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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영정보) 

판매 

구매 및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국제경영 

기업의 경영관리 프로세스 

1. 회계의 개념과 역할 

 

회계:  특정 단위의 경제활동의 성과 및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

라 화폐단위로 표현하는 제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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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기록 + 정보 + 시스템 =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 기업의 언어 

이해관계자 

( 인식 및 측정 ) 

자료의 기록 

< 전표 > 

( 보 고 ) 

회계보고서 

< 재무제표 > 

( 정 리 ) 

자료의 저장과 

정보로의 변환 

< 장부 > 

회계시스템 Accounting System 

자료 

data 
정보 

information 

기업의 경제활동 

(거래) 

◆ 회계(accounting): 재산의 변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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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여러 정보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재 

         무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요약한 보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 

 

2.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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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 

    특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즉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해 주는 재무

제표 

◆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자산(assets):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부채(liabilities): 제3자에게 현금, 상품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갚아야 할 의무 

▶자본(owners’ equity): 기업 소유주의 자격으로 투자한 자금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남는 몫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 재무상태표 등식(회계등식) : 자산=부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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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 재무상태표 등식 

 

아래 내용을 [자산 = 부채 + 자본] 으로 표현하시오 

• 내가 지금 노트북 100만원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형에게서 돈을 꿔서 산 것이

라면  

   

• 내가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입학선물로 사주신 것이라면,  

   

• 내가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것이라면,  

 

• 자산(노트북) 1,000,000원 = 부채(현금서비스) 1,000,000원은 어떤 거래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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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산 = 부채 + 자본 

+1,000,000 = 0 + 1,000,000 

• 프린터 매입채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 = 부채 + 자본 

-500,000 = -500,000 + 0 

• 프린터를 5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다. 

자산 = 부채 + 자본 

+500,000 = +500,000 + 0 

회계등식 > 예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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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한국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179,000   I. 유동부채 14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     매입채무 80,000 

     매출채권 49,000     단기차입금 46,000 

     재고자산 70,000     선수금 4,000 

     임차보증금 20,000     미지급비용 10,000 

  II. 비유동자산 230,000   II. 비유동부채 50,000 

     투자자산 70,000      장기차입금 50,000 

     유형자산 150,000   부채총계 190,000 

     무형자산 10,000   자 본: 

     자산총계 409,000  I. 자본금 135,000 

 II. 이익잉여금 84,000 

  자본총계 219,000 

  부채와 자본총계 4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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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즉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한 비용 및 이 

    들의 영업활동 결과로서의 이익(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 포괄손익계산서: 자산재평가 및 장기보유유가증권 등에 대한 평가손익 등의 기타포

괄이익을 당기순이익 밑에 함께 표시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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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수익(revenue) 

• 매출액: 기업의 중심적인 영업활동인 매출활동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수익 

• 영업외수익: 경영활동의 결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인 수익(예, 제조

업의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임대료수익 등)  

 ▶비용(expenses) 

• 매출원가: 당기에 매출된 제품의 제조원가(상품의 경우에는 구입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된 원

가 (교통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전기료나 사무실 임차료 등) 

• 영업외비용: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기타 주변적인 경영활동과 관

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예, 제조업의 이자비용, 유가증권처분손

실 등) 

• 법인세비용: 국가가 정한 세율에 따라 이익에서 내는 세금  

▶이익(profits)=수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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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한국 

      손 익 계 산 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단위: 천원)  

I. 매출액 669,000 

II. 매출원가   459,000 

III. 매출총이익 210,000 

IV.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0,000 

  급여 40,000 

  지급임차료 6,000   

  광고선전비 34,000   

V. 영업이익 130,000  

VI.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20,000 

VII.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50,000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 

IX. 법인세비용 16,000 

X. 당기순이익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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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한국 

자본변동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단위: 천원)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계 

2012.1.1 (보고금액) - - - 

유상증자(설립) 135,000 135,000 

당기순이익 84,000   84,000 

2012.12.31 135,000 84,000 219,000 

3) 자본변동표 

 : 일정기간 동안 증자, 감자, 기타 자본거래로 얼마만큼의 자본금과 자본잉  

   여금, 이익잉여금이 변화했는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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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흐름표 
   일정기간의 기업의 현금흐름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 

 
 
회사명: ㈜한국 

         현금흐름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단위: 천원)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000  

   매출로부터의 유입액 620,000  

   이자수입 20,000  

   매입에 대한 유출액 (480,000) 

   영업비의 지급 (70,0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유형자산의 처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유형자산의 취득 (8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차입금 3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배당금의 지급 -   

IV. 현금의 증가 40,000  

V. 기초의 현금 -  

VI. 기말의 현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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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서 기재/설

명하지 못하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추

가적으로 제공.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분임.  

 

▶ 주석의 기재/공시: 의무적 

   -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주석 미기재/부실기재도 회계조작에 해당함.  

 

▶ 주석의 주요 내용 

   - 회사의 개황, 주주구성, 자본변동내용,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방법, 특수관계

자 거래 내용, 영업, 재무,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사항, 담보/보증/소송현황 등..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