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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대리 전산세무1급(기출문제)

정오표
(2015년 12월 2일 작성)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후로 오타가 더 발견되면 추가로 정오표를
올리겠습니다.
이 이후로 학습 도중에 오타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카페(최대리 전산
세무회계)에 전산세무1급 > 기출문제(오타찾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오타
1개당 1,000원씩 적립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겠습
니다.

더 좋은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 바랍니다.

최대리

전산회계 1급(기출문제)

P.28
(전표입력 1번 문제 해설 "255.부가세대급금 → 255.부가세예수금" 으로 수정)

1. 2월 10일：유형(11.과세)/ 품목(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500,000)/ 부가세
(-50,000)/ 공급처명(㈜한양산업)/ 전자(1：여)/ 분개(3.혼합)
(차) 110.받을어음
4,000,000 / (대) 255.부가세예수금
(차) 103.보통예금
2,050,000
(대) 404.제품매출
(차) 103.보통예금
2,050,000
(대) 108.외상매출금

-50,000
-500,000
6,600,000

P.43
(12번 문제 보기 ④번의 추가공제 명칭 변경으로 "다자녀추가공제 → 다자녀세액공제" 로 문
구 수정)

12 다음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자녀양육비공제를 제외한 추가공제는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로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다자녀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P.81
(이론 14번 문제 해설노트 "지급보조비 → 직급보조비"로 수정)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급여·수당 등 명칭 또는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
득이 되므로 다음의 것도 근로소득이 된다. 다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임원·사용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
지 아니한 급여
③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
④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P.109
(전표입력 2번 문제 해설 "대변"에 있던 "135.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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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 2일：유형(57.카과)/ 품목(컴퓨터)/ 수량( )/ 단가( )/ 공급가액(5,000,000)/ 부가세
(500,000)/ 공급처명(㈜솔비전자)/ 신용카드사(삼성카드)/ 분개(3.혼합 또는 4.카드)
(차) 135.부가세대급금
500,000 / (대) 253.미지급금
5,500,000
(차) 212.비품
5,000,000
(거래처：삼성카드)

P.153
(이론문제 12번 보기 3번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로 보기 수정)

12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일반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동일하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무자는 법인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P.166
(전표입력 3번문제 해설을 "20일" → "25일"로 수정)

3. 5월 20일：유형(11.과세)/ 품목(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10,000,000)/ 부가세
(-1,000,000)/ 공급처명(㈜한강무역)/ 전자(1：여)/ 분개(2.외상)
(차) 108.외상매출금
-11,000,000 / (대) 255.부가세예수금 -1,000,000
(차) 108.외상매출금
-11,000,000
(대) 404.제품매출
-10,000,000
5월 20일：유형(12.영세)/ 품목(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10,000,000)/ 부가세( )/
공급처명(㈜한강무역)/ 전자(1：여)/ 영세율구분(3)/ 분개(2.외상)
(차변) 108.외상매출금
10,000,000 / (대변) 404.제품매출
10,000,000
해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

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거래는 공급가액
에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P.182
(전표입력 1번 문제 "개당 1,100원을 개당 1,000원"으로 수정)

1.

4월 29일 ㈜태문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시오.(2점)

최대리

전산회계 1급(기출문제)

∙ 4월 20일 회사는 ㈜태문으로부터 제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납품주문을 받았다(부가
가치세 별도).
∙ 4월 29일 제품이 인도되어, ㈜태문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 중 10개의 제품에서 미미한 하
자가 발생하여 10개의 제품에 대하여 개당 100원씩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검수를 완료하였다.
∙ 대금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P.192
(10번 문제 해설(표)에서 고정비 조립부문의 계산식을 "300,000 × 600시간 / 1,000시간
→ 300,000 × 900시간 / 1,500시간"으로 수정)

10 도색부문에 배부된 총 배부원가는 240,000원이다.
구분

조립부문

도색부문

변동비(실제시간)

80,000원
(200,000 × 400시간 / 1,000시간)

120,000원
(200,000 × 600시간 / 1,000시간)

고정비(최대시간)

180,000원
(300,000 × 900시간 / 1,500시간)

120,000원
(300,000 × 600시간 / 1,500시간)

총배부원가

260,000원

240,000원

P.193
(전표입력 1번 해설 문제 오류에 대한 수정으로 해설의 "수량, 단가 입력내용" 삭제)

1. 4월 29일：유형(11.과세)/ 품목(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99,000)/ 부가세(9,900)/
공급처명(㈜태문)/ 전자(1：여)/ 분개(2.외상)
(차) 108.외상매출금
108,900
(차) 108.외상매출금
108,900

/

(대) 255.부가세예수금
(대) 404.제품매출

9,900
99,000

P.196
(결산자료입력 법인세 법인세등 추가계상액을 "67,145,283원 → 67,145,285원"으로 수정)
▸ 법인세등：[선납세금 7,225,000원] [추가계상액 67,145,285원]

P.198
(원천징수 3번 문제 해설 화면 김철수의 [3.지급영수일자]란을 "3월 1일 → 3월 5일"로, (주)
대한의 [3.지급영수일자]란을 "3월 1일 → 3월 10일"로 수정)

http：//www.choidairi.co.kr

P.20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해설 ❹번 세무조정 금액을 "1,500,000원 → 3,500,000원"
으로 수정)
❸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사용인에 한함)
25,000,000원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❹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이므로 3,5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P.224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하단 해설 현금영수증 계산식 "-" → "+"로 수정)
해설 ·유니세프 기부금은 불우이웃성금 관련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
※ 신용카드：본인(14,500,000) – 자동차세(500,000) + 부친(1,700,000) = 15,700,000원
※ 현금영수증：본인(2,700,000) + 모친(2,000,000) = 4,700,000원
·기본공제 대상자로 귀속되기 전(혼인 전)에 지출한 금액(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

P.227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해설 중 세무조정에서 전기
대손금부인액 금액을 "5,990,000 → 5,999,000" 으로 수정)

과
선급비용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목
금 액
소득처분
3,000,000 유보감소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대손충당금 과다환입액
5,000,000 유보감소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7,500,000 유보감소
전기 대손금부인액
5,999,000 유보감소

P.243
(부가세법 개정으로 13번 문제 답안을 "②번 → ①번" 으로 수정)
P.245

최대리

전산회계 1급(기출문제)

(부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13번 문제 해설 수정)

13 인테리어 비용(5,000,000) + 과일(800,000) + 조미료(300,000) + 주방설비(3,000,000) =
9,100,000원
해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과일 의제매입세액 공제액：10,800,000 × 8/108 = 800,000원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P.261
(13번 문제 보기 ④번의 문구 중 "3년간" → "5년간" 으로 수정, 14번 문제 보기 ①번 문구
"50만원" → "74만원"으로 수정)

13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수정)

① 현행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은 무조건 12만원이다.
③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다자녀추가세액공제는 연 30만원이다.
④ 법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14 다음은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한도는 74만원이지만, 일용근
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한다.
②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
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재해손실세액공
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
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up 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
액공제와 배당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P.265
(원천징수 2번 사원등록 및 연말정산 문제 (1) - ②번 항목을 "최항우 → 전지훈" 으로 수정)
① 주소：인천 서구 금곡동 2-1
②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전지훈의 가족내역은 다음과 같다.

http：//www.choidairi.co.kr

P.275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 공제 문제 매입매출전표입력 해설 "135.부가세예수금 → 255.부
가세예수금" 으로 수정)
11월 20일：유형(11.과세)/ 품목(Y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20,000,000)/ 부가세
(2,000,000)/ 공급처명(해당상회)/ 전자(1：여)/ 분개(2.외상)
(차) 108.외상매출금
22,000,000 / (대) 255.부가세예수금 2,000,000
(차변) 108.외상매출금
22,000,000
(대) 404.제품매출
20,000,000
11월 20일：유형(11.과세)/ 품목(Y제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20,000,000)/ 부가세
(-2,000,000)/ 공급처명(해당상회)/ 전자(1：여)/ 분개(2.외상)
(차) 108.외상매출금
-22,000,000 / (대) 255.부가세예수금 -2,000,000
(차) 108.외상매출금
-22,000,000
(대) 404.제품매출
-20,000,000

P.291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연도 표기 오류 "2012년 → 2015년" 으로 수정)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확정신고(10.1. ~ 12.31.)시 공통매입세액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제1
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올바르게 이루어졌고 2015년 제2기에는 과세사업과 면
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 및 공급은 없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
고 다음의 자료로 처리한다).(4점)

P.309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해설 금액 "11,820,000원 → 11,820,620원"으로 수정)
❼『유형자산(정액법)』탭
공장건물：감가상각비 6,750,000원 한도초과(상각부인액)
❽『유형자산(정률법)』탭
V 조립기：감가상각비 11,820,620원 한도미달(시인부족액), 시인부족액 11,820,620원과
□
전기말 부인누계액 3,740,000원 중 적은 금액 3,740,000원을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P.320
(원천징수 1번 문제 신규직원이 아닌 것으로 문장 수정)

1.

이도훈(사원코드：101)의 근로소득자료(입력되어 있음)와 다음 제시된 자료에 의하
여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입력](『부양가족 소득공제』까지 입력)을 하시
오.(7점)

최대리

전산회계 1급(기출문제)

P.321
(원천징수 문제 2번 (1)번 항목 급여내역 이름을 "홍혜란 → 진희경" 으로 수정)

2.

진희경(사원코드：102) 사원(사무직,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없음)은 2015년 3월 31
일에 퇴사하였다. 진희경 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2015년 4월
10일에 신고해야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4점)
(1) 진희경 사원의 2015년 3월 급여내역
지급과목
∙
∙
∙
∙

기본급：3,0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200,000원
가족수당：100,000원
상여금：3,000,000원

공제항목
∙
∙
∙
∙

국민연금：139,500원
건강보험：89,900원
고용보험：17,050원
장기요양보험：5,880원

P.334
(선급비용 명세서 해설 금액을 "4,073,7700원 → 4,073,770원" 으로 수정)
❶ [계정구분]란에서 "2.선급보험료"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❷ [계정구분]란에서 "2.선급보험료"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회사계상액]란에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4,073,770원을 입력한다.

P.366
(원천징수 2번 문제 "부양가족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요망" 문구 추가)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한 김성진(사원코드：101, 성별：남, 직
종：사무직, 세대주)씨의 [사원등록]사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을 하
시오(『부양가족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망).(8점)

P.374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설 조회기간 "4월 1일 ~ 4월 30일 → 4월 1일 ~ 6월 30일"로 수정)
(2) 부가가치세신고서：조회기간(4월 1일 ∼ 6월 30일)
25.가산세명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금액 18,000,000] [세액 45,000]

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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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매출전표 입력 해설 중 "수량" 입력 추가)

1. (1) 매입매출전표입력
8월 20일：유형(58.카면)/ 품목(원재료)/ 수량(70)/ 단가( )/ 공급가액(11,000,000)/ 의제구
분및매입액(1：4/104)/ 공제세액(423,076)/ 공급처명(㈜형제수산)/ 신용카드사(국민카드)/
분개(3.혼합)
(차) 135.부가세대급금
423,076 / (대) 251.외상매입금
11,000,000
(차) 153.원재료
10,576,924
(거래처：국민카드)
해설 화면 상단의『의제류매입』탭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9월 10일：유형(60.면건)/ 품목(원재료)/ 수량(10)/ 단가( )/ 공급가액(1,200,000)/ 의제구분
및매입액(1：4/104)/ 공제세액(46,153)/ 공급처명(이어민)/ 분개(1.현금)
(출금) 135.부가세대급금
46,153
(출금) 153.원재료
1,153,847
해설 화면 상단의『의제류매입』탭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P.444
(4번 문제 거래처명을 "파낙소니 → 파나소니" 로 수정)

4.

10월 25일 일본 쿄토에 소재하는 파나소니사에게 다음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국외
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인 ¥300,000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단, 매출액은 용역매출(코드번호：420)로 반영하고, 하단의 [영세율구분]도 입력하
시오.(3점)

P.452
(12번 해설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 근로를 제공한 연 또는 월로 한다" 로 수정)

12 소급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 또는 월로 한다
P.457
(사원등록 해설(표)에서 시어머니 서정희의 [연말정산]란을 "1 → 2" 로 수정, [위탁관계]란을
"부모 → 시부모"로 수정)

최대리

전산회계 1급(기출문제)

부 한 경로 장
6세 출산
나이 기본공제 녀 부 우대 애 자녀 이하 입양
자 모
인

연말
정산

성명

내/외
국인

0

남수연

내

2

서정희

내

60세이상

4

박찬우

내

20세이하

◯

◯

4

박명주

내

20세이하

◯

◯

주민(외국인)번호

1 890301-2143115 26

위탁
관계

본인
◯

◯

시부모
자녀
◯

자녀

P.460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해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로 수정)
❹「회계데이타 불러오기」보조창에 직책(대표이사)/ 성명(김대표)/ 계정과목(257.가수금)/
적요번호(반제[1] 지급[4])를 입력하고 [회계전표 불러오기(Tab)]를 클릭한다.
❺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므로『2.차입금 입력』탭의 작업은 생략한다.

P.51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해설 중 세무조정 누락 내용 추가)
❼ (조정등록) 키를 이용하여 상단의 (조정등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4,380,000원 (유보발생)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추인액 2,000,000원 (유보감소)

P.520

(원천징수 > 기타소득자등록 >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문제 소득자 코드 "150 → 101"로 수정)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의 [기타소득자등록]을 하고 [이자배당소
득자료입력]을 하시오.(3점)
① 다음은 소득자별 배당소득 지급내역이다(소득자 성명：배당남).
소득자 코드번호
101

배당소득

3,000,000원

소득지급일/영수일

비고

2015.4.10.

2014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을 지급결의 한 것이다.

P.524

(이론 답안 및 해설에서 7번답 "① → ③", 8번답 "③ → ①", 11번답 "② → ①", 12번답 "① →
②"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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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

1. ②
6. ②
11. ①

2. ①
7. ③
12. ②

3. ③
8. ①
13. ②

4. ①
9. ④
14. ④

5. ③
10. ④
15. ④

최대리

전산회계 1급(기출문제)

※ 결산자료입력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
2015 전산세무1급(기출문제) 교재의 [결산 > 법인세 계산] 문제는 지방소득세가 단독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전부 지방소득세 금액을 제시하여 문제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풀이에서는 법인세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확정된 지방소득세 금액을 합산하
여 법인세 추산액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계산순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방소득세 지문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 출제 될 경우 본 교재의 풀이순서 그대
로 풀이하시게 되면 답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문제가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계산순서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참고 ) 시험에서 실기문제 3-3 결산 법인세비용 계산문제가 다음과 같이 출제 되었다면
(42회 기출 참고)

3.

법인세비용은 결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
이 계상한다(장부상 선납세금계정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이 계
상되어 있다). 반드시 [결산자료입력]에서 입력 후,『전표추가』할 것.(2점)
∙ 법인세비용 추산액 = ① + ②  ③

① 법인세 산출세액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라 가정한다)
③ 법인세 감면세액(5,000,000원)

[결산및재무제표]＞[결산자료입력]에서 기간(1월∼12월)을 입력한다.
▸ 법인세등：[선납세금 7,225,000원] [추가계상액 1,574,500원]
해설 ①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차감전이익(125,450,000) × 10% = 12,545,000원

☞ 공제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② 법인세등：법인세 산출산액(12,545,000)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12,545,000 × 10%) = 13,799,500원
☞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다.
③ 법인세등 추산액：법인세 등(13,799,500) - 공제감면세액(5,000,000) = 8,799,500원
☞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소득세를 가산한 법인세등 금액에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다.
④ 추가계상액：법인세등 추산액(8,799,500) - 선납세금(7,225,000) = 1,574,500원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산출세액에 일정 %를 가산"하는 식의 문구가
제시되어 출제되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재 해설 순서대로 지방소득세 합산 전에 공제감
면세액을 먼저 차감하면 그 결과 값이 달라지므로, 시험에서 문제가 이와 같이 출제되는 경
우에는 반드시 계산순서를 변경하여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