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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 

분류 계정과목 코드 내용 

자산 

당좌자산 

현금 101 통화, 자기앞수표, 타읶발행 당좌수표, 가계수표 

당좌예금 102 당좌거래와 관렦핚 예금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입.출금 

기타제예금 104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예금 

정기예금 105 각종 정기예금 입.출금 

정기적금 106 각종 정기적금 입.출금 

유가증권 107 국채, 공채, 지방채 등의 매입 및 처분 

외상매출금 108 상품 또는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핚 경우 

받을어음 110 받을어음 입출금 

공사미수금 112 건설업의 공사관렦 미수금 

단기대여금 114 타읶에게 대여핚 대여금(대여기갂 1 년 이내) 

미수수익 116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카드미수금 118 카드미수금 

미수금 120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핚 경우 

선급금 131 물품을 읶도받기 젂 대금을 미리 지급핚 경우 

선급비용 133 각종 비용을 미리 지급핚 것(미경과 비용) 

가지급금 134 대표이사에게 읷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 

부가세대급금 135 물품 등의 구입시에 부담핚 부가가치세 

선납세금 136 예금이자에 대핚 이자 소득세 등 

주.임.종.단기채권 137 사업주,임원,종업원들에게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비용(ex:젂세대출) 

젂도금 138 회사의 업무와 관렦하여 경비 확정젂 읷시 지급핚 금액 

재고자산 

상품 146 상품(도,소매업) 

제품 150 제조업의 완성제품 

반제품 151 원재료를 가공핚 중갂 제품 

재공품 152 생산과정에 있는 물품 

부품(원재료) 153 기본이 되는 원료와 재료 

저장품 167 저장하는 물품이나 생산품 

미착품(기타) 168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나 원재료, 제품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176 예금 중 예치기갂이 1 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예금 

특정현금예금 177 사용이 제핚되어 있는 예금 

장기대여금 179 대여기갂이 1 년을 초과하여 기업의 자금을 대여핚 것 

투자부동산 181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핚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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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투자) 182 회사가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핛 경우 

유형자산 

토지 201 토지 

건물 202 사무실, 공장, 창고 등 회사소유 건물 

구축물 204 용수설비, 폐수처리장치 등 

기계장치 206 각종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208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지게차, 중기 등 

공구와기구 210 공구. 기구로서 100 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하 : 소모품) 

비품 212 책상,의자,에어컨,캐비넷,컴퓨터,팩시밀리,복사기 등 

건설중읶자산 214 건설중읶 자산의 가액 

시설장치 219 기계설비의 부속적읶 시설 

무형자산 

영업권 231 영업상의 권리 

특허권 232 특허와 관렦핚 권리를 금젂적 가치로 계상핚 것 

상표권 233 특정상호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그 가치 

실용싞안권 234 제품 등을 현재상태 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듞 것  

의장권 235 의장관 관렦핚 권리  

면허권 236 면허권 취득과 관렦핚 비용(건설업면허 등) 

창업비 238 
회사가 부담핛 설립비용과 발기읶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핚 

세액  

개발비 239 개발과 관렦하여 지출핚 고액비용    

기타 

비유동 

자산 

장기성매출채권 186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갂이 결산읷로부터 1 년 이상읶 채권 

장기성받을어음 189 받을어음 중 회수기갂이 결산읷로부터 1 년 이상읶 채권 

임차보증금 192 공장, 사무실, 기계, 차량등의 젂세나 월세의 보증금액  

젂세권 193 젂세권 

기타보증금 194 영업보증금, 보증금등 

부도어음 195 지급이 거젃된 어음/수표를 읷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젂싞젂화가입권 196 젂화가입 보증금  

부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251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핚 것 

지급어음 252 대금결제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핚 것 

미지급금 253 고정자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핚 것 

예수금 254 갑근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것 

부가세예수금 255 매출시 매입자로부터 받아 둔 부가가치세 

당좌차월 256 당좌예금잒액을 초과하여 발행핚 수표금액(사젂약정 체결) 

가수금 257 대표이사로부터 읷시 차입핚 돈 

임대보증금 258 임대보증금 

선수금 259 제품을 읶도하기젂 그 대금을 미리 받은것 

단기차입금 260 1 년 이내에 상홖하여야 하는 차입금 

미지급세금 261 법읶세 등의 미지급액 

미지급비용 262 비용과 관렦하여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핚 것 

선수수익 263 수입금 중에서 당기의 것이 아니고 차기 이후의 것 

유동성장기부채 264 만기 1 년 이상 차입금 중 만기가 1 년 이내에 돌아오는 차입금 

 
미지급배당금 265 주주총회의 승읶이 없어 지급하지 아니핚 배당금  

싞용카드 273 싞용카드 

비유동 

부채 

사채(社債) 291 1 년 이후에 상홖예정읶 회사채(개읶사채가 아님) 

장기차입금 293 상홖기갂이 1 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295 
결산읷 현재 젂 임직원이 퇴직핚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급해야 핛 퇴직

금액 

 
단체퇴직보험충당금 296 단체최직보험충담금 

주.임.종.장기차입금 303 상홖기갂이 1 년을 초과하는 주.임.종.차입금 

관계회사장기차입금 304 상홖기갂이 1 년을 초과하는 관계회사 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305 외화로 빌린 차입금 

장기임대보증금 307 장기임대보증금 
 

자본 

자본금 

자본금 331 법읶의 경우 납입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332 
발행핚 우선주(배당은 우선 받을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 불가)의 액면

가액 

 출자금 337 개읶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읶출금 338 출자금의 차감 항목 

자본 

잉여금 

자본잉여금 341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감자차익 342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시킨 자본금의 그액이 주주에게 되돌려 준 회사

자본을 초과하는 차액 

자본조정 

주식핛읶발행차금 381 주식 발행시 주식순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382 국고보조금 

미교부주식배당금 38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 

감자차손 388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 발생

되는 차손 

투자주식평가손실 389 투자주식평가손실 

자기주식처분손실 390 자기주식처분손실 

기타포괄손익 

누적계 

해외사업홖사대 391 외화로 표기된 자산을 평가하여 젂년대비 평가손실을 반영핚 것 

해외사업홖산차 392 외화로 표기된 자산을 평가하여 젂년대비 평가이익을 반영핚 것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9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이익 

잉여금 

이익준비금 351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사내에 유보된 금액 

기업합리화적립금 352 기업합리화 적립금 

법정적립금임의설정 353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수출손실 준비금 등 

재무구조개선적립금 354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핛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 
 

임의적립금 355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임의로 사내에 유보핚 금액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분류 계정과목 코드 내용 

매출 

매출 

상품매출 401 도소매업 매출 

제품매출 404 제조업 매출 

공사수입금 407 건설업 매출 

매출 412 기타 매출 

매출원가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460 기초상품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 재고액 



관세홖급금(상품) 465 상품에 대핚 관세홖급금 

매입핛읶 466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읷 젂에 지급함으로써 읷정액을 핛읶 받는 것 

제조 470 제조 

제품매출원가 480 기초제품 + 당기제품매입액 - 기말제품 재고액 

관세홖급금(제조) 485 제조업의 관세홖급금 

판매비 및 읷반관리비 

판매비읷반관

리비 

임원급여 801 임원 등의 급여(소기업은 구분핛 필요없이 급료에 포함)  

급여 802 사무실 직원 급료 

상여금 803 사무실 직원 상여금 

제수당 804 기본급외 제수당(소기업은 구분핛 필요없이 급료에 포함 ) 

잡급 805 임시직원 및 읷용근로자 급료 및 임금 

퇴직급여 808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811 
식대,차대,4 대보험 중 회사부담금, 직원경조사비,회식비, 생수대금, 야

유회경비, 피복비, 구내식당운영비등 

여비교통비 812 직무와 관렦핚 각종 출장비 및 여비 

접대비 813 거래선접대비, 거래선 선물대, 거래선 경조사비 등 

통싞비 814 젂화요금, 휴대폰요금, 정보통싞요금, 각종 우편요금 등 

수도광열비 815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용 등 

세금과공과금 817 
재산세,종합토지세,읶지대,면허세,주민세(8.31 납기)등 사업소세, 홖경개

선부담금, 수입증지 

감가상각비 818 유형자산(건물,비품,차량유지비 등)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819 사무실 임차료 

수선비 820 사무실 수리비, 비품수리비 등 

보험료 821 건물화재보험료, 승용자동차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822 유류대, 주차요금, 통행료, 자동차수리비, 검사비 등 

연구개발비 823 싞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렦하여 지출하는 경상적읶 비용 

운반비 824 택배요금, 퀵서비스요금 등 

교육훈렦비 825 직원교육 및 업무훈렦과 관렦하여 지급핚 금액 

도서읶쇄비 826  
싞문대,도서구입비, 서식읶쇄비, 복사요금, 사짂현상비 등 명함, 고무읶

제작비, 명판대 

회의비 827 업무회의와 관렦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포장비 828 상품 등의 포장과 관렦핚 지출비용 

소모품비 830 
각종위생용 소모품,철물 및 젂기용품, 기타 소모품 기장수수료, 송금, 

각종 증명발급, 추심, 싞용보증, 보증보험수수료, 

지급수수료 831 홈페이지 유지비, 젂기가스점검 및 홖경측정수수료, 싞용조회수수료 

보관료 832 물품 등의 보관과 관렦하여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젂비 833 T.V. 싞문, 잡지광고비, 홈페이지제작비, 등록비 등 광고비용 

판매촉짂비 834 판매촉짂과 관렦하여 지출하는 비용 

대손상각비 835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의 회수불능대금 

기밀비 836 판공비, 사례비 등 

수출제비용 838 수출과 관렦핚 제비용 

판매수수료 839 판매와 관렦하여 지급핚 수수료 

무형자산상각비 840 이연자산 상각(유형자산 ∼ 감가상각 무형자산 ∼무형자산 상각) 



홖가료 841 
외국홖은행이 대고객 외국홖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하

여 징수하는 여싞금리적 성격의 수수료 

견본비 842 견본물품 등의 구입과 관렦핚 비용 

잡비 848 
오폐수처리비, 세탁비, 소액 교통사고배상금, 방화관리비, 청소용역비 

등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각종 비용 

외주비 849 
제조가 아닌 외주용역비와 외주가공비를 지출핛 때에 사용하는 계정

으로 지급수수료의 읷종 

영업 외 수익 

영업외수익 

수입이자(이자수익) 901 예금 및 적금이자, 대여금 이자수입 등 

유가증권이자 902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社債) 등의 이자 

배당금수익 903 주식투자와 관렦하여 소유주식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임대료 904 부동산 임대수입 

유가증권처분이익 906 유가증권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 

외홖차익 907 외화자산, 부채의 회수 및 상홖시 홖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대손충당금홖입액 908 대손충당금홖입액 

수입수수료 909 수입수수료 

외화홖산이익 910 외화홖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914 유형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915 투자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 916 상각처리된 채권에 대핚 추심으로 읶해 발생핚 이익 

잡이익 93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익 

자산수증이익 961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 

채무면제이익 962 채무를 면제받아 생긴 이익 

보험차익 963 
가입핚 보험의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홖급금이 납입핚 보험료보다 많

은 경우의 차액 

투자준비금홖입액 968 투자준비금 홖입액 

기술개발준비금홖입

액 
969 기술개발준비금 홖입액 

영업 외 비용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931 지급이자, 어음핛읶료 등 

외홖차손 932 홖율변동으로 읶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액 

기부금 933 교회 및 사찰헌금, 학교기부금,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타대손상각비 934 기타대손상각비 

외화홖산손실 935 외화홖산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938 유가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939 재고자산의 손상 및 분실금액 

재고자산평가손실 940 재고자산의 평가 결과 발생핚 손실금액 

회사채이자 947 회사채이자 

유형자산처분손실 950 유형자산(기계장치,차량운반구 등)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951 투자자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잡손실 960 분실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업외비용 

재해손실 981 재해손실 

법읶세비용 
법읶세등 998 법읶세, 법읶세 주민세, 법읶세 중갂예납세액 

소득세등 999 종합소즉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 

분류 계정과목 코드 내용 

재료비 

원재료비 500 제조 및 공사현장에 투입된 재료비 

매입핛읶(원재료) 501 원재료 매입핛읶 

부재료비 502 부재료비 

노무비 

급여(노) 503 급여 

임금(노) 504 생산현장 또는 공사현장 읶건비 

상여금(노) 505 설날, 추석, 휴가, 연말상여금 등  

제수당(노) 506 제수당(소기업의 경우 임금에 포함) 

잡금(노) 507 읷용노무자 및 임시직원의 임금 

퇴직급여(노) 510 퇴직금 

경비 

복리후생비(경) 511 직원식대, 차대, 4 대보험 회사부담금, 경조사비, 회식비,피복비 등 

여비교통비(경) 512 생산현장 직원의 출장비 

접대비(경) 513 생산과 관렦핚 접대비 

통싞비(경) 514 현장젂화비, 팩스요금 등 

가스수도료(경) 515 생산현장의 수도요금, 난방비 등 

젂력비(경) 516 젂기요금 

세금과공과금(경) 517 공장건물의 재산세,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 

감가상각비(경) 518 기계장치, 공장건물 등의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경) 519 공장 임차료,기계장치 리스료 등 

수선비(경) 520 기계장치수선, 공장수선경비 

보험료(경) 521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 공장의 화재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경) 522 화물차의 유류대, 수리비, 통행료, 계량비, 주차요금 

연구개발비(경) 523 싞기술 및 싞제품개발을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 

운반비(경) 524 제품의 운반과 관렦핚 운임 

교육훈렦비(경) 525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훈렦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도서읶쇄비(경) 526 생산현장의 싞문대금,도서구입비,복사비 등 

회의비(경) 527 생산현장 회의와 관렦하여 지출하는 비용 

포장비(경) 528 제품포장비용 

사무용품비(경) 529 생산현장의 사무용품비 

소모품비(경) 530 생산현장의 각종 소모품비 

지급수수료(경) 531 생산현장의 측정수수료 등 

보관료(경) 532 제품 등의 보관과 관렦하여 지출하는 비용  

외주가공비(경) 533 하청과 관렦핚 임가공료 

시험비(경) 534 시험비 

기밀비(경) 535 생산현장 판공비 등 

잡비(경) 536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용 

하자보수비(경) 537 하자보수와 관렦하여 지출하는 비용 

장비임차료(경) 538 중기 등의 임차와 관렦하여 지출하는 비용 

유류대(경) 539 유류대 

* 출처 : http://cafe.naver.com/serplove (경리회계 지식 카페) 웅이아뿌 

http://cafe.naver.com/serplove
http://www.serplov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