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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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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의 보고 형식 

현금흐름표는 다음의 세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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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flows (Receipts) 
 Receipts from sales 

 Commissions and fees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Outflows  (Payments) 
 Payments for inventory 

 Salaries and wages 

 Operating expenses 

 Interest on liabilities 

 Taxes 

유입 
 매출수익 

 수수료 등 

 이자 및 배당수익 

유출 
 재고자산구입 

 급여 및 임금 

 영업비 

 이자 지급 

 세금 등 

영업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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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flows (Receipts) 
 Receipts from sales 

 Commissions and fees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Outflows  (Payments) 
 Payments for inventory 

 Salaries and wages 

 Operating expenses 

 Interest on liabilities 

 Taxes 

유입 
 유형자산의 처분 

 투자증권(금융자산)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무형자산의 처분 

유출 
 유형자산구입 

 투자증권(금융자산)의 구입 

 투자부동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구입 

 세금(투자활동과 관련) 등 

투자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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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flows (Receipts) 
 Receipts from sales 

 Commissions and fees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Outflows  (Payments) 
 Payments for inventory 

 Salaries and wages 

 Operating expenses 

 Interest on liabilities 

 Taxes 

유입 
 장,단기차입 

 회사채의 발행 

 주식 발행 

 이자수입(재무활동 관련) 

유출 
 차입금의 상환(이자 제외) 

 자기주식 구입 

 배당금 지급 

재무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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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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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과 관련된 거래요소 

차변요소(현금 유출) 대변요소(현금유입)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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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영업활동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직접법과 간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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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간접법 

당기순이익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변동액 

손실(가산) 
이득(차감) 

+ 비현금 비용(가산) 

예) 감가상각, 감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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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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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간접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 

항목과 그에 따른 자산 및 

부채와의 관계를 조정한다.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 



6-12 

비교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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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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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풀이 

계정의 증감 당 기 순 이 익 

가  산 차  감 

외상매출금의 증가 2,000 

재고자산 증가 1,200 

미지급급료 감소 200 

외상매입금 증가 1,000 

미지급법인세 증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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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풀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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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풀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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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 풀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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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직접법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부분은 직접법으로 작성 가능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의 

특정한 사용과 

원천에 대해 

보여준다. 

단지 영업활동 

부분만 두 

방법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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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직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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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직접법 



6-21 

영업활동-두 방법의 비교 

• 직접법은 이해하기가 쉽고 

국제회계기준에서 권장.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준비 비용이 

적게 소요. 

•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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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flows (Receipts) 
 Receipts from sales 

 Commissions and fees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Outflows  (Payments) 
 Payments for inventory 

 Salaries and wages 

 Operating expenses 

 Interest on liabilities 

 Taxes 

유입 
 유형자산의 처분 

 투자증권(금융자산)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무형자산의 처분 

유출 
 유형자산구입 

 투자증권(금융자산)의 구입 

 투자부동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구입 

 세금(투자활동과 관련) 등 

투자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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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 

위 예제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자. 

계정과목 제5기 제6기 

단기대여금 5,000 6,400 

비          품 4,000 7,500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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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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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flows (Receipts) 
 Receipts from sales 

 Commissions and fees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ed 

Outflows  (Payments) 
 Payments for inventory 

 Salaries and wages 

 Operating expenses 

 Interest on liabilities 

 Taxes 

유입 
 장,단기차입 

 회사채의 발행 

 주식 발행 

 이자수입(재무활동 관련) 

유출 
 차입금의 상환(이자 제외) 

 자기주식 구입 

 배당금 지급 

재무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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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부분은 세 

영역에  변화를 보여준다. 

부채 자본계정 유보이익 

어음 또는 

사채 

주식 또는 자기주식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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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 

요약 재무상태표와 추가정보에서 부채와 

자본계정 잔액의 변화를 살펴보자. 

각 계정의 변화 원인을 밝혀보자. 

계정과목 제5기 제6기 

장기차입금 5,500 6,400 

보통주(자본금) 8,000 11,000 

단기차입금 5,000 3,800 

배당금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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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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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직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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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