
(차) 자본잉여금                           5,000 

(또는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대)자본금               5,000  

주식배당 (차) 이익잉여금 중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 (대)자본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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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유상감자란 기업이 주식(지분상품)을 소각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소각하

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하며, 감자대가(현금유출액)와의 차이는 감자차익(자본잉여금) 또는 감

자차손(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상감자는 총자본이 감소하므로 실질적감자라고도 한다.

감자형태 회계처리

자본금 = 감자대가 (차)자본금 5,000 (대)현금 5,000

자본금 > 감자대가 (차)자본금 5,000
(대)현금
   감자차익

3,000
2,000

자본금 < 감자대가
(차)자본금
   감자차손

5,000
1,000

(대)현금 6,000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기업이 주식(지분상품)을 소각하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하며, 동액만큼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무상

감자는 총자본이 불변이므로 형식적감자라고도 한다.

감자형태 회계처리

무상감자 (차)자본금                   5,000 (대)감자차익                5,000

무상감자는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미처리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무상감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을 증가시켜 결손보전의 재원

으로 사용한다. 

구분 회계처리

결손보전 (차)감자차익                5,000 (대) 미처리결손금            5,000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주식분할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고 동액만큼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식

병합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둘 모두 

액면금액이 증감하는 만큼 발행주식수가 증감하므로 자본금(발행주식수 × 액면가액)은 불변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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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거래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이며 자본조정(자본차

감)으로 인식한다.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이는 자본거래이므로 관

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인식한다. 

구분 회계처리

취득시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

처분시
(차) 현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자기주식처분이익) XXX

소각시
(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감자차익) XXX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 총괄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자기주

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발생순서와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고, 자본조정이 남는 경우

에는 자본충실화를 위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한다.

구분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증자 주식발행초과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자기주식 소각)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잉여금의 사용

상법에 따르면 자본잉여금은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할 수 없다. 자본잉여금은 주주

와의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으로 손익거래(경영성과)로 인한 잉여금(이익잉여금)이 아니기 때

문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란 무상증자를 의미하며, 결손보전이란 미처리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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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계처리

무상증자 (차) 감자차익 등             XXX (대) 자본금                  XXX

결손보전 (차) 감자차익 등             XXX (대) 미처리결손금            XXX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손익거래)을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와 감소로 

정의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실현된 손익(당기

순이익)과, 실현되지 않은 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된다. 이들은 결산시 마감과정을 거

쳐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집계되는데,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은 기타포

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집계된 계정은 항목별로 구분표시되며, 해당 기준서에서 정의한 실현

되는 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일부 계정은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집계되고, 일부 항목은 재분류되지 않고 즉시 이익잉

여금으로 대체된다. 

포괄PL BS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실현)

기타포괄손익 (미실현)

총포괄손익

자본금등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의 종류와 재분류조정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다.

기타포괄손익의 종류 재분류조정 여부

유/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X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O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X

해외사업환산손익 O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O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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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의 분류

이익잉여금은 경영성과(손익거래)의 결과 실현된 손익의 누계액이며, 다음과 같은 세부계정

으로 분류된다.

구분 내용

법정적립금

법에 의하여 강제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 할 수 없으며, 무
상증자나 결손보전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배당
(주식배당 제외)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임의적립금
기업의 재량에 따라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기 위하여 적립(전입)하며, 
향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 등 사외유출 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미처분이
익잉여금은 자유롭게 배당 등 사외유출 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이란 기업이 손익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

나 사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의 처분사

항을 확정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X1. 1/1 ~ X1. 12/31

① 미처분이익잉여금(BS)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② 임의적립금의 이입
                   합   계 (①+②)
③ 이익잉여금 처분액
   법정적립금 적립
   임의적립금 적립
   자본조정의 보전
   현금배당
   주식배당
   상여
④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①+②-③)

처분예정일

800
200

(20)
(100)
(300)
(200)
(100)
(80)

X2. 3/20
1,000

 400
1,400
 (8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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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수행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 잔액은 처분하기 전의 금액이다.

만약,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인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분류하고, 결손금처리계산서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결손

보전)할 수 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회계처리 비교

구분 현금배당 주식배당

배당기준일(결산일) - -

배당결의일(주주총회) 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부채) 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배당지급일 미지급배당금 / 현금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란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의 증가 및 감소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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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보통주(액면가액 ￦1,000)만을 발행하고 있는 ㈜국세의 20×1년도 자본 관련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거래내역

20x1년 3월 3일 자기주식 취득(100주, @1,300)

20x1년 8월 7일 자기주식 재발행(60주, @1,500) / 자기주식 소각(40주)

20x1년 8월 9일 A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150주, @1,000)

20x1년 12월 31일 A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150주, @1,300)

20×1년도 당기순이익이 ￦1,500,000이라면 ㈜국세의 20×1년 자본증가액은 얼마인가? 

(CTA 2010)

① ￦1,000,000 ② ￦1,057,000 ③ ￦1,415,000

④ ￦1,505,000 ⑤ ￦1,557,000

풀 이  ④

자기주식 130,000/ 현금 130,000

현금 90,000/ 자기주식 78,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2,000

자본금 40,000/ 자기주식 52,000

감자차손 12,000

매도가능증권 150,000/ 현금 150,000

매도가능증권 45,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5,000 
자본증가액: 1,500,000-130,000 + 90,000 + 45,000 = 1,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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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년 1월 1일에 주식을 발행하고 영업을 개시한 ㈜국세의 20×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5,000,000과 ￦3,000,000이고, 그 동안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

다.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으로 동일하며, 우선주는 배당률 3%의 누적적, 

부분참가적(6%까지) 주식이다. 영업을 개시한 이래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국세가 20×4년 

1월에 총 ￦6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CTA 2011)

보통주 우선주

① ￦240,000 ￦360,000

② ￦262,500 ￦337,500

③ ￦284,300 ￦315,700

④ ￦306,400 ￦293,600

⑤ ￦420,000 ￦180,000

풀 이  ②

우선주 배당금: 90,000 × 3 + MIN(180,000 × 3/8,3,000,000 × 3%) = 337,500

보통주 배당금: 600,000-337,500 = 262,500



194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03 ㈜대한은 20×4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자본금의 변동 및 배당금 지급은 없었다. ㈜대한의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000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배당률 3%, 주당 액면금액 ￦5,000) ￦5,000,000

㈜대한이 20×6년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1,000,000의 현금배당을 최초로 결의하였다면,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300,000 ② ￦450,000 ③ ￦550,000

④ ￦700,000 ⑤ ￦850,000

풀 이  ④

우선주 배당금: 150,000 × 2 = 300,000

보통주 배당금: 1,000,000-300,000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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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은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500주를 주당 ￦15,000에 발행하였다. 발행대금은 전액 

당좌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주식인쇄비 등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500,000이 지급되었다. 

유상증자 직전에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 ￦800,000이 존재할 때, ㈜대한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2,500,000 ② ￦4,500,000 ③ ￦6,200,000

④ ￦7,000,000 ⑤ ￦7,500,000

풀 이  ④

(차) 현금 7,000,000 (대) 자본금 2,5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800,000
주식발행초과금 3,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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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정의 및 측정

수익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

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을 말한다.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에

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대

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

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은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⑵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한다.
⑶ 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⑷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출에누리와환출, 매출할인 및 리베이

트는 차감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익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현금

이나 현금성자산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 대가의 공정가치는 받았거나 받을 현금의 명목금액

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판매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유

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원유나 우유와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공급기업들이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

키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재고자산을 서로 교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격이나 가치

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교환거래에서 현금이나 현

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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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익 인식

원칙 ①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 ②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예외(*) 수익 미인식

(*) 예외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

거래의 식별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예를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적용

한다.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

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

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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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⑵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⑶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

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

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

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이

러한 과정을 보통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한다.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

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

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 한다. 진행기준에 따르면 수익

은 용역이 제공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게 된다.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의 

용역활동과 성과의 정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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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

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

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 상대방과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수수되는 용역과 관련한 거래당사자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⑵ 용역제공의 대가
⑶ 결제 방법 및 결제 조건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진행률을 

결정할 수 있다. 

⑴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⑵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⑶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

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추정원가만을 포함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

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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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구분 수익인식기준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로열티수익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배당수익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받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전 기간과 취득 이후 기간으로 배분하여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유형별 수익인식 기준

유형 수익인식 기준

재화의 판매(일반)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인도기준)

용역의 제공(일반) 용역의 진행율에 따라 인식(진행기준)

(장/단기)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
(단, 장기할부판매는 현재가치를 인도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명목가액과 현
재가치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

위탁판매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

시용판매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인식

반품조건부판매
✔ 반품률 추정가능 : 인도시점에 인식(반품예상액 차감)
✔ 반품률 추정불가 : 반품기간 종료시점에 인식

상품권 재화 또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인식(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

설치 및 검사조건부판매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시점에 인식
(단, 설치 및 검사가 단순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

설치용역수수료
진행기준으로 인식
(단, 재화의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전체를 재화의 판매로 보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

광고수수료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이자수익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로열티수익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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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회계처리

Ex ) 원가 50원인 상품을 수탁자가 100원에 판매한 경우(위탁판매수수료 30%)

시점 위탁자 회계처리 수탁자 회계처리

수탁자에게 인도시 (차)적송품 50 (대)상품  50

수탁자 판매시
(차)현금
   판매수수표
(차)매출원가

70
30
50

(대)매출

(대)적송품

100

 50

(차)현금

(차)예수금

100

 70

(대)수수료수익
   예수금
(대)현금

30
70
70

상품권 판매의 회계처리

Ex) 100원의 상품권 2매를 발행 후, 고객이 1매 사용(80원의 재화 구매)하고, 1매는 유효기간(소멸시효) 경과한 경우

시점 회사의 회계처리

상품권 판매시 (차) 현금 200 (대) 선수금 200

물품 인도시 (차) 선수금 100 (대) 매출  80

    현금  20

유효기간(소멸시효) 경과시 (차) 선수금 100 (대) 잡이익 100

고객충성제도

회사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이나 할인가격으로 제공할 보상점수를 부여한 경우 최초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한다.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

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만일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한다면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

공할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

할 금액은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 보상점수에서 보상과 교환되어 회수된 보상점수의 상대

적 크기에 기초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한다면, 수익을 보유하는 순액으로 측정한다. 즉, 보상점수에 배분

되는 대가와 제3자가 제공한 보상에 대해 기업이 지급 할 금액의 차액이 해당된다.

보상점수에 대한 수익인식과 측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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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익인식 측정

판매기업 보상제공 이연하여 인식 총액

제3자 보상제공
본인(총액) 즉시 인식 총액

대리인(순액) 즉시 인식 순액

프랜차이즈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노하우 제공

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되는 목적을 반영하는 기준

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적정한 인식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형 수익인식 기준

창업지원용역수수료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그 밖의 
의무(예: 가맹점입지선정, 종업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를 실
질적으로 이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고 모두 회수하는 데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가 실질상 운영지원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금액을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
렴한 가격 또는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
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
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
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
로 인식한다.

운영지원 수수료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에 기초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에서 본사가 실제로는 가맹점의 대리인으로 거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공급할 재화를 대신 주문

하고 원가로 인도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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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원가가 ￦4,500,000인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매년말 ￦2,000,000

씩 3회에 걸쳐 현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로 20×1년도와 20×2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나 증가되는가? (단, 유효이자율은 10%이며,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

다.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1) 

기간말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0%

1년 0.90909 0.90909

2년 0.82645 1.73554

3년 0.75131 2.48685

20✕1년 20✕2년

① ￦497,370 ￦347,107

② ￦497,370 ￦500,000

③ ￦971,070 ￦347,107

④ ￦971,070 ￦500,000

⑤ ￦1,500,000 ￦0

풀 이  ③ 

× 1년) 매출액 = 2,000,000 × 2.48685 = 4,973,700  

매출총이익 = 4,973,700-4,500,000 = 473,700

이자수익 = 4,973,700 × 10% = 497,370

당기순이익 = 473,700 + 497,370 = 971,070

× 2년) 매출채권기초장부가액 = 4,973,700 + 497,370-2,000,000 = 3,471,070

이자수익 = 3,471,070 × 10% = 347,107

당기순이익 = 34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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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KG는 20×1년에 자동차 정비부문과 휘발유 판매부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KG의 휘발유 판매

부문은 휘발유 판매금액 ￦1,000당 10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를 ㈜KG의 정비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고객들은 ㈜KG에

서 10포인트당 공정가치 ￦100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년 중 ㈜KG는 휘발유 ￦10,000,000

을 판매하고 100,000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고객들은 이 중 40,000포인트를 20×1년 중에 정비부문에

서 사용하였다. 기말시점에서 60,000포인트는 20×2년에 전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인트의 

공정가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① 20×1년 휘발유 매출액 ￦10,000,000을 매출시점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매출액과 포인트 매출액으

로 분리하고 포인트 매출액에 대해서는 선수수익으로 이연처리한다.

② 20×1년 중 고객이 사용한 40,000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20×2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00포인트에 대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④ 20×1년 중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비부문의 매출액이 ￦8,000,000일 경우 ㈜KG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은 ￦17,400,000이다.

⑤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리도 역시 고객충성제

도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풀 이  ③ 

미사용포인트는 충당부채가 아닌 이연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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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G는 강남항공에서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KG는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회원

에게판매가격 ￦1당 1마일리지를 제공한다. 고객충성제도회원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

입할 수 있다. ㈜KG는 강남항공에 1마일리지당 ￦0.012을 지급한다. 20×2년 ㈜KG는 원가가 

￦800,000인 제품을 ￦1,200,000에 판매하고, 마일리지를 부여하였다. ㈜KG는 1마일리지의 공정가치

를 ￦0.02으로 추정한다. ㈜KG가 마일리지에 배분될 대가를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 20×2년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할 마일리지와 관련된 수익(고객충성제도수익)과 비용(고객충성제도비용)

은 각각 얼마인가? 
(CTA 2012)

고객충성제도수익 고객충성제도비용

①  ￦7,200 ￦12,000

② ￦14,400 ￦24,000

③ ￦24,000 ￦12,000

④ ￦24,000 ￦14,400

⑤ ￦28,000 ￦48,000

풀 이  ④

고객충성제도수익: 1,200,000 × 1마일리지 × 0.02 = 24,000

고객충성제도비용: 1,200,000 × 1마일리지 × 0.012 =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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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의한 권리의 계속적인 사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고 모두 회수하는데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공급할 재화를 대신 주문하고 원가로 인도하는 대리거래는 인도시

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풀 이  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에서 본사가 가맹점의 대리인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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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KG는 20×1년 말 고객이 구매 후 30일 내에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원가 ￦1,050,000의 정수기를 

￦1,500,000에 현금판매 하였다. ㈜KG는 20×1년 말 과거 경험과 정수기 소매업계 상황에 기초하여 

판매한 상품의 5%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반품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반환금액의 3%가 

발생한다. 이러한 반품조건의 판매가 ㈜KG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CTA 2013)

① ￦415,250 증가 ② ￦417,500 증가 ③ ￦425,250 증가

④ ￦427,500 증가 ⑤ ￦450,000 증가

풀 이  ③

450,000 × 95%-1,500,000 × 5% × 3% = 4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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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세종은 20×3년 2월 1일 액면금액 ￦50,000인 상품권 2,000매를 1매 당 ￦48,000에 최초로 발행하였

다.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주)세종은 20×3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400매에 대해 상품

인도와 더불어 잔액 ￦1,200,000 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세종이 상품권 발행에 의한 판매와 

관련하여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게 될 수익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9,600,000 ② ￦10,800,000 ③ ￦18,000,000

④ ￦18,800,000 ⑤ ￦19,200,000

풀 이  ③

400매 × 48,000-1,200,000 =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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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의 의의

건설계약 기준서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계약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건설계약이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한다. 기준서는 건설계약

을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분류한다.

구분 내용

정액계약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

원가보상계약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

건설사업자의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표시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건설업

매출액 계약수익(공사수익)

매출원가 계약원가(공사원가)

매출총이익 계약이익(공사이익)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이익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계약수익은 최초에 계약금액을 

합의한 이후에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 등에 따라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⑴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⑵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공사변경은 계약상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변경에 따라 계약수익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공사변경의 예로 건설대상 자산의 

사양이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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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가를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시한 사양이나 설계

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금에 

따른 수익금액은 측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주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장려금은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금액이

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조기 완료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정해진 장려금이 지급

될 수 있다.

계약원가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성항목 예시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⑴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⑵ 건설에 사용된 재료원가
⑶ 계약에 사용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⑷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를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현장에

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⑸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원가
⑹ 계약과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⑺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공사의 추정원가
⑻ 제3자의 보상금 청구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
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⑴ 보험료
⑵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⑶ 건설간접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계약조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부 일반관리
원가와 개발원가를 포함

계약활동에 귀속될 수 없거나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원가는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한다. 

⑴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⑵ 판매원가
⑶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⑷ 특정 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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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수주비 등)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하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산(선급공

사원가)으로 인식한다.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

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

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계약

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 따르

면 계약수익은 특정 진행률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계약원가에 대응되며, 그 결과로 공사진행

률에 비례하여 수익, 비용 및 이익이 보고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의 계약활동과 성과에 대

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⑴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⑶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원가기준)
⑵ 수행한 공사의 측량
⑶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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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1)원가기준이며, 이 경우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장에 인도되었거나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계약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와 같은 계약상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⑵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진행기준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인식할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산방법

당기 계약수익 총공사예정수익(계약금액) X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말 현재 누적공사수익

당기 계약원가
총공사예정원가 X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말 현재 누적공사원가 
(원가기준 진행률 하에서는 당기발생 공사원가와 동일함)

(*) 원가기준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말 현재 누적공사원가 ÷  총공사예정원가

진행기준은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치에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건설계약의 회계처리

건설계약 회계처리 사례(진행률은 원가기준을 가정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례1 사례2

회계처리

원가발생 (차)공사원가 100 (대)현금 100 (차)공사원가 100 (대)현금 100

수익인식 (차)미청구공사 200 (대)공사수익 200 (차)미청구공사 200 (대)공사수익 200

공사대금청구
(차)공사미수금 150 (대)미청구공사 150 (차)공사미수금 250 (대)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200
 50

공사대금회수
(차)현금 120 (대)공사미수금 120 (차)현금 280 (대)공사미수금

   공사선수금
250
 30

재무제표 표시

손익계산서 공사수익 200, 공사원가 100 공사수익 200, 공사원가 100

재무상태표 미청구공사 50, 공사미수금 30 초과청구공사 50, 공사선수금 30



216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만약, 원가기준 이외의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 당기에 발생한 공사원가와 비용으로 인식하

는 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동 차이금액은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에서 가감한다.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분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공사수익누계(미성공사잔액) > 대금청구누계 미청구공사(자산)

공사수익누계(미성공사잔액) < 대금청구누계 초과청구공사(부채)

대금청구누계 > 현금회수누계 공사미수금(자산)

대금청구누계 < 현금회수누계 공사선수금(부채)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⑵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 계약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생원가를 한도로 계약수익을 인식하고, 회수가

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없으므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 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당해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건설계약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의 실질을 반

영하여 복수의 계약이더라도 단일의 계약으로 병합하여 회계처리 하거나 단일의 계약이더라도 

복수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 수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보아 병

합하여 회계처리 한다. 



217

제 13 장 건설계약

⑴ 복수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⑵ 복수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⑶ 복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어느 한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보아 분할하여 회계처리 한다. 

⑴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⑵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⑶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하다.

한편,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계약의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자산을 건설하는 계약이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또는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유의적으로 차이
가 있다.

⑵ 추가되는 자산의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협상된다.

예상손실의 인식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결산시에는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공사

원가로 인식하고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에 가감한다. 이 후 실제로 공사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결산시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미청구공사 또는 초과청구공사에 가감한다. 

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결산시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결산시

(차)공사원가 ✕✕✕ (대)미청구(초과청구)공사 ✕✕✕  (차)미청구(초과청구)공사 ✕✕✕ (대)공사원가 ✕✕✕



218 Copyright 2015 ∙ 장윤원회계사

세무사재무회계강의노트

1차 기출문제

01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서울시로부터 계약금액 ￦7,000,000인 축구경기장 건설계약을 수주하

였다. 동 공사는 20×3년말에 완공되었으며, 동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국세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할 손실은 얼마인가? 

(CTA 2010)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추정총계약원가 ￦ 6,000,000 ￦ 7,500,000 ￦ 7,500,000

당기발생원가 1,500,000 4,500,000 1,500,000

계약대금청구 2,000,000 2,500,000 2,500,000

계약대금회수 1,800,000 2,500,000 2,700,000

① ￦100,000 ② ￦250,000 ③ ￦500,000

④ ￦650,000 ⑤ ￦750,000

풀 이  ⑤ 

20x1년 20x2년

공사원가 1,500,000 4,500,000

누적진행률 25% 80%

공사수익 1,750,000 3,850,000

공사이익(손실) 250,000 (650,000)

공사손실충당금전입 - (100,000)

최종공사이익(손실) 250,000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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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대한은 20×0년 1월 1일 ￦20,000,000에 댐을 건설하는 정액계약을 정부와 체결하였으며, 20×0년 

1월 1일 시점에 추정한 계약원가는 ￦17,000,000이었다. 그러나 20×0년 말에 공사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 계약원가가 20×0년 1월 1일 대비 ￦1,000,000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

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공사손익과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동 공사는 

20×2년 12월 31일에 완공되었다. 또한 ㈜대한은 동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

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CTA 2012)

구분 20x0년 20x1년

누적발생계약원가 ￦ 5,400,000 ￦ 15,300,000

당기대금청구액 5,000,000 12,800,000

당기대금회수액 4,000,000 10,000,000

① 공사이익 ￦1,100,000 미청구공사    ￦800,000

② 공사이익 ￦1,100,000 초과청구공사 ￦800,000

③ 공사이익 ￦1,700,000 미청구공사    ￦800,000

④ 공사이익 ￦1,700,000 초과청구공사 ￦800,000

⑤ 공사이익 ￦2,000,000 미청구공사  ￦1,000,000

풀 이  ②

20x0년 20x1년

공사원가 5,400,000 9,900,000

누적진행률 30% 85%

공사수익 6,000,000 11,000,000

공사이익(손실) 600,000 1,100,000

수익인식누적액 6,000,000 17,000,000

대금청구누계액 5,000,000 17,800,000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1,000,000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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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댐건설을 위하여 정부와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도급금액 

￦12,000,000)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을 수취하였다. ㈜대한은 동 건설계약의 수익을 진행기준

으로 인식하며,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동 건설계약과 관련된 연도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구분 20x1년 20x2년 20x3년

당기 실제 발생 계약원가 ￦ 4,000,000 ￦ 2,600,000 ￦ 4,400,000

연도 말 예상 추가계약원가 6,000,000 4,400,000 -

공사대금 청구액(계약금 포함) 2,800,000 3,200,000 6,000,000

공사대금 회수액(계약금 포함) 2,600,000 3,000,000 6,400,000

① 20×2년도 공사손실은 ￦200,000이다.

② 20×3년도 계약수익은 ￦4,800,000이다.

③ 20×1년 말 미청구공사 금액은 ￦2,000,000이다.

④ 20×2년 말 미성공사 금액은 ￦7,200,000이다.

⑤ 20×1년 말 공사미수금 금액은 ￦800,000이다.

풀 이  ⑤

20x1년 20x2년 20X3년

공사원가 4,000,000 2,600,000 4,400,000

누적진행률 40% 60% 100%

공사수익 4,800,000 2,400,000 4,800,000

공사이익(손실) 800,000 (200,000) 400,000

수익인식누적액(미성공사) 4,800,000 7,200,000 12,000,000

대금청구누계액 2,800,000 6,000,000 12,000,000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2,000,000 1,200,000 -

공사미수금 200,000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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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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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의 의의

종업원급여 기준서는 주식기준보상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

용한다.

기준서는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및 해고급여로 구분하

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로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⑴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⑵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⑶ 이익분배금 ․ 상여금
⑷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종업원급여가 이미 지급한 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급연차휴가는 누적유급휴가와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누적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

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누적유급휴가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반면에 비누적유급휴가

는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비누적유

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

하더라도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주

로 유급병가, 출산․육아휴가와 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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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경영성과를 통하여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을 위한 이익분배제도나 상여금제도

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기업에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이

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

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

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포함한다. 

⑴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등)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이며,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

제도로 분류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

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이 연금사업자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

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기대 이하일 위험)과 투

자위험(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따러

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

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기업 → 연금사업자 → 종업원 위험/효익 회계처리

기여금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확정 변동 종업원 퇴직급여/현금

확정급여형 변동 확정 기업 사외적립자산/현금

퇴직급여/확정급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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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

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또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이 이미 납부한 기여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
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며, 채무를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확정기여제도에 비하여 복잡하다. 

확정급여제도에서도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사업자에게 적립(사외적립자산)하고, 종

업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된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실질

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은 보험수리적가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미래예상퇴직금(확정급여채무)를 추정

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순확

정급여부채(자산)로 계상한다.

보험수리적가정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분 결정방법

보험수리적가정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
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상승률)에 대해 보고기간말에 추정한다.

할인율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회사채나 
국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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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에 전기말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한다. 순확정

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

성되며, 퇴직급여에서 가감한다.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

가액이며,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급여제도의 개정 등으로 인해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액이다.

당기근무원가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근무원가는 일

반적으로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과거근무원가는 정( + )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

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철회되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

치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와 사외적립자

산의 재측정요소로 구성된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

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말 보험수리적가정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재측정한다. 따라서, 당기중

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동되거나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효과)이 발생하는 경우 재측정한 확정급여채무는 장부금액과 차이가 나며, 동 차이금액을 확정

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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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자산은 매년말 실제손익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과 기대수익(전기말 할인율을 곱한 금액)과 다른 경우 재측정한 사외적립자산은 장부금액과 

차이가 나며, 동 차이금액을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라고 한다.  

확정급여제도 하의 퇴직급여 회계처리

구분 회사의 회계처리

확정급여채무의 이자효과 (차) 퇴직급여(이자비용) XXX (대) 확정급여채무 XXX

사외적립자산의 이자효과 (차) 사외적립자산 XXX (대) 퇴직급여(이자수익) XXX

당기근무원가 (차) 퇴직급여 XXX (대) 확정급여채무 XXX

과거근무원가 (차) 퇴직급여 XXX (대) 확정급여채무 XXX

퇴직금 지급 (차) 확정급여채무 XXX (대) 사외적립자산 XXX

사외적립자산 출연 (차) 사외적립자산 XXX (대) 현금 XXX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차) 재측정요소 XXX (대) 확정급여채무 XXX

(차) 확정급여채무 XXX (대) 재측정요소 XXX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요소
(차) 사외적립자산 XXX (대) 재측정요소 XXX

(차) 재측정요소 XXX (대) 사외적립자산 XXX

퇴직급여와 순확정급여부채 계산과정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정산으로 인한 손익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

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

결을 통해 제도하에서 기업의 유의적인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것이다.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다음 ⑴과 ⑵의 차이이며,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

을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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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포괄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정산으로 인한 손익

자산인식의 상한

일반적으로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보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작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가 계상된다. 그러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보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큰 경우에는 순확정급여자산이 계상되며, 이 때는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여 순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조정한다. 자산인식의 상한이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

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간주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잔액은 순확정급여부채에서 차감한다.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포괄손익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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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① 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의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의 운영효

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② 확정기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와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순자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정급여를 위한 기금적립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③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

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④ 가득급여는 종업원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⑤ 기금적립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미래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풀 이  ②

확정급여제도에서 필요한 보험수리적가정이 확정기여제도에서는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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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4)

①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

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다.

풀 이  ④

확정급여제도의 위험은 기업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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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의 의의

주식기준보상거래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을 부여하거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식선택권(stock 

option)이란 미래 특정시점에 기업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call 

option)이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 결정방법

주식결제형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을 부여
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가격
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선택형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결제방식으로,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의 지급이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

채의 증가를 인식한다.

구분 회계처리

주식결제형 (차)재화 또는 용역(보상원가) ✕✕✕ (대)자본(자본금,주식선택권 등) ✕✕✕
현금결제형 (차)재화 또는 용역(보상원가) ✕✕✕ (대)부채(미지급비용)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보상원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일에 측정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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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원가의 측정

원칙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ex) 현물출자

예외(*)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ex) 임직원 스톡옵션

(*)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 등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있어서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된다면 거래상대

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상원가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

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당해 보상원가는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예를들어, 종업원

에게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보상원가(급여)는 3년의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추정하여 보상원가 계산시 고려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

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한편,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

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 취소 및 중도청산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결정방법

조건변경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가격 
인하) 증분공정가치(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
이)를 반영한다.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일
에 측정한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증분공정가치는 
조건변경일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 인식한다. 만약 가득일 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반면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조건변경이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감소
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취소 및 중도청산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
기간에 인식될 보상원가를 즉시 인식한다. 취소나 중도청산 시 종업원에게 지급하
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
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
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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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특정기간 기업의 주가상승액에 기초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주가차액보

상권을 종업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부여되는 즉시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보상원가와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즉시 인식한다. 한편,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의 보상원가와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제공기간 동안 인식한다.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 발

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구분 결정방법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
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며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현금결제형 주
식기준보상거래로, 나머지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
로 본다.
⑴ 법률에 의한 주식발행의 금지
⑵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결제정책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⑶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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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부여한 Stock-option 회계처리의 비교

구분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수량(행사예상수량) 총수량 X (1 – 기대권리소멸율) 총수량 X (1 – 기대권리소멸율)

단가(스톡옵션의 FV) 부여일에 한번 측정 매년말 재측정

약정용역제공기간 급여(보상원가) / 주식선택권(자본조정) 급여(보상원가)   / 미지급비용(부채)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 회계처리 없음
급여           /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 급여

권리행사
현금         / 자본금
주식선택권      주식발행초과금

미지급비용      / 현금
(급여)            (급여)

(*) 총보상원가(약정용역기간) =  수량 ×  단가, 당기보상원가 =  당기말누적보상원가 – 전기말누적보상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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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대한은 20×8년 1월 1일에 판매직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0개씩을 

부여하고,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연도별 판매직 종업원의 실제 퇴사인원 및 추정 퇴사인

원은 다음과 같다. 

∙ 20×8년도 : 실제 퇴사인원은 6명이며, 20×9년도에는 추가로 4명이 되사할 것으로 추정하
였다.

∙ 20×9년도 : 실제 퇴사인원은 7명이며, 20×9년도 말 시점의 계속근무자는 주가차액보상권
을 모두 가득하였다.

매 회계연도 말에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와 20×9년에 행사된 현금결제형 주가차액

보상권 현금지급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정가치/개 현금지급액(내재가치)/개

20x8년 ￦400 -

20x9년 ￦420 ￦410

20×9년 12월 31일에 종업원 5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하였을 때, 20×9년도에 인식해야 할 

보상비용은 얼마인가? 

(CTA 2011)

① ￦902,000 ② ￦1,800,000 ③ ￦1,804,000

④ ￦2,050,000 ⑤ ￦3,604,000

풀 이  ③

20x8년 20x9년

총보상원가 90명×100개×400=3,600,000 87명×100개×420=3,654,000

당기보상원가 3,600,000×1/2=1,800,000 3,654,000-1,800,000=1,854,000

행사분 조정 50명×100개×10=(50,000)

주식보상비용 1,8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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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한은 주가가 행사가격(단위당 ￦1,000)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

권을 20×2년 1월 1일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200개씩 부여하였다. 이 주가차액보상권은 20×2년 

말에 모두 가득되었고, 20×4년 말에 실제로 1,000개의 주가차액보상권이 행사되었다. 매 회계연도 

말 보통주와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하여 20×4년도에 ㈜대한이 인식할 주식보상비용(또는 주식보상비용환입)과 현금지급액은? 

(CTA 2013)

구분 20x2년말 20x3년말 20x4년말

보통주의 공정가치 ￦1,800 ￦1,700 ￦1,900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 ￦1,400 ￦1,300 ￦1,500

주식보상비용(환입) 현금지급액

① 주식보상비용 ￦200,000 ￦900,000

② 주식보상비용환입 ￦200,000 ￦900,000

③ 주식보상비용 ￦900,000 ￦900,000

④ 주식보상비용 ￦1,100,000 ￦500,000

⑤ 주식보상비용환입 ￦1,100,000 ￦500,000

풀 이  ②

20x2년 20x3년 20x4년

총보상원가 2,000개×1,400=2,800,000 2,000개×1,300=2,600,000 2,000개×1,500=3,000,000

당기보상원가 2,800,000 (200,000) 400,000

행사분 조정 1,000개×600=(600,000)

주식보상비용 (200,000)

20×4년 말 현금지급액: 1,000개 × (1,900-1,000) =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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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우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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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상황의 의의

지출 또는 수입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을 우발상황이라고 한다. 이 중 부채의 정의

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나머지는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

로 주석에 공시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

로,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

표에 인식되는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부채에 국한한다.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당해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

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

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비용지

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

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 자원의 유출 또는 기타 사건의 가능성

이 높다고 본다.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다만,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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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

지 아니한다. 충당부채의 성격상 다른 재무상태표 항목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더 크므로 그에 

대한 추정치의 사용은 특히 필수적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

채로서 공시한다.

우발부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

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

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

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무 중에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만 공시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게 된다면 관련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며, 따라서 당해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발자산은 관련 상황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

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우발자산을 공시한다

구분 금액추정 가능 금액추정 불가

자원의 유출가능성 높음 충당부채(BS) 우발부채(주석)

자원의 유출가능성 보통 우발부채(주석) 우발부채(주석)

자원의 유출가능성 낮음 - -

구분 금액추정 가능 금액추정 불가

자원의 유입가능성 높음 우발자산(주석) 우발자산(주석)

자원의 유입가능성 보통 - -

자원의 유입가능성 낮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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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우발부채

다음의 ⑴ 또는 ⑵에 해당하는 의무
⑴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⑵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다음 ㈎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하여 재무상태표

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자산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
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충당부채의 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

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

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통계적 추정방법을 ‘기대가치’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르게 된다.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

생확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당해 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

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로 인하여 동일한 금액이라도 보고기간 후에 즉시 

지급하는 충당부채의 부담이 더 늦게 지급하는 충당부채에 비하여 더 크다. 따라서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

원가로 인식한다.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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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제 3자의 예상변제금액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3자가 보전하

여 주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될 경우 당해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전체 의무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

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

으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예상변제금액과 상계하

여 표시할 수 있다.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미래의 예상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도 충족시키지 못하기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할 회피 불가능한 원

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다음의 ⑴과 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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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⑶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경
⑷ 영업의 성격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세가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

하며, 구조조정에 대한 현재의무(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소요되는 지출, 이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
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

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⑵ 마케팅
⑶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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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과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③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④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⑤ 손실부담계약의 경우 계약상의 의무에 따른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

가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또는 위약금)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풀 이  ⑤

손실부담계약의 경우 계약상의 의무에 따른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

원가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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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기본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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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당이익의 측정

당기순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기업전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본주당이익

(Earning Per Share)은 특정 회계기간에 보통주 1주당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기본주당이익은 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

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주가이익비율(Price Earning Ratio)은 주당시

가(주가)를 주당이익(EPS)로 나눈 지표로서, 1주당 이익 대비 가격이 몇 배로 형성되고 있는지

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투자지표이다.

기본주당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보통주이익

    주가주식수
시가총액

     
주가

보통주이익의 측정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통주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우선주자본금X우선주배당률)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

비누적적 우선주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세후 배당금

누적적 우선주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세후 배당금(전기 이전의 기간
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측정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

식수(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

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

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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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산일

유상증자 유상증자일부터 가산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취득일부터 차감, 처분일부터 가산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기초부터 가산 또는 차감(단, 기중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된 신주에 무
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 유상신주의 납입일)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은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없이 유통주식수만 증감하

기 때문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할 때 기초부터 기산하며,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본

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저가발행 유상증자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공정가치(주가)가 일치한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작을 수 있으며, 이를 저가발

행 유상증자라고 한다. 저가발행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면 발행되

었을 주식(실질적인 유상주) 이외에 무상으로 주식(실질적인 무상주)이 추가발행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가발행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유상주와 실질적인 무상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계산하여 구분한 다음, 각각 기산일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계 계산방법

① 현금유입액 유상증자 주식수 X 발행가액

② 실질유상주 현금유입액(①) ÷ 증자직전 주당 공정가치

③ 실질무상주 유상증자 주식수 – 실질유상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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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20×1년 1월 1일 현재 ㈜국세의 유통 중인 보통주 발행주식은 1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이고, 

우선주 발행주식은 5,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이다. 우선주는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이며 

연 배당률은 액면가액의 5%이다. ㈜국세는 20×1년 7월 1일에 자기주식(보통주) 1,000주를 구입하였

다. 또한 ㈜국세는 20×2년 2월말에 현금배당으로 보통주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의 2%를, 우선주에 

대해서는 1주당 ￦1,000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배당결의된 우선주 배당금액에는 20×0년분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부분(1주당 ￦500에 해당)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의 20×1년도 보통주 기본

주당순이익이 ￦400이라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CTA 2010)

① ￦2,000,000 ② ￦4,200,000 ③ ￦4,400,000

④ ￦6,300,000 ⑤ ￦6,500,000

풀 이  ④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 × 12/12 + (1,000) × 6/12 = 9,500주
(당기순이익-5,000주 × 500) ÷ 9,500주 = 400원
당기순이익 = 6,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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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대한은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배당률 7%의 누적적, 비참가적

주식으로 20×0년 말 시점에 연체배당금 ￦700,000이 있다. ㈜대한은 20×1년도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

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년 초의 주식수는 모두 유통주식수이다. 유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납입한 

때이며, 무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원래의 구주에 따른다. 20×1년 7월 1일 유상증자는 공정가치로 

실시되었다. ㈜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5,170,000이며 자본금(주당 액면 ￦5,000)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배당금은 월할 계산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1)

구분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기초(1월 1일) 10,000주 ￦50,000,000 1,000주 ￦5,000,000
7월 1일 유상증자 25% 2,500주 12,500,000 250주 1,250,000
8월 1일 무상증자 6% 750주 3,750,000 75주 375,000
11월 1일 자기주식 구입 (300)주 (1,500,000) - -
기말(12월 31일) 12,950주 64,750,000 1,325주 6,625,000

① ￦206     ② ￦300     ③ ￦385     ④ ￦400     ⑤ ￦406

풀 이  ④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 + 600) × 12/12 + (2,500 + 150) × 6/12 + (300) × 2/12 = 11,875주
우선주배당금: (1,000 + 60) × 350 × 12/12 + (250 + 15) × 350 × 6/12 = 417,375
기본주당순이익: (5,170,000-417,375) ÷ 11,875주 =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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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년 1월 1일 ㈜국세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주당 액면 ￦5,000), 유통우선주식수는 7,000

주(주당 액면 ￦5,000, 비누적적 비참가적)이었다. 20×1년 중 우선주의 변동은 없었으며, 보통주는 

20×1년 4월 1일 유상증자로 4,000주가 증가하였고, 7월 1일 10% 무상증자로 14,00주가 추가 발행되

었다.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29,880,000이었으며, 우선주의 배당률은 20%이다. ㈜국세의 기본주

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또한 유상증자는 20×1년 4월 1일

에 전액 납입완료되었으며, 무상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원구주에 따른다.) 

(CTA 2012)

① ￦1,334 ② ￦1,443 ③ ￦1,486     

④ ￦1,600 ⑤ ￦1,670

풀 이  ④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 + 1,000) × 12/12 + (4,000 + 400) × 9/12 = 14,300주

우선주배당금: 7,000주 × 5,000 × 20% = 7,000,000

기본주당순이익: (29,880,000-7,000,000) ÷ 14,300주 =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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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한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24,000주이며, 20×1년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한편, 20×1년 3월 1일 유상증자시 주당 발행가격은 ￦1,000으로서 권리락 직전일의 종가인 주당 

￦1,500보다 현저히 낮았다. ㈜대한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CTA 2013)

일  자 보통주식수 변동내역

3월 1일 유상증자를 통해 12,000주 발행

5월 1일 자기주식 6,000주 취득

9월 1일 자기주식 3,000주 재발행

10월 1일 자기주식 1,000주 재발행

① 31,250주 ② 31,750주 ③ 32,250주

④ 32,750주 ⑤ 33,250주

풀 이  ②

(24,000 + 3,000) × 12/12 + (8,000 + 1,000) × 10/12 + (6,000) × 8/12 + 3,000 × 4/12 + 1,000 ×

3/12 = 31,7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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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한국의 20×3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5,000주이며 20×3년도 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

과 같다.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5,522,000 이었다면, (주)한국의 기본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CTA 2014)

∙ 20x3년 4월 1일에 보통주 1,000주를 시장가격으로 발행하였다.
∙ 20x3년 8월 1일에 10%의 주식배당을 하였다.
∙ 20x3년 12월 1일에 자기주식 600주를 취득하였다.

① ￦840 ② ￦868 ③ ￦880

④ ￦928 ⑤ ￦960

풀 이  ③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500 + 1,100 × 9/12 + (600) × 1/12 = 6,275주

주당이익 = 5,522,000 ÷ 6,275주 = 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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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 의미

회계 세무조정(간접법 구조) 세법(직접법 구조)

수익 익금

(–) 비용 (–) 손금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회계처리

구분 금액 세무조정

당기순이익 100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80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0, 접대비한도초과 30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30 미수이자 30

각사업연도소득 150

세율 10%

당기법인세  15

<당기법인세회계> 법인세비용 15/ 미지급법인세 15   +   <이연법인세회계> 이연법인세자산 2/ 법인세비용 2

세무조정의 유형

구분 의미 소득처분 이연법인세 대상

일시적차이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 유보, △유보 – 사후관리 O

영구적차이 손익의 절대크기 차이 사외유출(상여/배당/기타/기사) X

이연법인세회계

일시적차이
유보잔액(차감할일시적차이) x 소멸시점 평균세율 = 이연법인세자산 기말잔액

¥Ä 유보잔액(가산할일시적차이) x 소멸시점 평균세율 = 이연법인세부채 기말잔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현재가치 평가 × , 비유동 분류, 순액 공시(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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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할 일시적차이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준서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등)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많은 과세당국은 영업권 장부금액의 감소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국가에서는 종종 종속기업이 당해 사업을 처분할 때에도 영업권의 원가가 공제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고, 당해 영업권의 장부금액과의 차이

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그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

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일시적차이는 수익이나 비용이 회계이익에 포함되는 기간과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기간

이 다를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기간적차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연법인세부채

가 인식되는 기간적차이인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으로 기간경과시 회계이익에 포함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이 수취될 때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이러한 미수수익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
다. 이는 당해 미수수익이 현금으로 수취되기 전까지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⑵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의 결정시 사용된 감가상각금액이 회계이익의 결정시 사용된 감가상각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일시적차이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취득원가에서 당기 및 과거기
간의 과세소득 결정시 세무상 이미 공제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세무기준액의 차이이다. 세무
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더 큰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초래하는 가산
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이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보다 더 크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⑶ 개발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자본화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걸쳐 상각될 수 있지만, 과세소
득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개발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원가는 과세소
득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당해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따라서 그 일시적차이는 개발원가
의 장부금액과 영(0)인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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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예이다. 

⑴ 퇴직급여원가는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차감되지만,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퇴직연금기금에 출연하는 시점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공
제될 수 있다. 당해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일반적으로 영(0)이므로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
액 사이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출연하는 시점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됨으로써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을 초래한다.

⑵ 일부 자산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다. 당
해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된다. 그러나 법

인세납부액이 감소되는 형태의 경제적효익은 공제가 상쇄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을 획득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에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만약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세소득

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

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한다.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

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

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

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

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개선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도록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업이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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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의 측정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

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

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

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 현금흐름이므로 이론상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각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

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⑴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⑵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⑶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 

단계 계산방법

1단계 당기법인세 = 세무상과세소득 x 당기세율

2단계 당기말 현재 BS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유보(△유보)잔액 x 소멸시점 평균세율

3단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당기변동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당기말잔액 – 전기말잔액

4단계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당기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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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

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

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다.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기타로 소득처분되는 (자기주식처분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세후금액으로 표시된다.

재무제표 표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

⑵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
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

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
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

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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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

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롤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③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항상 이연법

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풀 이  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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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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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용어의 정의

리스(lease)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

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 회계처리에서 사용되는 리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리스약정일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기간개시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의 최초인식일(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적
절하게 인식하는 날)이 된다.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

최소리스료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리스이용자CF)
정기리스료+보증잔존가치(또는 소유권이전약정금액, 또는 염가매수선택권행사가격)

리스총투자 최소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리스제공자CF)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내재이자율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Cash in)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
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Cash out)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경제적내용연수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내용연수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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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분류

리스의 분류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

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분류 법적 소유권 경제적 소유권 회계처리 형태

운융리스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 임대

금융리스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 매각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다음에 예

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분류조건 상세설명 반납의무

①소유권이전약정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없음
②염가매수약정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
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③리스기간기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
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있음④최소리스료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특수자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
인 경우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다른 특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리스약정일에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변경된 계약을 잔여

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회계목적상으로

는 기존 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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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

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제적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스 회계처리 총괄표

구분 운용리스 금융리스

리스제공자
(리스회사)

리스자산/현금
현금/운용리스수익

감가비/감누

리스자산/현금
금융리스채권(PV)/리스자산
(CF:최소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할인율:내재이자율)
현금/이자수익&금융리스채권 – 유효이자율법

리스이용자
(리스고객)

운용리스비용/현금
(총리스료 정액인식)

리스자산/금융리스부채(PV)
(CF:최소리스료, 할인율:내재이자율 → 증분차입이자율)
이자비용&금융리스부채/현금 – 유효이자율법
감가비/감누
①② 취득원가-잔존가치, 경제적내용연수
③④취득원가-보증잔존가치,MIN(리스기간, 경제적내용연수)

(*) 최소리스료 = 정기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내용연수 = 감가상각기간, 경제적내용연수 = 수명

운용리스 회계처리

(1)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보험료나 수선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액은 제외)은 리스

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리스자산에 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 부분은 

리스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적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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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이용자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비용(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은 리스이용자

가 가지는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

료가 매기 정액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한다.

금융리스 회계처리

(1)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순투자를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리스순투자 =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리스총투자)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판매관련팀의 일반간접비

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매 기

간별 리스료(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는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

리한다.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무보

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

로 인식한다.

(2)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

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

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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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의 법적형태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

할 수도 있으나, 금융리스의 실질과 재무현실은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기간동안 자산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리스약정일의 자산의 공정가치 및 관련된 금융원가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다. 다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

니한다. 

이자비용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매 기

간별 리스료는 금융리스부채 회수액과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조정리스료는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경제적내용연수)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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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20×1년 1월 1일 ㈜한국플랜트는 ㈜대한리스회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리스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 ￦500,000(경제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정액지급
∙ ㈜한국플랜트는 리스기간 종료시 ￦50,000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음
∙ 내재이자율은 10%
  (3기간의 10% 정상연금 현가계수는 2.48685, 현가계수는 0.75131)
  (4기간의 10% 정상연금 현가계수는 3.16986, 현가계수는 0.68301)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지급되는 연간 리스료는 얼마인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이 경우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1)

① ￦124,350 ② ￦150,000 ③ ￦161,915

④ ￦166,667 ⑤ ￦185,952

풀 이  ⑤

500,000 = 연간리스료 × 2.48685 + 50,000 × 0.75131

연간리스료 = 1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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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한리스는 20×1년 1월 1일에 자동차를 ￦1,247,690(내용연수 5년, 예상 잔존가치 ￦500,000)에 

구입하여, 구입 즉시 ㈜민국에 5년간 임대하는 금융리스계약(매년 말에 ￦300,000씩 5회 리스료 

지급)을 체결하였다. 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한리스의 리스개설직접원가 ￦200,000이고, 

㈜민국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300,000이다. ㈜민국은 리스기간 종료 후 자동차를 ㈜대한리스에게 

반환하며 예상 잔존가치의 20%를 보증한다. ㈜민국이 리스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

과 감가상각비의 합계는? (단,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민국은 ㈜대한리스의 내재이자율 

10%를 알고 있으며, 할인율 10%의 5년 단일금액 현가계수는 0.6209이고, 5년 정상연금 현가계수는 

3.7908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3)

① ￦262,694 ② ￦319,635 ③ ￦324,673

④ ￦399,799 ⑤ ￦404,635

풀 이  ④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리스부채): 300,000 × 3.7908 + (500,000 × 20%) × 0.6209 = 1,199,330(<1,247,690)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1,199,330 + 300,000 = 1,499,330

× 1 감가상각비: (1,499,330-100,000) ÷ 5 = 279,866

× 1 이자비용: 1,199,330 × 10% = 11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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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리스로부터 공정가치 ￦2,000,000 의 영업용차량을 5년간 리스하

기로 하고, 매년 말 리스료로 ￦428,500 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차량은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7년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기간 종료시 동 차량은 (주)대한리스에 반환하는 

조건이며, 보증잔존가치는 ￦300,000 이고 내용연수 종료시 추정잔존가치는 ￦400,000 이다. (주)국

세는 리스기간개시일 (주)대한리스의 내재이자율 10%를 알고 있다.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자

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국세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리스와 관련하여 인식할 

비용은 얼마인가? (단,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또한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

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CTA 2014)

현가계수표

기간
기간말 단일금액 ￦1 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 의 현재가치

10% 10%

1 0.9091 0.9091

2 0.8264 1.7355

3 0.7513 2.4868

4 0.6830 3.1698

5 0.6209 3.7908

6 0.5645 4.3553

7 0.5132 4.8685

① ￦428,500 ② ￦458,445 ③ ￦483,189

④ ￦518,445 ⑤ ￦574,307

풀 이  ②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428,500 × 3.7908 + 300,000 × 0.6209 = 1,810,628

× 2 감가상각비: (1,810,628-300,000) ÷ 5 = 302,126

유효 액면 차금 BV

X1초 1,810,628

X1말 181,063 428,500 (247,437) 1,563,191

X2말 156,319

× 2 비용인식액 = 302,126 + 156,319 = 45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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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과 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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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 요약

구분 예시 회계처리

회계추정변경
재고자산의 NRV 변경
유/무형자산 잔존가치, 내용연수, 상각방법 변경
매출채권 대손추정률 변경

전진법

회계정책변경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변경
유/무형자산 평가모형 변경(*1)
투자부동산 평가모형 변경

소급법
① 비교표시 전기금액 수정
② 전기이월이익잉여금 회계처리
③ OB오류수정 전기 이전의 오류를 당기에 수정

(*1)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재평가모형 적용하는 경우 전진법 특례
(*2)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간주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

습, 규칙 및 관행이다.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

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

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

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
하는 경우

⑵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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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

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

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회계정책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

우,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초 회계기간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다.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

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

비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

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 밖에 없다.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한다.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대손
⑵ 재고자산 진부화
⑶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⑷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⑸ 품질보증의무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

상시키지 않는다.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

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

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그 영향이 미치는 기간에 따라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회계추정변경이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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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

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

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오류수정

오류란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말한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

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⑵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

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

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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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주)국세는 설립일 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재고자산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선입선출법이 보다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각 방법하에서의 

20×1년 초와 20×1년말의 재고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가중평균법으로 인식한 20×1년도의 포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400,000이다. 

구분 20x1년 초 20x1년 말

가중평균법 ￦20,000 ￦35,000

선입선출법 25,000 38,000

㈜국세가 20×2년도에 선입선출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정보로 

공시되는 20×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CTA 2010) 

① ￦401,000 ② ￦402,000 ③ ￦403,000

④ ￦404,000 ⑤ ￦405,000

풀 이  ②

X0말(X1초) X1말 X2말

X0년말 기말재고 5,000 (5,000)

X1년말 기말재고 3,000 (3,000)

손익에 미치는 영향 5,000 (2,000) (3,000)

매출원가 = 400,000 + 2,000 = 4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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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1)

① 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한다.

② 종전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

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취급하는 품목에 변화가 생겨 품질보증비용의 금액이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택배회사의 직원 출퇴근용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이미 보유

하고 있는 배달용트럭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④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중요한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풀 이  ③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

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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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국세의 회계담당자로 새롭게 입사한 김수정씨는 20×4년 초에 당사의 

과거자료를 살펴보던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국세의 판매직원 급여는 매월 ￦1,000,000으로 설립 후 변동이 없다. ㈜국세는 회사 설립 후 지금까
지, 근로 제공한 달의 급여를 다음 달 매10일에 현금 ￦1,000,000을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전액 인식하
였다.

∙ ㈜국세는 20x2년 1월 1일에 사채(액면금액 ￦2,000,000, 3년 만기)를 ￦1,903,926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액면이자율은 10%(매년 말 이자 지급), 유효이자율은 12%이다. ㈜국세는 사채발행시 적절하
게 회계처리 하였으나, 20x2년과 20x3년의 이자비용은 현금지급 이자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하였다.

∙ ㈜국세는 20x3년 1월 1일 취득원가 ￦10,000,000에 영업용 차량운반구(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구입하여 취득 및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절히 하였다. 그러나 동 영업용 차량운반구 
취득시 취득자금 중 ￦1,000,000을 상환의무 없이 정부에서 보조받았으나 ㈜국세는 정부보조금에 대
한 모든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위 오류의 수정이 ㈜국세의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위 오류는 모두 중요한 오류라고 가정하고, 20×3년도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CTA 2011) 

① 증가 ￦68,112 ② 증가 ￦876,434 ③ 감소 ￦60,367

④ 감소 ￦931,892 ⑤ 감소 ￦960,367

풀 이  ①

X1 X2 X3

급여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이자비용
1,903,926×12%-200,000

= (28,471)
1,932,397×12%-200,000

= (31,888)

국고보조금 1,000,000÷10=100,000

손익효과 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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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세는 20×2년도 재무제표를 감사받던 중 몇 가지 오류사항을 지적받았다. 다음 오류사항들을 

20×2년도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할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오류사항은 모두 중요한 오류로 간주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

산한다. 또한 20×2년도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CTA 2012)

∙ 20X1년 1월 1일에 본사 건물을 ￦1,000,000(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X2년 말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8년이다. 

∙ 20X1년 7월 1일에 동 건물의 미래효익을 증가시키는 냉반방설비를 부착하기 위한 지출 ￦190,000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 20X1년 4월 1일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이자수령 약정일은 매년 3월 31일이다. ㈜국세는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50,000을 계상하지 않고, 실제 이자를 받은 이자수령일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① ￦130,000 증가 ￦120,000 감소

② ￦140,000 증가 ￦120,000 감소

③ ￦140,000 감소 ￦145,000 감소

④ ￦130,000 증가 ￦120,000 증가

⑤ ￦140,000 감소 ￦120,000 증가

풀 이  ①

X1 X2

감가상각비 1,000,000÷10=(100,000) 1,000,000÷10=(100,000)

수선비

190,000

(190,000÷9.5)×6/12
= (10,000)

190,000÷9.5
= (20,000)

미수이자
50,000 (50,000)

50,000

손익효과 13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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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장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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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의 효익

기업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

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

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정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현금흐름표 기초

X1초 BS X1 PL X1말 BS

현금 100 부채     0 매출       150 현금    270 차입금   200

자본금 100 급여       (30)
감가비     (20)
당기순이익 100

매출채권 50
건물    100
감누    (20)

자본금   100
이잉     100

< × 1 회계처리>
현금    100/ 매출 100
매출채권 50/ 매출 50

급여 30/ 현금 30
건물  100/ 현금 100
감가비 20/ 감누 20

현금 200/ 차입금 200

직접법 CFS(X1) 간접법 CFS(X1)
영업CF       70 영업CF       70

 매출현금유입 100
급여현금유출 (30)

당기순이익   100
감가비       20   → 투자/재무 수익비용
매출채권증가 (50)  → 영업 자산부채변동

투자CF 투자CF
 건물취득   (100)  건물취득   (100)
재무CF 재무CF
 신규차입    200  신규차입    200
현금증감     170 현금증감     170



283

제 21 장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상 현금의 정의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한다.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통화, 통화대용증권 및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화 동전, 지폐

통화대용증권
(자기앞)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 우편환증서, 배당금지급통지표,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 등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투자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

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

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금성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CD, MMF, MMDA, CMA, RP, 채권, 상환우선주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

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현금관리는 잉여

현금을 현금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금흐름표의 표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

하여 보고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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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직접법)   
⑵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
하여 표시하는 방법(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법을 적용하

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

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

액으로 표시한다.

(1) 영업활동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은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차입금 상환, 영업능력의 유지, 배당금 지급 및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

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

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⑴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⑵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⑶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⑷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⑸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⑹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⑺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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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활동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

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⑴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
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된다.

⑵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⑶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현금성자산

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취득에 따른 유출액은 제외)
⑷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현금성자산

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처분에 따른 유입액은 제외)
⑸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⑹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⑺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

거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⑻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입.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

거나 현금유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무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⑴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⑵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⑶ 담보·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⑷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⑸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4)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의 활동구분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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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

로 분류할 수도 있다.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이므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5) 법인세의 활동구분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법인세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

동으로 분류한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개별 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현금흐름을 실무적으로 식별

할 수 있다면, 그 법인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적절히 분류한다.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

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주석에 공시한다. 

⑴ 자산 취득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⑵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⑶ 채무의 지분전환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방법 

(1)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 투자/재무활동 수익/비용 + -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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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법

매출 현금흐름 =  매출 관련 손익 + - 매출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매입 현금흐름 =  매입 관련 손익 + - 매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급여 현금흐름 =  급여 관련 손익 + - 급여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이자수익 현금흐름 =  이자수익 관련 손익 + - 이자수익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배당수익 현금흐름 =  배당수익 관련 손익 + - 배당수익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이자비용 현금흐름 =  이자비용 관련 손익 + - 이자비용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법인세 현금흐름 =  법인세 관련 손익 + -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기타영업비용 현금흐름 =  기타영업비용 관련 손익 + - 기타영업비용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구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자산/부채/자본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선급금, 선수금, 
단기매매증권, 이연법인세, 
미지급법인세 등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투자주식, 대여금

차입금, 사채, 
금융리스부채, 자본금

수익/비용

매출, 매출원가, 급여, 
법인세비용, 대손상각비, 
단기매매증권평가(처분)
손익 등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익,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 지분법손익

사채상환손익, 
차입금채무면제이익

(*) 이자와 배당금의 수입 및 지급은 영업, 투자, 재무활동 중 선택하여 매기간 동일하게 분류
(*) 법인세 중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된 경우에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의 구분표시(간접법) 

이자, 배당금 및 법인세 현금흐름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표상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이를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현금흐름은 구분하여 표

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필수적인 영업활동현금(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과 선택적인 영업활동 현금(이자, 배당금 및 법인세)으로 구분 표시된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당기순이익 + - 투자/재무/선택영업활동 수익/비용 + - 필수영업

활동 자산/부채 변동

영업활동 현금흐름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선택영업활동 현금(*)

(*) 이자, 배당금 및 법인세 현금 유출입을 직접법의 형태로 구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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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표시 예시

간접법 직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감가상각비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

외화환산손실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이자비용 기타영업비용에 대한 현금유출

법인세비용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매출채권의 증감 이자의 지급

재고자산의 증감 법인세의 납부

매입채무의 증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자의 지급

법인세의 납부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

이자의 수취 이자의 수취

배당금의 수취 배당금의 수취

재무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유상증자 유상증자

차입금 차입금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의 지급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외화현금흐름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발생일의 기능통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기록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현금흐름이 아니다. 그러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

산의 환율변동효과는 기초와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에 보고한

다. 이 금액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289

제 21 장 현금흐름표

1차 기출문제

01 다음은 ㈜국세의 20×1년도 회계자료 중 일부이다. 이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당기 현금매출액 : ￦50,000     - 매출총이익 : ￦90,000
- 기초 매출채권 : ￦80,000       - 매출채권회수액 : ￦260,000 
- 기초 상품재고 : ￦120,000      - 당기상품매입액 : ￦200,000
- 기말 상품재고 : ￦110,000

㈜국세의 20×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단, 대손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CTA 2010) 

① ￦60,000 ② ￦70,000 ③ ￦80,000

④ ￦90,000 ⑤ ￦100,000

풀 이  ②

재고자산 매출채권
기초 120,000 매출원가 210,000 기초 80,000 회수 260,000
매입 200,000 기말 110,000 외상매출(*) 250,000 기말 70,000

(*) 외상매출 + 50,000 = 210,000 +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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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지원컨설팅을 하는 (주)국세는 현금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에 용역수익 

￦40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만약,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면 20×1년도 ㈜국세의 

용역수익은 얼마인가? 

(CTA 2010) 

구분 20x1년 초 20x1년 말

미수용역수익 ￦80,000 ￦120,000

선수용역수익 0 10,000

① ￦350,000 ② ￦370,000 ③ ￦430,000

④ ￦450,000 ⑤ ￦470,000

풀 이  ③

(차) 미수용역수익 40,000 (대) 선수용역수익 10,000
현금 400,000 용역수익 430,000

<별해>

용역수익-40,000 + 10,000 = 400,000

용역수익 = 430,000



291

제 21 장 현금흐름표

03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

한다. 다음 중 현금흐름의 분류가 다른 것은? 

(CTA 2010)

①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②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유출

③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과 관련된 현금유출

④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수수료 관련 현금유입

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유입

풀 이  ①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이며, 나머지는 영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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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국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초 20x1년 말

재고자산 ￦600,000 ￦750,000

매입채무 550,000 660,000

한편,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입채무와 관련된 외환차익은 ￦80,000, 외화환산이익은 

￦200,000으로 계상되었다. ㈜국세의 20×1년도 현금흐름표상 공급자에 대한 유출(재고자산 매입)이 

￦610,000이라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CTA 2011) 

① ￦750,000 ② ￦800,000 ③ ￦850,000

④ ￦900,000 ⑤ ￦950,000

풀 이  ③

(차) 매입채무 890,000 (대) 현금 610,000

외환차익 80,000

외화환산이익 200,000

(차) 재고자산 1,000,000 (대) 매입채무 1,000,000

(차) 재고자산 850,000 (대) 재고자산 850,000

       <별해>

       매출원가 + 80,000 + 200,000-150,000 + 110,000 = (610,000)

       매출원가 =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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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0년 초에 설립된 ㈜대한의 20×0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장부금액은 ￦5,400,000이다. 이는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1,100,000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대한은 20×0년 3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상각)를 20×0년 5월 31일 ￦5,300,000에 전부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1,845,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감가상각에 대해 월할계산하고 있

으며,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의 20×0년도 

현금흐름표에 계상될 투자활동순현금흐름은 얼마인가? (단, 토지는 20×0년 초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CTA 2012)

① ￦4,300,000 유출 ② ￦5,500,000 유입 ③ ￦6,500,000 유출

④ ￦7,500,000 유입 ⑤ ￦11,800,000 유출

풀 이  ③

토지 5,400,000 (대) 현금 4,300,000
재평가잉여금 1,100,000

현금 5,300,000 (대) 기계장치(장부가액) 7,145,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845,000
기계장치(*) 7,500,000 (대) 현금 7,500,000

       (*) 취득원가-(취득원가-400,000) × 1/5 × 3/12 = 7,145,000

       취득원가 = 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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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1년도 현금흐름표에 계상될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얼마인가? 

(CTA 2012)

∙ 당기순이익 ￦250,000
∙ 감가상각비 ￦40,000
∙ 사채상환이익 ￦35,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20,000
∙ 배당금지급 ￦80,000
∙ 유상증자 ￦100,000
∙ 자산 및 부채 계정잔액의 일부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매출채권(순액) ￦50,000 ￦70,000

단기대여금 ￦110,000 ￦130,000

유형자산(순액) ￦135,000 ￦95,000

매입채무 ￦40,000 ￦30,000

미지급비용 ￦30,000 ￦45,000

① ￦260,000 유입 ② ￦265,000 유입 ③ ￦270,000 유입

④ ￦275,000 유입 ⑤ ￦290,000 유입

풀 이  ①

250,000 + 40,000-35,000 + 20,000-20,000-10,000 + 15,000 = 260,000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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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2)

①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고 원금상환은 재무

활동으로 분류된다.

②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

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후속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현금 지급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다.

④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므로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우선주의 경우에도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⑤ 간접법보다 직접법을 적용하는 것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풀 이  ④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지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이 단기인 우선주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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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다음은 (주)대한의 20×1년도 이자지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이자비용 ￦2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2,000이 포함되어 있다.
∙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자 관련 계정과목의 기초 및 기발잔액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기초잔액 기말잔액
미지급이자 ￦2,300 ￦3,300
선급이자 1,000 1,300

(주)대한의 20×1년도 이자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얼마인가? (CTA 2014)

① ￦16,300 ② ￦17,300 ③ ￦18,700

④ ￦21,300 ⑤ ￦22,700

풀 이  ②

(차) 이자비용 20,0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
선급이자 300 미지급이자 1,000

현금 17,300

       <별해>

       (20,000)+2,000+1,000-300=(1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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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의 정의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

건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

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

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
② 보고기간말 현재 손상의 징후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회수가능액이 보고기간 후에 확정
③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
④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
⑤ 보고기간말 이전의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
⑥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고기간 후 매출처의 심각한 재무상태 악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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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

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

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

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사건의 성격
⑵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⑵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⑶ 자산의 주요 구입,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⑷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⑸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
⑹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 거래와 잠재적보통주 거래
⑺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⑻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
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는 변경 예고
⑼ 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⑽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

재하지 않으므로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계속기업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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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공시의 필요성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

매하는 재화를 다른 고객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

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그 기업의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이전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유의적인 영향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

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

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자 범위

다음의 경우는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

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

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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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

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
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⑴ 단순히 두 기업의 이사가 동일인이거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인인 경우의 두 기업 
또는 한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의 두 기업 

⑵ 하나의 공동기업을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⑶ 기업과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그리고 보고기

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
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⑷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
자 또는 총대리인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는 관

계기업의 종속기업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공시사항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

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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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보고의 의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기구에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

업이 중간재무보고(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를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중간기간이

란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을 말한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약재무상태표
㈏ 다음중 하나로 표시되는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단일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별개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요약자본변동표
㈑ 요약현금흐름표
㈒ 선별적 주석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

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

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

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

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

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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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

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2)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인계산서
(3)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4)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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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의 인식

정부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정부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내용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
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 보조금의 수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

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

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원가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은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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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하게 감가상각자

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인

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

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보조금으로 받은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동안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

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

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

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

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

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차감계정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

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동을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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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관련 보조금의 표시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

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정부보조금의 상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

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이러한 이연

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

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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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영업부문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
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하나의 영업부문이나 영업부문의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

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보고부문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구분 내용

통합기준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
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⑴ 제품과 용역의 성격
⑵ 생산과정의 성격
⑶ 제품과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⑷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환경의 성격

양적기준

다음 양적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⑴ 부문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⑵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10% 이상인 영업부문
⑶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한편, 경영진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양적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도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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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부문으로 할 수 

있다.

보고되는 영업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75% 미만인 경우, 보고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최소한 75%가 되도록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

문이라도 추가로 보고부문으로 식별한다.

보고부문의 공시사항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

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부문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⑴ 일반 정보(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등)
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도 다음과 같은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가 필요하다. 

⑴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⑵ 지역에 대한 정보 ⑶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309

제 22 장 기타 기준서

2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

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

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

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

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

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

으로 측정한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과거에 인식하

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

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매각예정으

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

표에 표시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다. 매각예정으로 분

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은 별도

로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자산 분류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더 이상 매각예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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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대하

여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⑵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

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중단영업은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

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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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농림어업 

농림어업 기준서의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

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⑵ 수확시점의 수확물(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농림어업활동은 예를 들어, 목축, 조림, 일년생이나 다년생 곡물 등의 재배, 과수재배와 농원

경작, 화훼원예, 양식(양어 포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 수확시점에만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

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시

생물자산 수확물 수확 후 가공품

양 양모 모사, 양탄자

조림지의 나무 벌목된 나무 원목, 목재

식물
면화 실, 의류

수확한 사탕수수 설탕

젖소 우유 치즈

돼지 돈육 소시지, 햄

관목 잎 차, 담배

포도나무 포도 포도주

과수 수확한 과일 과일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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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의 인식과 측정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⑵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⑶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

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

는 경우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

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⑴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과수 묘목)

⑵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예: 소나무조림지의 
생산주기인 30년 중 처음 단계의 성장에 해당하는 경우)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가 흔히 있다.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합된 자산, 즉 생물자산과 토

지와 토지개량이 하나로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자

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

합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와 토지개량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

할 수 있다.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

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생물자산의 순공

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와 같이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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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도 있다.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떠

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에는 수확물

의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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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기준서의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적용하며,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
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
⑵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

하여 계속 적용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과 어느 정도 관

련되는지를 고려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탐사 권리의 취득
⑵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⑶ 탐사를 위한 시추
⑷ 굴착
⑸ 표본추출
⑹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 기준서

를 적용한다.

탐사평가자산의 표시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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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

은 아니다.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차

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
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⑵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
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⑶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
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⑷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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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출문제

01 ㈜대한은 우유 생산을 위하여 20×1년 1월 1일에 어미 젖소 5마리를 마리당 ￦1,500,000에 취득하였으

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10월 말에 처음으로 우유를 생산하였으며, 동 일자에 생산된 우유 전체의 순공정가치는 
￦1,000,000이다.

∙ 20×1년 11월 초 전월에 생산된 우유 전체를 유제품 생산업체에 ￦1,200,000에 납품하였다.
∙ 20×1년 11월 말에 젖소 새끼 2마리가 태어났다. 이 시점의 새끼 젖소의 순공정가치는 마리당 

￦300,000이다.
∙ 20×1년 12월 말 2차로 우유를 생산하였으며, 동 일자에 생산된 우유 전체의 순공정가치는 

￦1,100,000이다. 또한 20×1년 12월 말에도 어미 젖소와 새끼 젖소의 수량 변화는 없으며, 기말 현재 
어미 젖소의 순공정가치는 마리당 ￦1,550,000 새끼 젖소의 순공정가치는 마리당 ￦280,000이다.

위 거래가 ㈜대한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CTA 2011)

① 증가 ￦250,000 ② 증가 ￦640,000 ③ 증가 ￦2,100,000

④ 증가 ￦2,700,000 ⑤ 증가 ￦3,110,000

풀 이  ⑤

1,000,000 + 200,000 + 300,000 × 2 + 1,100,000 + 50,000 × 5 + (20,000) × 2 = 3,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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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특수관계

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CTA 2012)

①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조인트벤처

②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③ 기업과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④ 단순히 두 기업의 이사가 동일인이거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인인 경우의 두 기업

⑤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풀 이  ①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자, 당해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조인트벤처인 경우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이다. 그러나,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단지 공동지배하

는 두 참여자는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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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우선 영업권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유동자산에 

배분한다.

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③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누계액은 별도 표시한다.

풀 이  ①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우선 영업권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처분자산집

단 내의 비유동자산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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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3)

① 생물자산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시점과 매 보고기

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최초로 인식하는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생물자산을 최초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④ 수확물을 최초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⑤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풀 이  ⑤

보조금을 수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

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어야 보조금을 인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