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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대리 전산회계1급(실기+필기)

정오표
(2014년 11월 10일 작성)

학습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추후로 오타가 더 발견되면 추가로 정오표를 올리겠습니다.
이 이후로 학습 도중에 오타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카페(최대리 전산세무회계)에
회계1급(오타찾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오타 1개당 1,000원씩 적립해 드리겠습니다. 필
요하실 때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 바랍니다.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P.27 입력된 그림 주소 오타
6. 사업장주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02]
P.91

17 1월 27일 단기매매증권인 ㈜강철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매각수수료 250,0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 받았다. ㈜
강철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
정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세무2급)

P.97 답안 삭제

17 다음은 ㈜한강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시장성이 있으며, 단기매매목적임)에 대한 내역
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제30회)

P.109
③ 나머지 자산(당좌·투자·기타비유동) 계정과 부채 계정은 거래처를 조회하여 입력한다. 이들 중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지만, 판단이 잘 안되는 계정과목이 있다면 문제의 지문에 거래처명
이 있으면 기 등록된 거래처를 조회하여 입력한다.

P.115

08 3월 8일 미리 지급한 영업부 사원에 대한 출장비 250,000원(지급시 가지급금 계정
으로 처리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 사용명세서를 보고받고 초과지출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전액 여비교통비로 계정으로 처리할 것).

(제10회)

P.141
예
제

다음 거래를 회계처리를 하시오.

P.142
예
제

다음 거래를 회계처리를 하시오.

P.160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현재가치
와의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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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6 - 물음표를 마침표로 변경

23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액법에 의한 1년간의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하시오.

(제13회)

P.187
한 마디 … 무형자산을 직접법으로 상각한 경우에는 [기초가액]란에는 전기말 장부금액을 입력하고,
[전기말상각누계액]란에는 전기말까지 직접 상각한 금액의 누계액을 입력한다.

P.189
예
제

다음 거래를 회계처리를 하시오.

예
제

다음 거래를 회계처리를 하시오.

P.201

04 8월 4일 ㈜진이상사와 계약한 제품을 8,000,000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P.202 해설 추가

06 8월 6일：(차) 801.급여

17,601,800

8월 6일：(차) 504.임금

43,115,400

/

(대) 103.보통예금
(대) 254.예수금

55,421,300
5,295,900

* 종전 답안은 위와 같지만 급여와 상여금을 각각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이 더 좋겠다.

P.252

1.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P.260

14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외상매입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50회)

P.271
최근 자격시험 출제경향을 보면 전산세무2급에서 자주 출제되던 문제가 전산회계1급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의 부가가가치세 이론 부분은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회계1급 만을 준비하시는 수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험생께서는 연습문제(필기)의 출제 경향에 맞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P.273 주석 수정
10)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의 89%는 부가가치세(국세)로, 11%는 지방소비세(지방세)로 과세한다.

P.279
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하는 경우
⑥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P.288 "를" → "의"로 수정
③ 위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P.290 "㉠" → "㉡"로 수정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P.307 띄어쓰기 수정
일반과세자 중 위 ①, ②, ③, ⑤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으로 한정), ⑦, ⑧, ⑫, ⑬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과세자 중 위 ④, ⑤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
은 제외),

⑥, ⑨, ⑩, ⑪의 사업19)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P.3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무장의 확인을 받아 (
)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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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출간이후 프로그램이 두 번(3.12일 버젼, 5월 13일 버젼) 업데이트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서식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판, 2판 교재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
은 아래의 사항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전산회계1급의 자격시험과 무관한
내용이며, 이미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촬영하면 종전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맞지 않
기 때문에 동영상 강좌를 다시 촬영해서 서비스하지는 못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P.325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번호 변경
구

분

내

용

입력내용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한 면세 매출거래

반영되는
서
식

82란
㉠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란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 및 ◯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매출장

P.337 지문 일부 삭제

24 3월 4일 해외 수출대행업체인 광오산업에 제품(가방 40개,

@170,000원)을 납품하

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P.342 22번 답안의 줄간 빈칸 삭제
P.343 지문 수정으로 영세율구분 변경(유형이 "12.영세"인 경우 영세율구분은 "3"을 사용하
고 "16.수출"인 경우 영세율구분은 "1"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함)

24 3월 4일：유형(12.영세)/ 품목(가방)/ 수량(40)/ 단가(170,000)/ 공급가액(6,800,000)/ 부가
세( )/ 공급처명(광오산업)/ 전자(1：여)/ 영세율구분(3)/ 분개(3.혼합)

P.345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번호 변경
구

분

내

용

입력내용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면세 매입거래

반영되는
서
식

83 란
㉠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란의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매출장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P.346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번호 변경
구

분

내

용

입력내용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 매입거래

반영되는
서
식

㉠
㉡
㉢
㉣

49란에 반영
부가가치세신고서 ⑩란(고정자산 매입 분개시 ⑪란에 반영)과 ⑯란 및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장
부속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P.347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3.12버젼)로 인한 번호 변경
구

분

내

용

입력내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거래

반영되는
서
식

40 란(고정자산 매입 분개시 ◯
41 란에 반영)
㉠ 부가가치세신고서 ⑭란 및 ◯
㉡ 부속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 매입매출장

P.364

03 7월 3일：유형(51.과세)/ 품목(원재료)/ 수량(100)/ 단가(50,000)/ 공급가액(5,000,000)/ 부
가세(500,000)/ 공급처명(㈜청육상사)/ 전자(1：여)/ 분개(3.혼합)

P.384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3.12버젼)로 인한 변경
① 매출세액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가감

＝ 매출세액

②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세액(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제출분 등)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매입세액

P.384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변경
③ 납부세액의 계산
④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⑤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①매출세액 － ②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경감·공제세액

납부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또는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할
(환급)세액

(2)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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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5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변경
⑥ 변제대손세액 및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P.390 - 오타
④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상품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풀이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직전 과세기

간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P.392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 ㈜최대리 부가가치세신고서(일반과세) 화면 ∙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P.394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3.12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화면 우측의
(32)란부터 (35)란에 입력된 합계(36)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P.395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 예정신고누락분
예정신고 매입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력한다. 화면 우측의
(37)란부터 (38)란에 입력된 합계(39)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38)
란은 바로 아래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란부터 "외국인관광객에대한환급세액"란에 입력
된 합계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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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5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
액을 입력한다. 화면 우측의 (40)란부터 (47)란에 입력된 합계(48)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된
다.
P.396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당해 신고대상기간 중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
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화면 우측의 (49)란부터 (51)란에 입력된 합계(52)란의 금액이 자
동 반영된다.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 경감·공제세액

경감·공제세액은 정부가 근거과세확립을 위하여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신용거래
의 촉진에 대한 유인보상수단으로서의 세액공제 또는 사회·경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요구되
는 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지는 것을 말
P.397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번호 변경
한다. 화면 우측의 (53)란부터 (57)란에 입력된 합계(58)란의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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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8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① 과세표준은 합계(9)란의 금액 "60,381,819"이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합계(9)란의 세액
"2,038,181"이다.
②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차감계(17)란의 세액 "80,000"이다.
③ 고정자산을 매입한 공급가액은 (11)란의 금액 "2,100,000"과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표[고정
매입] (41)란의 금액 "200,000"이다.
④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액은 (40)란과 (41)란의 세액 "20,000"이다.
⑤ 납부할 세액은 차감하여 납부할세액(26)란의 금액 "1,958,181"이다.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P.405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5.13버젼)로 인한 화면 변경

답1) 26란의 세액 8,650,000원
답2) 17란의 세액 2,800,000원
답3) 9란의 금액 114,700,000원
한마디 …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세부적인 항목까지를 조회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
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0회] 고정자산을 매입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풀이 11란의 금액과 41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정답이다.

[제52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액은?
풀이 40란과 41란의 세액을 합한 금액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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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6 문제1번 풀이
풀이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결정되어야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결정되고, 손익

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결정되어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결정되어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결정된다.

P.449 문제18번 풀이
풀이 기말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하고, 그 결과 매출총이익과 당기순

이익이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자본 총계도 증가한다.

P.450

24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제44회)

P.472
∙ [회계관리]＞[장부관리]＞[전표출력]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P.479
최근 자격시험 출제경향을 보면 전산세무2급에서 자주 출제되던 문제가 전산회계1급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의 원가회계 부분은 부가가가치세 이론 부분
과 마찬가지로 전산세무2급 자격시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P.524
㈜세연의 1월달에 발생한 제조간접비총액은 900,000원이며, 동기간의 총 직접노동시
간은 5,000시간이며, 총 기계작업시간은 10,000시간이다. 각 제품별 직접노동시간
과 기계작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비를 ⑴직접노동시간, ⑵기계작업시간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부한다고 할 때 각 제품제품별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하시오.

P.546
1,500,000 × 2,500시간/(2,500시간 + 5,000시간) = 500,000
3,000,000 × 7,000시간/(7,000시간 + 8,000시간) = 1,400,000
∴ 절단부문에 배분할 제조간접비는 1,900,000

25 다음은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회계1급 35회)

①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 - 직

최대리

전산회계 1급(실기+필기)

P.572

04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외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P.573

05 재무상태표상 계정의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주식처분손실：영업외비용

② 감자차익：자본잉여금

③ 자기주식：자본조정

④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수정)

P.576
문제3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8점)

P.578

2.

9월 25일 ㈜부천의 외상매출금 8,600,000원을 회수하면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인
하여 거래처를 ㈜부평으로 입력하였다.(3점)

1.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3점)
∙ 예금금액：50,000,000원
∙ 연이자율：10%, 월할계산으로 할 것

∙ 예금기간：2014. 4. 1 ~ 2016. 3. 31
∙ 이자지급일：연 1회(매년 3월 31일)

P.589
⑤ 사업장소재지 ：서울시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51

P.598
9월 8일：유형(57.카과)/ 품목(주유요금)/ 수량( )/ 단가( )/ 공급가액(100,000)/ 부가세
(10,000)/ 공급처명(용인주유소)/ 신용카드사(비씨카드)/ 분개(3.혼합)
(차변) 135.부가세대급금
10,000
(차변) 522.차량유지비
100,000
(대변) 253.미지급금
110,000
(거래처：비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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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4

02 [전표입력]＞[일반전표입력]에서 8월 14일 거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8월 14일：(차) 102.당좌예금

2,000,000
.

/

(대) 259.선수금
(거래처：㈜부평)

2,000,000

P.625

06 ① 2013년 8월 5일：장부금액(1,000,000) ÷ 주식수(100주) = 주당금액(10,000원)
P.628
3,000,000
9월 20일：(차) 120.미수금
27,000,000
9월 20일：
(거래처：㈜부흥상사)

06 9월 20일：(차) 101.현금

/

(대) 294.임대보증금
30,000,000
(거래처：㈜부흥상사)

P.629 문제4 오류수정의 답안 2번에 해설추가
해설 [장부관리]＞[거래처원장]에서『내용』을 선택하고 기간(1월 1일 ~ 9월 30일)/ 계정과목(108.외상매출

금)/ 거래처(112.청평 ~ 112.청평)를 입력하고 잔액 -7,000,000원을 확인한다.

P.630 프로그램 업데이트(2014.03.12버젼)로 인한 번호 변경

02 [부가가치]＞[부가가치세신고서]에서『일반과세』를 선택하고 조회기간(4월 1일 ~ 6월 30
일)을 입력하고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26)"란의 금액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