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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품의 취득

◈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
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 물품의 취득은 dBrain 상 조달관리 메뉴의 구매요청(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다.
◈ 취득 업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물품은 자산의 품종선택에 따라
유형자산의 형태가 구분되며, 물품의 구분과 각각 그에 해당되는 재무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유형자산
회계과목
관리과목

물품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차량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의료화학분석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물리실험측정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기타잡기기

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기계요소/공작기계

◈ 본 장에서는 조달관리 메뉴를 통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해서 발생하는
오류와 구매요청서 작성 및 부대비 미배부 관련 오류사례 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

…

2

2.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

8

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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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

사업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김국유 주무관은 출장용 노트북 1대를 100만원에
구매하려고 한다. 조달관리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김국유 주무관은
일반지출 업무를 통해서 노트북 구입 관련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dBrain 메뉴 중 조달관리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담당자가 조달관리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
하게 된다.
그림 1-1❙구매요청(물품)

조달관리 메뉴를 통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서 작성 후 검사, 검수 업무를 통하여 해당 국유재산과 물품이 각각의
대장에 등재되고, 대금청구 등을 통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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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dBrain 상 취득업무 흐름

(2) 오류에 따른 영향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달관리 메뉴에서는 검사, 검수를 통한 국유재산·
물품의 대장 등재 업무처리와 대금지출 업무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달관리 메뉴와 같은 자산
등재 업무처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이 대장에서 누락되게
된다.
ㅇ 조달관리 메뉴 회계처리(올바른
구

분

차 변

업무처리)

금 액

대 변

금 액

검 수

사무용기기

1,000,000

미지급금

1,000,000

지 출

미지급금

1,000,000

현 금

1,000,000

금 액

대 변

금 액

1,000,000

현 금

1,000,000

ㅇ 일반지출 메뉴 회계처리(잘못된
구

분

지 출

차 변
사무용품비

업무처리)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관리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검수시점과 지출(계좌이체)시점에 각각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검수시점에는 대장에 재산이 등재되며 차변에 자산이 인식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에 대한 미지급금(부채)이 대변에 인식된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지출 시점에 기인식되었던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현금이
나가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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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국유 주무관과 같이 물품 구매 시 조달관리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이 등재되지 않고 사무용품비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타증감’ 업무의 ‘기타(증)’
사유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것은 오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어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구

분

기타증감_기타(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

1,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

위의 회계처리와 같이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비용의 과대계상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
이익’이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를 통한 업무를
취소하고, 조달관리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노트북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가 아닌
조달관리 메뉴의 구매요청(물품)을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방식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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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이동성기계장치 구매 시 일반지출 취득
• OO부는 물품 구입 시 조달관리 메뉴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하여 사무용품비 2,828,000원이 과대 계상 되었으며,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를 위하여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통하여 이동성기계장치를 동액
인식하여 수익이 과대 계상되었다.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가 아닌 조달관리 메뉴의 구매요청(물품)
메뉴를 이용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OO부 담당자는
일반지출 메뉴로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ㅇ 조달관리 메뉴 회계처리(올바른 업무처리)
구

차 변

분

금 액

대 변

금 액

검 수

이동성기계장치

2,828,000

미지급금

2,828,000

지 출

미지급금

2,828,000

현 금

2,828,000

금 액

대 변

금 액

2,828,000

현 금

2,828,000

ㅇ 일반지출 메뉴 회계처리(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지 출

차 변
사무용품비

또한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ㅇ 기타증감_기타(증) 처리(잘못된 업무처리)
차 변
이동성기계장치

대 변

금 액
2,828,000

전기오류수정이익

금 액
2,828,000

OO부는 물품 구입 시 일반지출로 업무를 처리하여 해당 물품이 자산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처리를
다시 수행하였어야 하나 물품관리관은 해당 재산을 ‘기타증감_기타(증)’을 통해
대장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재무결산 상‘전기오류수정이익’계정과목이 계상되는
오류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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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타증감 메뉴

(1) 기타증감이란?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처리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 시 대장이 변동 되는 경우와 취득일자
변경, 내용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3❙기타증감메뉴

(2) 기타증감사유
기타증감사유에는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환수, 매립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사유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계정과목도 다르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 메뉴를 사용해야하는 건인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기타증감의 정확한 사유를 선택하여야 올바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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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증감메뉴 사용 시 주의사항
기타증감 업무처리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타증감 메뉴 중 ‘기타
(증)’ 또는 ‘기타(감)’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유를
선택하는 경우 자산이 왜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사유 파악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ㅇ 기타증감의 기타(증),기타(감) 사유선택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자 산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자 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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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70만원)를 설치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조달관리 메뉴를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
하던 김국유 주무관은 자산명세의 품종 선택 시‘사무용집기’를 선택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대장X]소모품’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조달관리 메뉴에서 구매요청(물품)을 선택하면 ‘물품구매요청서관리’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중 자산명세의 ‘명세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명세(요청)관리‘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며, 해당 화면의 품종을 통해 취득하는 물품의 명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4❙물품명세(요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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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대장 등재 여부와
품종을 결정하게 된다. 물품명세의 구분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물품명세의 구분
물품명세

계약종류

ㆍ[대장X] 소모품

ㆍ이동성기계장치

ㆍ[대장X] 사무용품비

ㆍ전기통신기기

ㆍ[대장X] 홍보물품비

ㆍ사무용기기
구매요청
(물품)

비용

자산(자산대장등재)

ㆍ[대장X] 간행물비

ㆍ사무용집기

ㆍ[대장X] 의료용품

ㆍ운반건설기계및차량

ㆍ[대장X] 치안유지자산

ㆍ기타공용자산

ㆍ[대장X] 정부미술품/미화물품

ㆍ외부소프트웨어

ㆍ[대장X] 피복비

ㆍ[부속물]

ㆍ[대장X] 기타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회의실 탁자를 구입하며 품종 선택 란에 ‘사무용집기’를
선택해야하나, ‘[대장X]소모품’을 선택하였다. 이로 인해 탁자가 물품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소모성물품비로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ㅇ 잘못된 업무 처리([대장X]소모품 선택)
차 변
소모성물품비

금 액

대 변

700,000

현 금

금 액
700,000

ㅇ 올바른 업무 처리(사무용집기 선택)
차 변
사무용집기

대 변

금 액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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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금 액
7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 대장관리
메뉴의 기타증감(기타(증) 사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오류는 해결되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게 된다.
구

분

기타증감_기타(증)

차 변
사무용집기

금 액
700,000

대 변
전기오류수정이익

금 액
700,000

즉, 기타증감_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비용의 과대계상 오류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품종을 변경해야 하며,
품종을 변경하는 방법은 취득 자산의 검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검수 승인 이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자산 검수 시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하면 되고, 검수 승인 완료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림 1-5>와
같이 ‘명세변경서 등록’ 메뉴를 통해 품종을 변경하면 된다.
그림 1-5❙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명세변경서 등록’ 화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을 조회한 후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1-6>과 같이 ‘물품계약(물품/국유재산)자산명세변경요청
관리’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화면 하단의 자산명세(변경후)에서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명세(변경요청)관리’ 화면에서 품종을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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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물품계약(물품/국유재산)자산명세변경요청관리

그림 1-7❙물품명세(변경요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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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1년간 사용 가능한 외부소프트웨어 취득
• OO부는 1년간 사용 가능한 외부소프트웨어 안랩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구매요청서 작성 시 품종을 ‘[대장X]소모품’이
아닌 ‘외부소프트웨어’를 선택한 결과, 자산(외부구입소프트웨어)이 과대
계상되고, 비용(소모성물품비)가 과소 계상되었다.

구매요청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물품명세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해당 물품 명세를
정확히 선택해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외부구입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지 1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물품 명세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 비용은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따라서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물품 명세를 ‘[대장X]소모품’
으로 선택하여 소모성물품비(비용)로 처리해야 한다.
ㅇ 물품 품종별 회계처리
품종 선택

차 변

[대장X]소모품

소모성물품비

외부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금 액

대 변

금 액

1,000,000

현 금

1,000,000

1,000,000

현 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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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출하면서 당해연도
서비스 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서비스
제공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여야 하는데도 라이선스 사용료 지출액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총원가), 선급비용(유동
자산),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1,136만 원, 183만 원,
66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외부구입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무형자산
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가 각각 464만 원, 1,519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05p 중>
ㅇ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
OO회 일반회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출하면서 당해연도
서비스 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서비스
제공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라이선스 사용료 지출액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총원가) 1억 1,499만 원,
선급비용(유동자산) 3,968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 1억 1,668만 원이
각각 과소 계상되었고, 외부구입소프트웨어(무형자산) 2억 976만 원, 무형자산
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6,159만 원이 각각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75p 중>
ㅇ 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OO부 일반회계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련 지출액을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총원가)가 52억 1,30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의
기타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이동성기계장치(일반유형자산), 사무용기기
(일반유형자산), 전기통신기기(일반유형자산), 외부구입소프트웨어(무형자산)가
각각 43억 9,636만 원, 5,390만 원, 4억 5,485만 원, 1,529만 원, 2억 8,989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의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감가상각비, 집기비품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가 각각 4,089만 원, 90만 원, 650만 원,
271만 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이동성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전기통신기기감가상각누계액이
각각 4,089만 원, 90만 원, 632만 원, 18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38p 중>
- 13 -

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물품관리관인 이조달 주무관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컴퓨터(구입가격 : 100만원)를
검사ㆍ검수절차를 거쳐 자산대장에 등재하였다. 해당 자산에는 조달수수료 5만원이
부대비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조달 주무관은 해당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 선택을 통하여 부대비가 설정되면 해당 부대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본자산의 검수시점(대장 등재시점)에
부대비배부 절차를 통해 본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비배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대비가 미배부되어 건설중인
자산으로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된다.
그림 1-8❙조달관리 화면에서 지출요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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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의 배부는 <그림 1-9>과 같이 본자산 검수 시 검수화면에서 관련된
부대비의 조회 및 선택을 통해 진행된다.
그림 1-9❙물품검수조서관리(부대비배부관리)

검수화면에서 ‘부대비배부’ 버튼을 클릭하면 부대비배부관리 팝업창이 나타
난다. 여기서 부대비 목록을 조회하여 검수 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부대비를 선택하면 본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게 된다.
부대비의 설정은 시점에 따라 <표 1-2>와 같이 구분이 된다.
표 1-2❙부대비 설정 연계정보
발생유형

연계정보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대장번호*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공사계약통합번호

* 대장번호 선택 시 부대비 배부 절차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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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로 연계된 경우에는 해당 연계정보를,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통합번호나 건명을 통해 부대비를 배부
하여야 한다.
발생유형 3번, 4번 선택 후 연계정보를 대장번호로 선택한 경우 부대비는
대장번호를 통해 관련 자산가액에 바로 증액 처리되므로 부대비 배부 절차가
필요 없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이조달 주무관은 구입한 컴퓨터의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조달수수료 5만원이 그대로 재정상태표에
남아 있게 된다.
구 분

차 변

부대비 배부

사무용기기

금 액

대 변

50,000

부대비 미배부

금 액

건설중인자산

50,000

<회계처리처리 없음>
부대비를 배부한
경우의 재정상태표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은 경우의 재정상태표
사무용기기

100만

건설중인자산

사무용기기

105만

5만
⦙

⦙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대비가 본자산으로 대체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남아있게 된다. 부대비는 검수 시점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대장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번호, 요청
번호 또는 검수번호로 부대비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검수 시점 이후
기타증감을 통해 부대비를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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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물품관리>대장관리>기타증감>부대비>부대비요청

그림 1-11❙물품관리>대장관리>기타증감>부대비>부대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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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 배부를 하는 경우 기타증감의 ‘부대비’ 메뉴를
통해 배부처리를 한다. 사업담당자가 부대비 배부를 하는 경우 ‘부대비요청’
메뉴를 통해 부대비 배부 요청을 하고 물품관리관이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면 완료된다. 물품관리관이 부대비 배부를 하는 경우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부대비 배부 처리를 바로 완료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와 물품관리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비
요청’ 메뉴에서 요청 승인을 하면 부대비 처리 단계가 자동 진행되어 부대비
배부가 완료된다.
‘부대비요청’ 또는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 사유는 ‘증가
-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하고 [부대비배부] 버튼을 클릭하여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내역을 선택하면 기존에 계상된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면서 본자산으로 대체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기타증감의 ‘부대비요청’ 또는 ‘부대비처리’ 메뉴가 아닌 기타증감의 ‘처리요청’
또는 ‘증감처리’ 메뉴1)에서 사유를 ‘기타(증)’으로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대장
가액과 재정상태표 금액은 올바르게 증가하나, 이미 계상되어 있는 ‘건설중인
자산’이 상계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한다.
ㅇ 잘못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사유 ’기타(증)’ 선택)
차 변
사무용기기

금 액
50,000

대 변
전기오류수정이익

금 액
50,000

ㅇ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사유 ‘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선택)
차 변
사무용기기

금 액
50,000

대 변
건설중인자산

금 액
50,000

물품관리관이 검수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검수화면에서 부대비배부를 조회하여
부대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한다.
만일 검수시점에서 부대비를 배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기타증감의
부대비요청’또는‘부대비처리’메뉴를 통해‘증가-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사유를 선택하여 사후 처리할 수 있다.

1) ‘부대비요청’,‘부대비처리’ 메뉴와 마찬가지로 사업담당자는 ‘처리요청’, 물품관리관은 ‘증감처리’ 메뉴를 통해
기타증감 업무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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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 OO청은 이미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여 부대비
발생 시 계상되었던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21백만원, 건설중인사무용기기
2.4백만원,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4.6백만원이 재정상태표에 계속 남아있다.

OO청은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을 본 자산의 검수 시점에 파악하지 못하고
부대비 배부 업무를 누락하여 수정전시산표 상 이미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건설중인자산’ 금액이 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타증감의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증가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사유를 선택하고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주어야 한다.
ㅇ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사유 ‘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고정성기계장치

21,000,000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21,000,000

사무용기기

2,400,000

건설중인사무용기기

2,400,000

이동성기계장치

4,600,000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4,600,000

- 19 -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무체
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 국유재산의 취득은 dBrain 상 성격에 따라 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된다.
◈ 취득 업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국유재산은 자산의 품종선택에 따라
유형자산의 형태가 구분되며, 국유재산의 구분과 각각 그에 해당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가회계기준

국유재산

회계과목(관리과목)

중분류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

구축물

일반유형자산

고정성기계장치

(사회기반시설)

선박및항공기

입목죽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

(해당없음)

건설중인자산
장·단기 투자증권

유가증권

투자자산

무체재산

무형자산

(채무증권,지분증권,기타투자증권)
무형자산 등

◈ 본 장에서는 계약종류 선택, 본공사와 부대공사의 구분, 선금청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등에 따른 오류사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2. 자산명세 선택 오류
3. 본공사·부대공사 선택 오류
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5. 선금 지급 시 자산 계상 오류
6.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7. 선금지급액 미청산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9.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처리 오류
10. 기타증감 사유 선택 오류
11. 유동성 대체 오류
12.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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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1
31
36
39
45
47
60
66
71
73
75
78

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사를 1년간 사용하는 임차계약(3,000만원)을
맺으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전세권 설정을 마치고‘무체재산취득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임차/사용계약요청’에서 업무를 진행
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대장 상 무체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dBrain 메뉴 중
‘무체재산취득요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1❙무체재산취득요청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으로 재무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_
국유’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국가채권으로 재무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_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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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전세권 설정에 따른 임차보증금 구분
구 분

계정과목명

업무절차 구분

전세권 설정

임차보증금_국유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기타계약>무체재산취득요청

전세권 미설정

임차보증금_채권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기타계약>임차/사용계약요청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_국유’로 계정과목이 분류되며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체재산취득요청’이 아닌
‘임차/사용계약요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권대장에 등재가 되며 재정
상태표에도 ‘임차보증금_국유’가 아닌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인식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 대장관리
메뉴의 기타증감(기타(증) 사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오류는 해결되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임차보증금_국유

3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0

즉, 기타증감_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임차보증금_채권’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임차보증금
_국유’라는 자산이 생성됨으로써 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전기오류수정
이익’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또한, 국유재산대장과 채권대장에
이중 등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계약 종류의 선택을 잘못 적용한 경우 [자산관리>
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 변경]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해 주어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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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보증금-채권’을

‘임차보증금-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이 채권대장에서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소멸절차[채권>채권마감>마감자료조정>월별채권잔액
현황>대출(기타)채권소멸]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그림 2-2❙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변경(전세권으로 변경)

- 23 -

국유재산 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의 취득
성격에 맞는 계약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권으로‘무체재산취득요청’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시작
하였어야 하지만,‘임차/사용계약요청’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
국유재산대장에 누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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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종류의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임차보증금 관련 자산 과대 계상 및 계정분류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국유’와 ‘장기임차보증금-국유’에 계상된
12억 2,911만원을 ‘임차보증금-채권’과 ‘장기임차보증금-채권’ 등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이 5억 3,585만원,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6억 9,326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임차보증금-국유’ 6,150만원과 ‘장기임차
보증금-국유’ 5억 4,504만원을 ‘임차보증금-채권’과 ‘장기임차보증금-채권’
으로 같은 금액만큼씩 잘못 계상하였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54p 중>
ㅇ 임차보증금 회수 및 지급시 회계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회수시 상대계정을 관련 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차감 및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7억 3,480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11p 중>
ㅇ 임차보증금 계상 누락 오류
OO부에서 숙소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지출 시에는 비용으로, 회수 시에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잡이익(비배분수익)과 업무대행수수료가 각각 1억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자산 보증금을 국유재산으로 등재
하지 아니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1,000만원 과소 계상
되었으며, 장기지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
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2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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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달 관련 계약 종류 별 구분

(1) 계약의 종류
dBrain 시스템 상 조달 관련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2❙조달 관련 주요 계약 종류
적 요

계약 종류
구매요청(관급자재)
물품계약

수리/폐기

취득요청(국유)

국유재산(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취득 시 사용

구매요청(물품)

물품 구입 시 사용

수리요청(물품)

물품의 수리요청 시 사용

유지보수요청(물품)

물품의 유지보수요청 시 사용

수리요청(국유)

국유재산의 수리요청 시 사용

폐기요청(물품)

물품의 폐기요청 시 사용

폐기/철거요청(국유)
시설공사(본공사)
공사계약

공사용역(부대공사)
공사수리(증축/개보수)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
부동산 취득요청

기타계약

관급자재 구매 시 사용

국유재산의 폐기/철거요청 시 사용
국유재산의 신축
본공사에 포함되나 계약을 별도로 하는 공사
국유재산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
용역계약 시 사용
국유재산인 부동산 매입

용지보상 지출요청

용지 강제수용 후 보상비 지급

무체재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무형자산 취득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취득

임차/사용계약요청

임차,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과 관련 없는 건

보험계약 요청

화재보험, 차량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계약 시 사용

각 계약종류 별로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해당
계약과 성격이 다른 계약 종류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같은 공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공사
(본공사)와 공사용역(부대공사) 및 공사수리를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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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계약
dBrain 시스템의 물품계약 메뉴는 관급자재, 관급자재 외 국유재산 및 물품
구입 시 사용하는 메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 2-3❙물품계약 구분
계약 종류
구매요청(관급자재)

취득요청(국유)

자산, 비용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또는 물품편입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편입

기계기구

[국유재산대장]

공작물

ㆍ기계기구, 공작물, 선박ㆍ항공기

선박ㆍ항공기
[대장X]소모품
[대장X]사무용품비

[비용] 소모품, 사무용품비 등 품종의

[대장X]홍보물품비

선택에 따라 구분

[대장X]간행물비
[대장X]의료용품

[자산]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미화물품2)

[대장X]치안유지자산
[대장X]정부미술품/미화물품
[대장X]피복비
구매요청(물품)

[대장X]기타
이동성기계장치

[자산]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물품

전기통신기기

대장에 등재됨

사무용기기

[부속물] 검수시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포함, 부속물 대장에 등재됨

기타공용자산

[리스자산구분]금융리스/운용리스

외부소프트웨어

리스계약을

[부속물]

리스자산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함

체결하는

경우는

반드시

물품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위 메뉴인 구매요청
(관급자재) 또는 취득요청(국유)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요청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관련 공사가 마무리 되어 본 자산으로 등재되는 시점에
해당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2) 치안유지자산, 정부미술품/미화물품은 대장에는 등재 되지 않지만 재무결산 상 자산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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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매요청(관급자재) 메뉴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 취득요청(국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선택에 따라 검수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해당 자산으로 등재된다.

(3) 수리/폐기
수리/폐기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4❙수리/폐기 구분
자산, 비용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자산증액(자본적지출)

[물품대장] 물품

비용처리(수익적지출)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비용처리(수익적지출)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폐기요청(물품)

비용

[비용] 물품대장에서 폐기처리됨

폐기/철거요청(국유)

비용

[비용] 국유재산대장에서 폐기처리됨

수리요청(물품)
유지보수요청(물품)
수리요청(국유)

(4) 공사계약
공사계약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5❙공사계약 구분
계약 종류
시설공사
(본공사)
공사용역
(부대공사)
공사수리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자산, 비용 구분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증축

[국유재산대장] 자본적지출(대장금액 증가)

(증축/개보수) 개보수

[비용] 수익적지출 처리

공사계약은 시설공사, 공사용역 및 공사수리로 나뉘며, 시설공사는 본공사로서
선택한 자산명세의 대장에 등재되지만 공사용역은 부대공사로서 건설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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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관리되다가 공사 완료시점에 본공사 자산가액에 배부된다.3) 공사
수리는 증축과 개보수로 구분되며 자산대장금액을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인
경우에는 증축을,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지출은 개보수를 선택한다.4)

(5)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6❙용역계약 구분
자산, 비용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처리 결과

물품

[물품대장] 물품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용역계약요청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선박ㆍ항공기

[국유재산대장] 선박ㆍ항공기

무체재산

[국유재산대장] 무체재산

용역계약요청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물품, 비용, 건설중인자산 및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으로 구분되며,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재무계정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3) ‘2장 3. 본공사·부대공사 선택 오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4) 증축 및 개보수의 구분은 ‘2장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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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계약
기타계약은 다음 <표 2-7>과 같이 구분된다.
표 2-7❙기타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자산, 비용 구분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취득요청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용지보상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지출요청

토지

[국유재산대장] 토지

무체채산

광업권,

취득요청

[임차보증금] 등

유가증권

주식, 기타수익증권

취득요청

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

부동산

임차/사용
계약요청

전화가입권,

전세권

[국유재산대장]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등
[국유재산대장] 주식, 국채, 공채 등

임차(임차료),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계약 건

보험계약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기타계약의 구분 시 유의할 점은 전세권이 설정 된 임차보증금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 ‘임차/사용계약요청’이 아닌 ‘무체재산취득요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권 등 국유재산의 취득은 ‘무체재산취득요청’에서 처리
하고 국유재산이 아닌 임차 계약 등은 ‘임차/사용계약요청’에서 처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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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명세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해 디브레인 상 계약종류를
용역계약으로 선택한 후 용역계약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용역계약요청서의 자산명세 선택시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사업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물품, 비용, [건중자산] 및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용역비는 무체재산을
선택해야하나,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무체재산으로 등재
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그림 2-3❙용역계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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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무체재산 취득 시 용역계약요청서 명세에서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한 경우 국유재산대장에 무체재산이 누락되고, 재정
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또한 무형자산상각비가 내용연수
동안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누계액도 왜곡된다.
ㅇ ‘비용’ 선택 시 회계처리(잘못된 회계처리)
연도

차변

20X1

연구개발비

금 액
1,000,000

대 변
현금

금 액
1,000,000

ㅇ ‘무체재산’ 선택 시 회계처리(내용연수 5년)(올바른 회계처리)
연도
20X1

차변

금 액
1,000,000

무형자산

대 변
현금

금 액
1,000,000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2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3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4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5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무체재산이 비용처리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자산명세를 비용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이
생성되는데,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를 통해 선급금을 무체재산으로

대체하고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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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계정과목 정정: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하여,
변경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 후 [자산구분변경]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기타명세(건중자산)변경관리’ 화면에서 재산종류를 ‘[무체재산]’으로
선택하면 계정과목이 ‘선급금’으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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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건중자산대체서생성*: 건중자산대체서생성 화면에서 ‘검수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선택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내역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건설중인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 후 저장하면, 승인버튼이 활성화
되고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승인’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자산구분으로 자산이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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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명세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2019년 중 구축이 완료되어 운용 중인 OO통합
플랫폼 등 총 3건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출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하여야 하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소프트웨어)과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명: 산림이용및복지증진 외 1개)가 각각 39억
7,710만 원, 1억 9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프로그램명: 산림이용및
복지증진 외 1개)와 지급수수료(프로그램명: 산림이용및복지증진)가 각각
40억 5,932만 원, 1,868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851p 중>
ㅇ 무형자산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등 오류
OO부 OO특별회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구축한 지능형 교통체계
(국도 ITS) 관련 지출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일반유형
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및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1,376억 3,600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위탁사업비(프로그램명:
도로관리) 777억 3,933만 원, 건설중인구축물(일반유형자산) 368억 7,400만 원,
건설중인도로(사회기반시설) 230억 2,267만 원이 각각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상각 미인식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명:
도로관리) 22억 9,393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소프트웨어(무형자산)
22억 9,393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1106p 중>
ㅇ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오류
OO부 OO특별회계에서 2021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위탁사업비를
무형자산과 건설중인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140억 6,106만 원,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820억 4,800만 원이 각각 과대 계상되었고, 선급금(유동자산) 757억
7,780만 원, 위탁사업비 203억 3,125만 원이 각각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 인식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상각비가 176억 1,73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소프트웨어(무형자산)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1069p 중>
- 35 -

3

본공사·부대공사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안전건설과 1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사의 소방ㆍ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소방 등 시설의 설치는 청사의 신축과
관련된 부대공사이기 때문에‘공사용역(부대공사)’메뉴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국유 주무관은‘시설공사(본공사)’메뉴를 선택
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부대공사는 본공사의 수행에 따라 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사로서,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의 건설공사가 본공사라면 전기, 통신, 냉ㆍ난방, 소방 및 방범
설비 등 청사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공사는 부대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공사를 위해 집행되는 금액은 본공사인 건물 건설공사에 집행된
금액에 합산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업담당자가
‘공사용역(부대공사)’를 선택하지 않고 ‘시설공사(본공사)’로 업무를 수행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6❙공사계약(본공사와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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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은 소방ㆍ전기ㆍ통신시설의 부대공사를 ‘시설공사(본공사)’ 메뉴를
통하여 요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기 때문에 부대공사 금액이 본공사 금액과
합쳐져서 대장에 등재 되지 않고, 각각 개별 재산으로 각각 대장에 등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국유재산 관리상 오류일 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소방, 전기
등 시설이 본건물과 다른 별도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가지게 되므로
감가상각비도 왜곡된다.
그림 2-7❙부대공사요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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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유의사항
사업담당자는 공사계약 관련 요청서 작성 시 해당 공사의 성격에 따라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정확히 구분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대공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공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림 2-7>의 부대공사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건중자산]’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대공사에서 선택하는 자산명세의 항목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부대공사 자산명세 항목
자산, 비용 구분

계약 종류
공사용역
(부대공사)

자산, 비용 처리 결과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부대공사는 본공사의 수행에 따라 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사로서, 청사를 신축
하는 경우 건물의 건설공사가 본공사라면 전기, 통신, 냉ㆍ난방, 소방 및
방범설비 등 청사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는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 부대공사를 위한 공사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본공사와 구분하여‘부대
공사(공사용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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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검사(기성준공)와 검수(자산
대체)를 수행하려고 한다. 주재산 주무관은 본공사(10억원)의 검수(자산대체)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대공사(3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공사에
대해서만 검수(자산대체)를 수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수수료 등 모든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용역을 통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대장에 등재되어야 할 금액은 건물의 계약금액 뿐 아니라 해당 건물에
부속되는 소방, 전기 등 ‘부대공사’와 조달수수료, 감독여비 등 ‘부대비’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공사의 검수(자산대체)시점(대장 등재시점)에 부대공사와 부대비를
배부하여야 올바른 자산가액을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림 2-8❙부대공사와 부대비에 따른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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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 및 부대비로 처리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며, 본자산의
검수(자산대체)시점에 해당 부대공사와 부대비의 정산 처리를 통하여 자산
가액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9❙부대공사의 정산

그림 2-10❙부대공사 배부(준공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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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주재산 주무관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된 부대공사 및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재정상태표에 계속 남게 되고
본자산의 가액도 해당 건설중인자산 금액만큼 과소계상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본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10억

기타의미지급금

10억

(청사신축)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10억

현 금

10억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3억

기타의미지급금

3억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3억

현 금

3억

건 물

13억

건설중인건물

10억

건설중인건물

3억

부대공사

자산대체(검수)

부대공사로 지출하였던 3억원을 본자산에 배부하면 총 건물가액은 13억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대공사 3억원의
건설중인건물 금액이 본자산으로 대체되지 않아 건물가액이 10억원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부대공사를 미정산한 경우 오류정정방법은 우선,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메뉴
(그림 2-5 참조)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본공사의 검수건명, 검수일자, 검수자를

입력한 후, 건설중인자산 내역에서 ’내역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할 부대
공사(건설중인자산)를 추가한다. 그리고 자산명세에서 물품/재산관서를
지정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대공사를 정산시킬 본공사의 자산번호를
선택한 뒤 저장 및 승인까지 완료하면 부대공사가 본자산에 정산된다.
부대비의 배부는 검수(자산대체) 시점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대비
미배부 오류가 발생하거나 검수(자산대체)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대장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번호, 요청번호 또는 검수번호로 부대비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검수(자산대체)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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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부대비>부대비요청

그림 2-12❙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부대비>부대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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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 배부를 하는 경우 기타증감의 ‘부대비’ 메뉴를
통해 배부처리를 한다. 사업담당자가 부대비 배부를 하는 경우 ‘부대비요청’
메뉴를 통해 부대비 배부 요청을 하고 재산관리관이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면 완료된다. 재산관리관이 부대비 배부를 하는 경우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부대비 배부 처리를 바로 완료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와 재산관리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비
요청’ 메뉴에서 요청 승인을 하면 부대비 처리 단계가 자동 진행되어 부대비
배부가 완료된다.
‘부대비요청’ 또는 ‘부대비처리’ 메뉴에서 업무처리하는 경우 사유는 ‘증가
-기타증가/취득후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하고 [부대비배부] 버튼을
클릭하여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내역을 선택하면 기존에 계상된 ‘건설중인
자산’이 상계되면서 본자산으로 대체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기타증감의 ‘부대비요청’ 또는 ‘부대비처리’ 메뉴가 아닌 기타증감의 ‘처리요청’
또는 ‘증감처리’ 메뉴에서 사유를 ‘기타(증)’으로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대장
가액과 재정상태표 금액은 올바르게 증가하나, 이미 계상되어 있는 ‘건설
중인자산’은 상계되지 않은 채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
한다.

사업담당자는 부대공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공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본공사를 검수(자산대체)하는 경우 검수(자산대체)시점에
관련된 부대공사 또는 부대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dBrain 시스템은
부대공사 연계 등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공사계약통합관리’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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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부대공사 미정산에 따른 건설중인자산 계상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CCTV 설치 공사 등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 건물로 회계처리하여 건물(일반유형
자산)및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1,602만 원, 7억 7,019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설중인 건물(일반유형자산)이 7억 8,584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및 감가상각비
(프로그램명: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가 각각 75만원, 3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76p 중>

ㅇ 건설중인건물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건설중인건물로 인식하였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및 국립중앙극장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비를 건물로 대체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일반유형자산)이 25억
8,688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같은 금액
만큼 과대 계상되었으며, 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국립민속박물관운영)와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923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02p 중>

ㅇ 토지 취득 시 관련 부대비의 토지 미대체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봉담송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토지보상금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상이 완료되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에 본
계정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기
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3,855억 528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
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6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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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금 지급 시 자산 계상 오류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구매(100억원)와 관련 하여 계약금(10억원)과
잔금(90억원)을 각각 별도의 검수를 통하여 대금지급 하여 건물이 2개가 등재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건물 등 부동산 취득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진 이
후 자산등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잔금 지급이전에 지급되어지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금으로 인식되며 재무결산상 ‘건설중인자산’이 나타나게
된다.
계약금 지급에 대해 선금 지급이 아닌 검수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산
대장에 건물이 등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계약금 지급 시 선금 지급으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진행하면, ‘자산(사례:건물)’으로 등재된다. 그리고 잔금
지급된 검수 시점에 또 다시 ‘자산(사례:건물)’이 등재되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건물이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ㅇ 계약금에 대한 검수 수행 & 잔금 지급(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계약금(검수)

건 물

10억

현 금

10억

잔 금(검수)

건 물

90억

현 금

90억

금 액

대 변

금 액

ㅇ 계약금에 대한 선금 지급 & 잔금 지급(올바른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계약금(선금지급)

건설중인건물

10억

잔 금(검수)

건 물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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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금 액

현 금

10억

건설중인건물

10억

현금

90억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계약금 지급을 선금 지급이 아닌 검수로 진행하여 자산으로 등재 된 경우,
‘수량변경및자산합산’ 메뉴에서 잘못 등재된 건물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량변경및자산합산’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내역을 조회한 후, ‘변경 후 내역명세’의 자산구분을 [건중자산] 으로
변경한 뒤 ‘승인’ 버튼을 누르면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된다.
그림 2-13❙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및자산합산

건설중인자산으로 올바르게 변경된 후에는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를
통해 기존 자산에 합산하는 업무가 별도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건중자산대체서생성: 재산관리관은 ‘건중자산대체서생성(자산관리>조달관리>
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 (그림 2-5 참조)를 통해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입력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내역추가’ 버튼을 이용해 건설중인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건물명세화면의 자산번호를 선택
하여 ‘승인’ 하면 기등록된 자산대장에 건설중인자산이 합산되어 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

부동산 취득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선금청구를 통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며, 잔금 지급 시점인 검수업무에서 선금지급분에 대한 선금청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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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 신축(50억원)과 관련 하여 해당 건물의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대체서를 생성만 하고 승인을 누락하는
경우 자산 대체가 완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준공이 완료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며 자산 등재도 누락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은
조달관리 메뉴(‘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에서 미완료 대체서를
조회한 후 ‘상세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체서 승인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림 2-14❙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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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검수요청등록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 자체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먼저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한
후 승인을 통해 자산을 등재할 수 있다.
그림 2-16❙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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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완료된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해 본계정
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별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국유재산에 등재하여,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117억 4,63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114억 5,900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전기
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2억 8,73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98p 중>
ㅇ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부산통합청사가 준공되어 건물을 인식하면서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전기오류수정
이익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5억
4,31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
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각각 4억 9,224만 원, 5,094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73p 중>

ㅇ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청 일반회계에서 특공대 훈련시설 및 선박이 2021년 중에 취득이 완료
되어 본계정 대체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기타증 처리하여 해당
자산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구축물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각각 583억 9,299만 원,
13억 8,736만 원, 2억 6,815만 원, 882억 2,011만 원, 3,539만 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1,483억 401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84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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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완료일자 알람 기능

(1) 배경
dBrain 시스템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검수가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완료일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다.

(2) 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진행현황>계약완료일자관리]
메뉴에서 알람기능을 설정하면 설정된 시기에 팝업창을 통해 계약종료일을
알려주어 계약관리가 수월해지도록 하였다.
그림 2-17❙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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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멸정리요청서

(1) 배경
건설중인자산은 조달 업무등을 통해 발생하고, 검수(자산대체)나 선금청산, 부대비
배부 등의 업무를 통해 제거된다. 이때 재무장부에서도 동시에 회계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 조달과 재무장부는 일치한다. 그러나 만약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
분개 입력으로 재무장부에서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게 되면, 조달에는 건설중인
자산이 남아있고 재무장부에서는 삭제되어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 경우, 조달에서
건설중인자산을 회계처리 없이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2) 정리방법
기성준공검사, 선금지출, 부대비지출에 의해 발생된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
으로 등재할 수 없어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으로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예정인 경우, 소멸정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에서도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해 주어야 조달과 재무장부가 일치하게 된다.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는 [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메뉴에서 정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결산담당자가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요청사유(예: 자산성
없음, 당해연도 기등재, 이전연도 기등재 등)를 필수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 2-18❙정리요청 진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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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소멸정리요청서 정리사유 등록

소멸정리요청서 상 정리일자는 재무결산 마감된 연도로 입력할 수 없다.
소멸정리요청 현황 및 진행상황은 [자산관리>조달관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 건별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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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사계약통합관리

(1) 배경
청사신축사업과 같이 ‘공사가 장기간(1년이상) 진행’되거나 ‘여러 개의 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의 진행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공사비가 누락되는 등 자산취득가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지 않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공사계약통합관리기능을 이용하면 공사계약통합번호를 통해 공사계약
전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대공사나 부대비의 자산 대체가
누락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그림 2-20❙공사계약 통합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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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약통합의 진행단계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출을 처리하고자 한다.
ㆍ사무실별관(본공사) 계약 : 500,000원
ㆍ사무실별관 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전기공사 및 설계용역(부대공사) : 800,000원
ㆍ부대비 :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수수료 25,000원

① 공사계약통합 등록
공사계약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사계약통합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공사계약통합명, 공사예정기간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그림 2-21❙공사계약통합관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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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진행 현황조회
[자산관리>조달관리>요청>공사계약>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해당 공사를
조회한 후 ‘공사진행현황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와
부대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계약연결’(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이라면 ‘요청연결’)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추가하거나 ‘연결삭제’ 버튼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그림 2-22❙공사진행 현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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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계약 연결
신규계약을 연결하는 경우 공사, 용역, 관급자재 등의 계약요청화면에서
‘공사계약통합번호 선택’ 후에 계약을 진행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건
이라면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계약연결’(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이라면
‘요청연결’)을 클릭하여 연결한다.

그림 2-23❙관련계약 연결

④ 관련 부대비 연결
조달관리 또는 지출에서 신규로 발생한 부대비를 연결하는 경우 부대비
지출 시 발생유형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여 공사계약통합에 연결된 계약
번호를 입력하거나,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여 공사계약통합번호를 입력
한다.
이미 지출된 부대비를 연결하는 경우라면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부대비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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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부대비 설정 연계정보
발생유형

연계정보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계약번호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전부대비 지출

공사계약통합번호 직접입력

그림 2-24❙부대비 계약번호 설정

⑤ 공사계약통합관리 정산
검수를 통해 자산으로 대체하기 전에 공사계약통합번호로 연결된 부대
공사와 부대비를 일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산은 일종의 분류
작업으로 자산대장에 등재될 금액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담당자는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공사계약통합>공사계약통합

정산등록]에서 ‘공사계약통합정산수정’버튼을 클릭하면 공사계약통합정산
화면이 나타나고, 하나의 자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부대공사와 부대비를
선택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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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공사계약통합관리 정산

⑥ 자산대체(대장등재)
재산관리관이 검수업무를 수행하면 비로소 해당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고,
회계처리도 발생하게 된다. 이때에도 통합관리하던 공사계약이 모두
대장가액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만약 정산이 누락된 공사계약이 있거나 사업담당자가 수행한 정산내역을
재산관리관이 수정하여야 할 때에는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등록]
또는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에서 자산
대체서를 조회하여 공사계약통합정산 버튼을 클릭하면, 전 단계에서 진행한
공사계약통합정산화면으로 연결되어 추가로 정산하거나 정산내역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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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자산대체서 공사계약통합 정산

(3) 회계처리
위 업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자산관리>조달관리>검수>공사용역>공사계약통합정산등록]메뉴에서 자산
대체서를 조회한 후 ‘전표상세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구 분
본공사
부대공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500,000

기타의미지급금

500,000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500,000

현 금

500,000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800,000

기타의미지급금

800,000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800,000

현 금

800,000

건설중인건물

15,000

현 금

15,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0,000

현 금

10,000

건설중인건물

500,000

건설중인건물

800,000

건설중인건물

15,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0,000

부대비(조달수수료)

자산대체

건 물

1,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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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금지급액 미청산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건물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안전건설에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2억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후 검사부서
주재산 주무관은 준공(완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확인서를 승인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공사계약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출
하는 경우, 계약 관련 선금은 선금청구(자산관리>조달관리>대금청구>dBrain
청구등록>선금청구/계약금/중도금 등록) 메뉴를 통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기성 또는 준공확인을 통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의 지출액은 선금지급액을 제외하고 결정된다.
따라서 기성 또는 준공확인 시점에 선금 지급분 중 청산하여야 할 금액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지출액이 계산될 수 있다.
그림 2-27❙선금지급과 청산금액

검사 업무 중 준공(완수)확인의 경우 아래 <그림 2-27>과 같은 화면에서 선금
청산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하여야 한다. 선금청산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지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ㆍ선금청산잔액 = 선금지급액 – 반납액 – 기선금청산금액
ㆍ지출결정금액 = 금회준공금액 – 선금청산금액 - 지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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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준공(완수)검사관리

(2) 오류에 따른 영향
검사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청구요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대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때 연계되는 항목이 위 그림의 지출결정액이다.
지출결정액은 금회준공금액에서 선금청산금액 및 지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본 사례에서는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선금으로 지급한 2억을 차감한
8억원이다.
올바른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였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준공(완수)확인
공사대금 지출

건 물

기타의미지급금

금 액
200,000,000
1,000,000,000

800,000,000

대 변

금 액

현 금

200,000,000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현 금

800,000,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건물 10억 / 현금 10억’의 회계처리가
발생된다. 하지만 본 오류사례와 같이 선금청산금액 2억원을 입력하지 않고
준공(완수)확인을 통하여 대금청구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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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차 변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준공(완수)확인

건 물

공사대금 지출

기타의미지급금

금 액
200,000,000
1,000,000,000
800,000,000

금 액

대 변
현 금
기타의미지급금

200,000,000
1,000,000,000

현 금

800,0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선금청산금액 2억원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인식하였던 건설중인자산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고
검사 금액 전부가 기타의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
지출시점에서는 집행단위담당자 또는 지출관이 지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지출금액을 수정하기 때문에 8억원이 올바로 지급이 될
수 있으나, 건설중인자산 2억원과 미지급금 2억원이 상계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나라장터
(G2B)를 통한 전자계약건의 경우 대금청구서의 지출금액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검사서의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대금청구와 검사서를
반려한 후,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된 검사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기성 또는 준공확인의 검사업무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을 청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부서에서는
기성 또는 준공확인 시 선금청산잔액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여 올바른 선금청산
금액을 입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의 사례와 같이 검사 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선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 조회 후 ‘선금
청산 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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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물품검수조서관리

‘선금 미청산 잔액’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하고 ‘승인’하면
선급금/건설중인자산과 미지급금이 제거되는 분개가 생성되어 오류가
정정된다.
그림 2-30❙선금청산 금액정정기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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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선금청산 금액정정기능(2)

<TIP>
<검사 누락으로 미청산 선금이 남아있는 경우 오류정정방법>
ㅇ 사업담당자가 검사를 누락하여 미청산 선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조달관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메뉴를

통한

검사로 선금을 청산한다.
ㅇ 이때 지출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검사금액과 선금청산금액에 청산
하려는 선금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5)이 0원이 되도록 한다.
ㅇ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건의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된 검사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5) 지출결정금액=검사금액-선금청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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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금지급액 미청산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청 일반회계에서 구축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현장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시점에 선급금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급금(유동자산)이 34억 3,00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64p 중>

ㅇ 선급금의 본계정 대체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SNS상담시스템 장비에 대하여 2020년에 인수가
완료된 시점에 선급금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급금(유동자산)이 7억 7,90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외부
구입소프트웨어(무형자산)와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가 각각 7억
6,602만 원, 1,298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24p 중>

ㅇ 용역 완료 시 관련 선급금의 청산 누락
OO부 특별회계에서 외주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의 지급액을
선급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관련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이 109억
376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선급금(유동자산)이 109억 376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12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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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공사계약을
통해 1,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자산의 가액에 더
해져야 하는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사구분을 증축으로 선택해야 하나, 개보수로 선택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공사계약 통해 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메뉴에서 공사수리(증축,
개보수)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이 때 공사구분이 ‘증축’과 ‘개보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그림 2-32❙수리공사요청서관리

자산에 대한 추가적 지출은 크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나누어진다.
자본적지출이란 대상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고
수익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ㆍ자본적지출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 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 건물의 개조 및 증축
- 엘리베이터 설치, 비상구 설치, 중앙집중식 냉난방장비 설치 등
ㆍ수익적지출 :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 건물 페인트칠, 깨어진 창문 교환
- 기계부속품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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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수리공사요청서 작성 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게
공사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본적지출은 ‘증축’으로 수익적지출은
’개보수‘로 선택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수리공사요청서 작성 시 ‘증축’을 선택하고 자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고, ‘개보수’를 선택하고 대장의 자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김국유 주무관이
자본적지출로 처리되어야 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개보수’로 선택한
경우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고 비용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증축(자본적지출)

건 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개보수(수익적지출)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대 변

금 액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향후 건물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왜곡되게 된다.
‘202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산 상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익적지출,
자산취득비 또는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사업담당자는 수리공사요청서를 작성할 때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한 후 ‘증축’과 ‘개보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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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또는 ‘개보수’를 선택한 후 연관되는 자산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수익적지출이라 판단하여 ‘개보수’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여야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되어
원가정보가 적정하게 집계되기 때문이다.
자본적 지출을 ‘개보수’로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메뉴에서 ‘증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33❙자산관리>조달관리>변경관리>검수명세변경>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TIP>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과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차이>
ㅇ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당해연도에 완료된 공사수리(증축/개보수),
물품수리, 국유수리 관련 건들 중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또는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
ㅇ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당해연도에 승인된 관급자재, 시설공사,
부대공사, 용역계약 건들 중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을 비용으로 또는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선급금)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
(단 자산대체서로 정산되지 않은 건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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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계약(증축, 개보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수익적 지출의 자산 인식 오류
OO부 XX기금에서 수익적 지출 성격의 외주검사비를 수선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선박및항공기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및항공기(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응급의료
체계운영지원), 선박및항공기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17억 6,904만 원, 1억 3,053만 원, 1억 3,053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수선유지비(프로그램명: 응급의료체 계운영지원)가 17억 6,904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38p 중>

ㅇ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본계정 대체 누락 중 일부 지적사례
OO부 일반회계는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과정
에서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건설중인건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2억 3,717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전기오류수정손실(프로그램명: 국립중앙도서관운영)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02p 중>

ㅇ 자본적 지출의 비용 인식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2021년 9월과 10월에 각각 공사가 완료된 국가어항에
대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내진보강공사로 지출된 금액을 해당 어항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구축물(사회기반시설), 국가어항감가상각비,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각각 57억 1,079만 원, 1억 6,006만 원, 1억
6,006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국가어항수선유지비가 57억 1,079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42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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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리요청과 자본적ㆍ수익적 지출

조달관리 업무 메뉴에는 수리/폐기계약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국유재산과 물품 등의 수리 혹은 폐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로서
일반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이다. (공사를 통한 수리업무는 공사계약
메뉴의 증축 또는 개보수로 진행된다)
수리/폐기계약 메뉴에서 수리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림 2-34>에서 볼 수
있듯이 요청서 하단에서 ‘지출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2-34❙수리요청서

공사계약의 증축,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자산증액 및 비용처리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 자산가액에 더해지거나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사업담당
자는 요청하려는 수리비의 성격이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인지
판단하여 성격에 맞게 지출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건 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비용처리(수익적지출)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지출구분을 잘못 선택하여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메뉴
에서 해당 검사서를 조회하여 선택 후 변경할 수 있다.
* 자산관리 > 조달관리 > 변경관리 > 검수명세변경 >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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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처리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에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확인 후 자산을 등재하여야 하나, 김국유 주무관은
이를 간과하고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340-03)과
같이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 또는 자치단체 및 해외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동 예산상의 지출을 ‘자본형성적 경비’라고 한다. 자본형성적 경비가
지출되면 위탁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 등재
업무를 누락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표 2-10❙자본형성적 경비의 종류
예산세목

성 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을 위한 경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 등

자본형성적 경비는 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되어
대장에 등재되기 전 까지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그리고
자산 취득 시에는 업무담당자가 선급금을 상계하고 해당 자산을 대장에 등재해야
하는데, 이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
성적 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② 기타증감의 ‘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등재하였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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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으로 올바르게 자산을 대장에 등재할 경우
지출 시 계상되었던 선급금이 상계되고 본자산으로 대체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구 분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지출
기타증감_외부에의한
기반시설취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선급금

100,000,000

현 금

100,000,000

구축물

100,000,000

선급금

100,000,000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이 본자산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자산의 등재를 ‘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이 아닌 ‘기타증감_
기타(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긴 하지만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수익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금 액

대 변

구 분

차 변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지출

선급금

100,000,000

기타증감_기타(증)

구축물

10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현 금

금 액
100,000,000
100,0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이 선급금이 되어 재정
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을
때 반드시 선급금을 자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자본형성적 경비 지출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 완공되었는지 확인한 후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대장에 적절히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타증감_
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으로 처리하여 선급금이 제대로 상계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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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증감 사유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대장에 누락된 건물(1,000만원)을 기타증감메뉴를 통해
대장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그 사유를 누락재산 등록 사유가 아닌 무주재산등록 으로
잘못 선택하였다.

(1) 오류의 유형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처리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과 같은 업무와 취득일자 변경, 내용
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의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35❙기타증감처리

기타증감 메뉴 중 <그림 2-35>에서 나타난 취득의 사유는 환수, 국가귀속 등에
의한 무상취득이나 무주재산 또는 누락재산 등록과 같은 신규등록, 사고이월
혹은 기존계약에 따른 매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증감으로 대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되면 각 사유에 따라 상이한 재무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된다. 김국유 주무관은 누락재산을 등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누락재산 등록’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무주재산등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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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기타증감 사유에 따라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누락재산등록

건물

1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기타증감_무주재산등록

건물

10,000,000

잡이익

10,000,000

김국유 주무관이 대장에 등재한 건물은 누락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나 무주재산등록으로 사유를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국유재산 결산지침에 따른 자산의 신규등록 사유별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누락재산등록 : 전년도 결산 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하는 경우
∙ 무주재산등록 :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재산 취득
무주재산등록은 민법,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은닉재산취득이므로 해당 사유를
선택하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된다.
위와 같이 기타증감으로 업무처리 시 각 사유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계정과목이
상이하므로 담당자는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된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업무를 재수행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물품관리)>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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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대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20X2년 10월 31일 무체재산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차보증금(1,000만원)의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의 입력을 20X51031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X61031로 잘못 입력하여 20X4회계연도 결산 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유동성대체는 특정시점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ex.대여금, 차입금 등) 만기일, 상환일 등이 1년이 넘게 남아있었다가 1년 이하로

바뀌는 경우 유동성분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을 잘못 입력 하는
경우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6❙유동성대체Ⅰ

그림 2-37❙유동성대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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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만기일을 20X5년이 아닌 20X6년으로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에 20X4회계연도
결산 시 장기임차보증금에 대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유동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
ㅇ 만기일 ‘20X5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차 변
임차보증금_국유

금 액
10,000,000

대 변
장기임차보증금_국유

금 액
10,000,000

ㅇ 만기일 ‘20X6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 회계처리 없음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존재하여 유동성대체 하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국유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정보관리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융자금, 리스,
보증금의 정보관리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디브레인의 아래경로에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표 2-11❙업무유형별 정보관리항목 수정 경로
업무유형

경로

융자금

자금관리>융자> 요청관리> 융자집행> 융자원금회수계획

리스

자산관리> 조달관리> 계약> 리스계약관리> 리스계약등록및조회

보증금

국유재산> 대장관리> 대장정보등록 > 부가정보등록(무체재산)

유동성대체 관련 결산조정분개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정보관리항목
입력 시 주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동성대체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바로
임차보증금이다. 이는 무체재산계약 또는 기타증감 메뉴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을
인식할 때 정보관리항목인 만기일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업무담당자는
정보관리항목 입력 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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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성 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장기선급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라 1년 후에 취득이 완료
되어 본계정에 대체될 선급금(유동자산)에 대하여 장기선급금(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급금(유동자산)이 3조
3,250억 1,32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선급금(기타 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60p 중>

ㅇ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OO처 XX기금에서는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장기대여금 중 2021회계연도
중에 회수일이 도래하는 월분할상환원금 227억 원에 대하여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장기대여금(투자자산) 및 장기
대여금대손충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27억원, 27억 원 과대
계상되었고, 단기대여금(유동자산) 및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27억원, 27억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88p 중>

ㅇ 단기대여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OO부 XX기금에서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이행기한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는 미수채권을 유동성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수
채권(유동자산)이 23억 4,216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미수채권(비유동
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29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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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자산 등재시 입력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해당 자산은
타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인계시 사업정보를 ‘사업없음’
으로 관리하여 프로그램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감가상각이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자산의 정보관리항목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을 기준
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
하는 경우 감가상각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8❙프로그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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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 등재 시 관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사업 없음’
으로 입력하거나, 입력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산
인계를 하면서 사업정보를 ‘사업 없음’ 으로 선택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가 ‘사업 없음’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프로그램총원가가 과소계상되고, 비배분비용이 과대계상 된다. 비배분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하므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 재정운영표가 왜곡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현재 dBrain 시스템에서는 자산 취득 시 프로그램 입력이 필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해당자산을 사용
하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인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사업없음’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원가는 과소계상, 비배분비용은 과대 계상되므로
기말 국유재산 결산 시 ‘사업 없음’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산들의 프로그램 종료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정보조회>
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종료/폐지된 세부사업이 맵핑된 자산’ 항목으로 조회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전환관리>
사업이동>사업건별이동(인계)] 메뉴에서 ‘사업이동’ 사유를 선택하여 사업이동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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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정보조회>대장항목점검

그림 2-40❙국유재산>전환관리>사업이동>사업건별이동(인계)

그림 2-41❙인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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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대응 프로그램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계정분류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건물감가상각비를 비배분비용
으로 계상한 결과 감가상각비(비배분비용)가 12억 7,667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21p 중>
ㅇ 프로그램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산폐기손실 및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등은 프로그램총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배분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기타비용 및 감가
상각비 등(프로그램원가)과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관리운영비)이
각각 3,031억 7,104만원과 6,29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비배분비용)이 3,032억 3,39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52p 중>

ㅇ 프로그램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경제협력”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연구용역비
(프로그램총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연구용역비(비배분비용)로
회계처리하여 연구용역비(비배분비용)가 20억 9,97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연구용역비(프로그램명: 경제협력)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99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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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1)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① 내용연수 입력 오류
ㅇ 내용연수(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로 입력하거나,

ㅇ 재산종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동일 구조물에 대한 일관성 없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내용연수 오류가 발생한다.
② 잔존가액 입력 오류
감가상각 관련 정보 입력 시, 잔존가액에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96%) 등을 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 사유별 조치
① 내용연수 정정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
하여 오류를 정정한다.
* [국유재산(물품관리) > 대장관리 > 기타증감 > 증감처리]

국유재산은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년수 증가’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물품은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변동/내용연수변경’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잔존가액 수정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 > 대장관리 > 대장정보등록 > 부가정보등록]
[물품관리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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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기타정보’ 하단의
‘감가상각 잔존가액(원)’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ㆍ저장할 수 있다.
물품은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하단의 '잔존가액'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ㆍ저장할 수 있다.
그림 2-42❙[국유재산 > 대장관리 > 대장정보등록 > 부가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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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유재산, 물품의 처분 등

◈ 국유재산 및 물품 취득 후의 업무에는 운용, 대부 및 사용허가, 교환,
관리전환 및 매각 등이 존재한다.
◈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서는 매각의 제한,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소유권 이전, 매각계약의 해제 등 업무담당자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한요건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회계예규에 따르면 처분의 종류로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
전환, 현물출자, 멸실 및 신탁 등이 존재하며 처분의 인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장에서 자산을 제거할 때, 즉 인계시점에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 본 장에서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수행 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의 오류사례와 대부 및 사용허가로 인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생기는 특이사항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오류

…

85

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업무 오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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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토지(장부가액 800만원)를 민간에 1,000만원에
매각하고자 한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탭에서 매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김국유 주무관은 수입관리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3-1>과 같이 [국유재산>
처분>매각>매각요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1❙매각요청

먼저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하여 매각계약을 요청하면, OnBid 등에서 (수의
계약인 경우에는 dBrain) 계약이 수행된다. 그 후 해당 계약을 근거로
징수요청이 이루어지고 징수결의, 수납정산 업무와 인계업무가 완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수납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인계처리를 누락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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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매각진행절차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800만원의 토지를 1,000만원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그림
3-2>의 매각 절차를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금 액

구 분

차 변

징수결의

미수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수납정산

현 금

10,000,000

미수금

10,000,000

인 계

선수금

10,000,000

토 지

8,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

금 액

대 변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결의 시점에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선수금과 미수금이 계상된다. 미수금(자산)은 징수할 권리를 나타내며, 선수금
(부채)은 자산을 인계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미수금은 수납정산시점에

현금과 상계되며 선수금은 인계시점에 매각하는 자산과 상계된다.
여기서 매각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계상된다.(10,000,000 – 8,000,000 =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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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올바른 절차로 매각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구 분

차 변

수납정산

현 금

금 액
10,000,000

대 변
제수익

금 액
10,000,000

이 경우,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수익으로 기록된다. 또한 인계처리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된 자산이 대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국유재산의 매각업무를 통해 진행하였더라도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착오로 인계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업무담당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수입’ 메뉴가 아닌 ‘국유
재산’ 이나 ‘물품’ 메뉴에서 매각요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수입’ 메뉴에서 업무 처리 후 ‘기타증감의 기타(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수익의 과대계상 오류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생성되어 비용의 과대계상 오류도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금 액

대 변

금 액

8,000,000

토 지

8,000,000

이 경우에는 기타증감업무를 취소하고 수입 메뉴에서 했던 업무까지 모두
취소한 후 국유재산에서 매각요청서를 작성하여 올바른 절차로 업무를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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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매각진행절차 중 인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는 자산이 대장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도 남아
있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을 통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림 3-3❙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시 수입 메뉴 사용
• OO부처는 국유재산을 XX부처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국유재산>전환관리>
관리전환]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입>고지관리>납부서작성
및 출력]에서 수행하여 자산의 인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유재산을 다른 국가실체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전환
관리>관리전환]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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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수납정산

현 금

XXX

제수익

XXX

ㅇ 국유재산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올바른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징수결의

미수금

XXX

선수금

XXX

수납정산

현 금

XXX

미수금

XXX

인 계

선수금

XXX

자 산

XXX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수입’ 메뉴에서 업무 처리 후 ‘기타증감의 기타(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에 인식했던 수익은 제거되지 않은 채 추가로 전기오류
수정손실이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자 산

XXX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업무를 취소하고 수입 메뉴에서 했던 업무까지
모두 취소한 후 국유재산 관리전환 메뉴를 통해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관서에서 관리전환취득요청서를
작성하여 올바른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하는 경우에는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메뉴에서 관리전환요청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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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토지 매각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건의 토지를 매각
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 토지와 선수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일반유형자산), 선수금(유동부채) 및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84억 9,242만원, 211억 8,639만원, 24억 50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50억 9,90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67p 중>
ㅇ 무상양여한 자산의 회계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와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 사업 등)되어
군수품을 납품받아 XX부로 관리전환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결과 선급금(유동자산)이 3,641억 8,516만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정부내자산기부(재원의이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97p 중>
ㅇ 무상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군용 헬리콥터 양산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군수품을
XX부로 관리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내자산기부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97p 중>
ㅇ 보증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21년 8월에 계약관계가 종료된 전세권(장기임차
보증금-국유)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수 시 해당 자산의 감소가 아닌 수익
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임차보증금-국유(기타비유동
자산), 잡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1억 9,00만 원, 1억 8,95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잡손실(비배분비용)이 5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36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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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업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유물인 건물에 대하여 1년에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사용허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운용>대부/사용허가]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수입관리>고지관리>납부서작성 및 출력] 메뉴
에서 대부 금액을 처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업무는 ‘대부/
사용허가’ 메뉴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3-4❙대부/사용허가요청

따라서 사용허가와 관련된 임대료는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작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메뉴에서 <그림 3-5>의 절차를 통해 징수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림 3-5❙대부/사용허가 업무절차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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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1년에 1,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그림 3-5>의 올바른 절차로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징수결의

미수금

11,000,000

수납정산

현 금

11,000,000

금 액

대 변

금 액

사용료수익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미수금

11,000,000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결의 시점에 실제 수령할 1,100만원이 미수금
(자산)으로 계상되고 실제 수익금액인 1,000만원과 대납하기 위한 부가세
관련 예수금 100만원이 계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국세청에 사용자가 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아니하고 예수금(부채)으로 인식한다.
미수금은 수납정산 시점에 상계되며 부가세예수금은 납부시점에 상계된다.
하지만 위의 올바른 절차가 아닌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수납정산

현 금

11,000,000

제수익 또는 부가세예수금

11,000,000

이 경우, 자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00
만원 전액이 수익으로 기록 되거나, 세세부항목의 선택에 따라 전액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수익 또는 부가세예수금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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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이다. 단,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납세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
하고 사업자는 해당 대가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국세청에 납입하게 된다.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대 등 특정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인사법」제3조제
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
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35조제1호6)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7)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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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따른 임대료수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임대료 금액에 부가세(10%)를 포함하여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dBrain 시스템 상 과오납반환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으나
건별 금액이 아닌 총계의 부가세 금액을 이체하거나, 부가가치세 계정과목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림 3-6❙부가가치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

이에 dBrain 시스템에서는 과오납반환으로 처리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반환금액을 재무결산에 정확히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과오납반환요청을
일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 메뉴를 마련하였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그림 3-7>과 같이
[수입관리>요청관리>변경요청>부가가치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 메뉴를 통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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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부가가치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서

위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
진다.
구 분

차 변

계좌이체

부가세예수금

금 액

대 변

금 액

1,000,000

현 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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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산재평가

◈ 자산재평가 업무는 「국유재산법」 제68조(가격평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정한 자산의 가치를 산정
하는 과정이다.
◈ 자산재평가는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 선박및
항공기, 입목)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
회계실체의 해당 자산 포함)의 경우 수행하게 된다.
◈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했는지는 질적 요소(외부
요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 및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소)에 따라 판단 후, 양적 요소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자산재평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 ‘12년 4건, ’13년 11건, ‘14년 12건, ’15년 10건, ‘16년 12건, ’17년 8건, ‘18년 9건,
’19년 16건, ‘20년 6건, ’21년 18건

1. 자산재평가 누락 오류

…

97

2. 공정가액 등 평가정보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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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순서 적용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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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각후대체원가법 계산 오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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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재평가 누락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액와 장부
가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1억을 초과함으로써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 중요한 차이의 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1년도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중요성의 양적요소
기준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차이금액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감사원 결산검사
시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지적하고 수정분개를 요청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은
중요성에 상관없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도 재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유
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평가업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은 5년 주기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는
토지에 대해서, 2021회계연도는 토지, 건물, 입목죽,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및항공기에
대해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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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유의사항
국유재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 국유재산대장 마감 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재평가 대상 재산이 존재
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메뉴를 통해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가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관리관이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
가격평가진행현황] 메뉴에서 가격평가 기준일자, 회계연도, 재산관리관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정보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가격평가
정보를 생성한다.
그림 4-1❙가격평가진행현황

가격평가 정보를 생성한 후에는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증감처리]
메뉴를 통해 재평가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가격평가증감처리’ 화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가격평가증감처리상세’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며,
‘가격평가증감처리상세’ 화면에서 ‘재산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재평가 대상자산임에도 불구
하고 재평가대상자산 선택을 누락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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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가격평가증감처리

그림 4-3❙가격평가증감처리상세

특히, 토지 재평가시 공정가액이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의 목적 및 대장금액, 공시지가
등의 정보는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상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다. 따라서, 가격평가대상조회 화면에서 조회된 토지는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이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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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가격평가대상조회

<TIP> 재평가 대상 제외 자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47에 따르면 아래의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비품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3)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또한, 2021회계연도 감사원지적사항에서는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하고 1년
이내 처분 또는 교체 예정인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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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재평가 누락 오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토지 재평가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토지 등 총 182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일반유형자산)
3,693억

5,007만

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

3,323억

8,642만 원,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 225억 4,846만 원, 자산재평가
손실환입(비배분수익) 595억 1,211만 원이 각각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31p 중>
ㅇ 토지 재평가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는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521-29 등 9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 및 자산
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71억 3,83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44p 중>
ㅇ 일반유형자산 재평가 누락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7(재평가 사유)에 따르면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였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해설 16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도 동일한 재평가 사유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 가격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당해연도는 ‘202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토지, 건물, 입목죽,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및항공기)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부 □□기금에서 기금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각 1건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수행해야 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이 각각 16억 3,184만 원, 19억 8,50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물(일반유형자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0억 2,48만 원, 23억 7,805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31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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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가액 등 평가정보 오류

재산관리관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5억원임에 불구하고 3억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가격평가증감처리상세’ 화면에서 ‘재산추가’ 버튼으로 재평가대상자산을
선택한 후 평가방법(공정가액,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을 ‘공정가액’, ‘시가
표준액’ 등으로 선택하는 경우 국유재산 담당자가 ‘입력평가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입력평가금액’을 기존 대장가액이나 틀린 금액
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토지를 공시지가로 재평가하는 경우 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평가금액이 자동
산출된다. 보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등이 (구)소재지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잘못된 공시지가로 재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사용자 유의사항
국유재산 담당자는 올바른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재평가 업무를 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정보조회>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점검구분을
‘소재지가 잘못 입력된 재산’으로 조회하여 검색이 되거나, 보유 자산을
검토한 결과 (구)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대장관리>
기타증감>소재지변경>소재지건별변경처리] 메뉴에서 작성버튼을 클릭 한
다음 사유를 ‘증감없음-소재지/지번변경│소재지/지번변경’으로 선택한 후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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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대장항목점검

그림 4-6❙소재지건별변경처리

재평가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
대장조회] 메뉴에서 재평가된 자산 및 평가방법, 평가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내용은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엑셀 파일로 다운이
가능하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재평가 업무를 완료한 이후 독립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수행하고 ‘가격평가대장조회’ 화면에서 조회된 내용이 일치
하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03 -

그림 4-7❙가격평가대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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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가액 등 평가정보 오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토지 지번 착오로 인한 자산 재평가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보유 중인 토지 1건의 지번이 토지대장에 잘못
기재됨에 따라 정확한 지번의 공시지가(614,400원/㎡)로 평가되지 않고,
잘못 기재된 지번의 공시지가(887,151원/㎡)로 평가되어 토지(일반유형
자산)는 19억 4,253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19p 중>
ㅇ 토지 재평가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토지(6,115.9㎡)를 재평가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 및 재평가이익
(조정항목)이 각각 11억 86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89p 중>
ㅇ 건물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OO실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소재 건물 1건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여
재평가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일반유형자산) 6억 원, 일반유형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 1억 7,336만 원이 각각 과소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관리운영비)이 4억 2,664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68p 중>
ㅇ 일반유형자산 재평가 금액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연구단지 행정관리동, △△연구단지 후생관,
△△교육연구단지 강의동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이 각각 9,402억 43만 원,
9,060억 2,407만 원 과대계상 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프로그램총
원가)이 341억 8,02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755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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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순서 적용 오류

재산관리관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난달에 감정가액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잊어버리고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금액은「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야한다.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이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공정가액이 없어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다른 순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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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유의사항
대체적 평가방법은 자산마다 다르므로 각 자산별로「일반유형자산과 사회
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서 대체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본 후 적용해야 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54~문단58에 따르면 각 자산별 대체적 평가는 아래의 방법을 순차적
으로 적용해야 한다.
구 분

대체적 평가방법
(1) 공시지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
지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
(4) 해당 토지가 속한 법 정동(「지방자치법」제3조의 정부기관의
법률행위시

이용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주택(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공시가격
건물

주택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2) 상각후대체원가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

(1) 시가표준액
(2) 상각후대체원가
(1) 시가표준액
(2) 상각후대체원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나 다만,

입목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 감정가액 등의 공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평가하거나 공시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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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순서 적용 오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토지 재평가 오류
OO부 □□기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토지(21,793㎡)를 재평가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공시지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활용하여 재평가금액(181,927원/㎡)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토지가
속한 유성구의 동일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715,720원/㎡)으로 재평가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가 116억 3,295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92p 중>
ㅇ 토지 재평가 오류
OO청 □□특별회계에서 경기도 수원시 소재 8건(25,756㎡)의 토지를 재평가
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가 338억 9,974만 원,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조정항목)이 286억 5,67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비배분비용)이 52억 4,300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24p 중>
ㅇ 건물재평가 오류에 관한 사항
OO부 일반회계에서 시가표준액이 존재하는 OO건물에 대하여 각각 상각후
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일반
유형자산)이 2,142억 7,504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
이익(순자산변동)과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이 각각 856억
5,227만 원, 71억 6,698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일반유형자산재평가
손실(프로그램총원가)이 각각 431억 4,911만 원, 376억 3,666만 원, 406억
7,002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777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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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각후대체원가법 계산 오류

재산관리관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는 구축물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며, 공정가액 및 시가표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각후대체원가로 재평가금액을
계산하고자 한다. 취득원가에 대한 신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배수법에
따라 재조달원가를 계산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대체적 평가방법 순서에 따라 상각후대체원가로 재평가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상각후대체원가 = 재조달원가 ×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

재조달원가 또는 내용연수를 잘못 계상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해야 한다.

(2) 사용자 유의사항
① 재조달원가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
되는 현금등가액으로서, 취득 또는 건설에 투입될 원가 추정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에 대한 가정 및 산정방식은 자산 분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가배수법(=취득원가×물가배수)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취득원가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단순히 대장가액이 입력된 것으로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득원가가 신뢰성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배수법으로 재조달원가를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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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자산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하며, 상각후대체
원가법 적용 시 잔존내용연수는 장부상 미경과한 내용연수(해당자산의 내용
연수와 그 자산의 경과내용연수의 차이)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치를 잔존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자산에 대해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추정
내용연수를 전체내용연수보다 높게 추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전체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대해 잔존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금액(취득원가의 5%와 1천원 중 작은 금액)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TIP>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잔존내용연수가 같은 것으로 본다.
즉 재조달원가를 상각후대체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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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각후대체원가법 계산 오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선박및항공기 자산재평가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선박및항공기를 상각후대체원가법으로
재평가하면서 헬기 11대에 대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높게
추정하여 재평가한 결과 선박및항공기(일반유형자산)가 250억 1,381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항목)과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이 각각 246억 4,403만 원, 2억 3,24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1억 3,729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66p 중>

ㅇ 건물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18년 자산분할 된 건물 1건에 대하여 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면서 자산분할 이후의 취득가액으로 재조달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자산분할 이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재평가
회계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일반유형자산) 54억 734만 원, 일반
유형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 53억 6,315만 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관리운영비)이 4,42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18p 중>

ㅇ 구축물(고속도로) 재평가 회계처리 오류
OO부 □□특별회계에서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중 감가상각하지 않는 고속도로
포장물에 대하여 잘못된 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구축물
(사회기반시설)이 27조 5,753억 407만 원 과소 계상 되었고, 사회기반시설
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69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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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각후대체원가법에 따른 재평가 프로세스

장부상

YES

잔존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

추정가능?

존재?

YES

NO

감가상각하는

잔존내용연수

자산?

추정가능?

NO

감가상각하지 않는

YES

NO

Min(1,000원, 취득원가의 5%)

사회기반시설은
내용연수와
잔존내용연수가

재조달원가* X

같은 것으로 보므로
재조달원가를
상각후대체원가로 봄

재조달원가* X

추정내용연수

YES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
내용연수

NO

(*) 재조달원가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계산
① 건물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및 구조지수 등을 곱한 금액
구축물 : 단위당 재조달원가법에 따른 재조달원가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 : 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견적가
②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가배수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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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리 스

◈ 국가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국가 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자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자산을 직접 구매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일정기간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초기의 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성능 하락 및 시장의 변화로
인한 진부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 리스(lease)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을 합의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다. 단순 임대차(렌탈)계약이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는 반면, 리스는 제조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 단순 임대차(렌탈)계약과 리스계약은 dBrain 상 업무처리 및 사용료의
지급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에 따른 오류, 리스계약서 등록, 리스대금
청구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 입력 오류

…

114

2. 리스계약서 미등록

…

119

3.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지 않은 리스료 지급 오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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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 입력 오류

김국유 주무관은 컴퓨터가 노후됨에 따라 나라캐피탈과 컴퓨터 100대를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맺었다. 본 계약은 5년이 지난 후 무상으로 컴퓨터가
이전되는 조건인 금융리스계약으로 김국유 주무관은 구매요청서 작성 시 금융
리스로 분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ㆍ리스기간 : 20X1. 1. 1 ~ 20X5. 12. 31
ㆍ금융리스자산ㆍ부채 금액 : 200,000,000원
ㆍ연간리스료 : 50,000,000원(매년말 지급)
ㆍ내용연수 : 5년
ㆍ내재이자율 : 5%

(1) 오류의 유형
리스는 ‘구매요청(물품)’ 메뉴에서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란의 선택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된다.
그림 5-1❙물품구매요청

- 114 -

구매요청서의 [명세추가] 버튼을 틀릭하면 ‘물품명세(요청)관리’ 화면이
나타나는데, 해당화면에서 품종을 선택하고, ‘리스구분’에서 올바른 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물품명세의 리스구분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및 ‘리스아님’
으로 구분된다.
김국유 주무관은 계약하는 리스가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를 선택
하여야 하는데 ‘운용리스’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검수 시점에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운용리스의 경우
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금융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시점부터 대금 지급시점까지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
① 리스계약 시
ㅇ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 검수시점 회계처리 없음
ㅇ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사무용기기8)

금 액

대 변

200,000,000

금융리스부채

금 액
200,000,000

금융리스계약은 리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물품은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인식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만약 동 금융리스계약이 운용리스계약으로 처리되면 리스계약에 따른
물품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도 인식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8)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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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스료 지급 시
ㅇ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차 변
운용리스료

금 액

대 변

50,000,000

현 금

금 액
50,000,000

ㅇ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이자비용

10,000,0009)

현 금

금융리스부채

40,000,000

금 액
50,000,000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 지급시 리스료를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비용 부분과
부채의 상환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이는 금융리스계약을 계약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③ 회계연도 말
ㅇ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 회계연도 말 회계처리 없음
ㅇ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감가상각비
금융리스부채

금 액

대 변

40,000,000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42,000,00010)

유동성금융리스부채

금 액
40,000,000
42,000,000

금융리스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해당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유동성대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리스기간에 걸쳐 재무제표의 왜곡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본 사례의 경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9) 200,000,000(X1년초 금융리스부채잔액) × 5%(내재이자율) = 10,000,000
9) 50,000,000(연간리스료) - 160,000,000(X1년말 금융리스부채잔액) × 5%(내재이자율) = 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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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재정상태표 비교(20X1.1.1)
<운용리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

<금융리스를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

재정상태표
자산

-

금융리스부채

재정상태표
-

사무용기기

2억

금융리스부채

2억

그림 5-3❙재정운영표 비교(20X1.1.1 ~ 20X1.12.31)
<운용리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

<금융리스로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운용리스료

50,000,000

이자비용

10,000,000

감가상각비

40,0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리스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에 따라 운용
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뿐만 아니라 실제 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스의 분류가 법적인 소유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매하는 장기할부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
리스 회계처리지침｣
에서 나열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단, 아래 요건의 충족여부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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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금융리스 인식 조건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 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을 의미)
④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
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의미)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 염가매수선택권 :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함
＊ 내용연수 :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함
＊ 최소리스료 :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함
최소리스료 = 연간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내재이자율 :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약과 일치시키는 리스제공자의 할인율을 말함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은
리스기간이 끝난 이후에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므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④의 조건은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사용하거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지급
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⑤ 조건은 특수 자산은 리스기간이 끝나면 타인에게 매각하여 또 다른
효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
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금융리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리스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올바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김국유 주무관이 계약한 컴퓨터 리스계약의 경우 무상이전조건이 존재하고,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 이상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리스회사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히 리스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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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계약서 미등록

계약관인 장리스 주무관은 김국유 주무관이 계약한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리스 주무관은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리스계약서 등록을 누락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리스계약으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취득과 달리 리스
계약서를 dBrain 메뉴[자산관리>조달관리>계약>리스계약관리>리스계약등록
및조회]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림 5-4❙리스계약등록및조회

리스대금의 지출은 등록한 리스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리스계약서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리스대금을 올바른 절차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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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리스계약서

(2) 오류에 따른 영향
장리스 주무관이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리스
계약임에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금
청구의 기본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지출로 리스료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재무제표가 왜곡된다.
리스계약서는 리스료 지급 시 리스료와 금융리스부채 및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인식하는 기본정보가 된다. 따라서 리스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한다. 계약관은 리스에 의하여
물품 등이 취득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서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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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금융리스부채 감소와 금융리스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과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유동부채)가 각각 8억 2,262만원, 7억 6,59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이자비용이 5,671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06p 중>
ㅇ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신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에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는 본 회계연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였
으므로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8억 2,26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
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6,591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금융리스이자
비용이 5,67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88p 중>
ㅇ 금융리스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금융리스와 관련한 리스료를 운용리스료로 잘못
회계처리하면서 금융리스부채 감소분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운용리스료
(프로그램명: 국방정보화)와 잡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41억 6,164만원,
36억 8,46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금융리스이자비용(비배분비용)이 4억
7,69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71p 중>
ㅇ 금융리스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금융 리스의 금융리스부채 원금상환부분을 금융리스
부채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리스료의 지급을 지급임차료로 회계
처리하고 금융리스부채의 감소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지급임차료(프로그램총원가)가 74억 3,12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잡이익
(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33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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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스계약서 등록

(1) 리스계약서 입력사항
리스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관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상각표,
이자율 및 리스기간 등을 dBrain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향후 리스료 지급 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표 5-2❙리스계약서 입력사항
입력사항

내용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입력한다.
리스 계약의 내용을 입력한다.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기간이다.
계약에 의하여 매 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총 리스기간을 입력한다.
리스료를 지급하는 주기를 입력한다.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입력한다.
리스료 지급 방식으로 리스개설 시 지급하는 선납과,
리스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후납 두가지 방식이 있다.
리스회사를 검색하여 선택한다.
리스거래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보증잔존가치는 금액 또는 퍼센트로 입력한다.
리스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입력한다.
리스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입력한다.
[구매계약내역추가]버튼은 리스자산을 등록하는 메뉴이며
[구매계약내역삭제]버튼은 리스자산을 삭제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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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상환스케줄
[사례]
• 리스기간 : 20X2. 1. 1 ~ 20X5. 12. 31(4년)
• 리스자산ㆍ부채금액 : 100,000,000원
• 연간리스료 : 31,547,080원(매년말 지급)
• 내재이자율 : 10%

그림 5-6❙금융리스부채 상환 상각표의 흐름

표 5-3❙리스상환 스케줄
회차

납입일

대금청구
요청금액

매회리스금액
(A)

매회이자금액
(B)

원금/리스부채
(A-B)

0

원금/리스부채잔액
100,000,000

1

20X2. 12. 31

31,547,080

31,547,080

10,000,000

21,547,080

78,452,920

2

20X3. 12. 31

31,547,080

31,547,080

7,845,292

23,701,788

54,751,132

3

20X4. 12. 31

31,547,080

31,547,080

5,475,113

26,071,967

28,679,165

4

20X5. 12. 31

31,547,080

31,547,080

2,867,915

28,679,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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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입일 : 리스계약서 상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날짜이다.
② 대금청구요청금액 : 매회 지급해야 하는 매회리스금액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스케줄에 따른 매회
리스금액이 원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동액만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단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요청금액은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향후 대금청구서 작성 시 선택한 납입일과 회차에
대한 대금청구요청금액이 연계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입력 : 31,547,080)
③ 매회리스금액 : 리스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례에서 연간리스료가 매회리스금액이 된다. (입력 : 31,547,080)
④ 매회이자금액 :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 경우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잔액에
내재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금융리스에서 금융리스부채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지만, 매회리스금액은 원금과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매회리스금액에서 원금에 대한 금액은 금융리스
부채를 차감시키고, 이자에 대한 금액은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이유는 금융리스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하는
물적금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비용은 별도로 인식한다. (입력 : 전년 말(기초) 잔액 * 10% * 12/12)
⑤ 원금/리스부채 :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 경우, 매회리스금액에서 이자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환스케줄의 수식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회리스금액(A)에서 매회이자금액(B)을 차감한 금액이다. (입력 :
매회리스금액 – 매회이자금액)
⑥ 원금/리스부채잔액 : 리스계약에 의해 향후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잔액으로 금융리스부채에서 매회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
이다. 보증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리스기간의 종료 시 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게 되며, 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의
종료 시 모두 소멸하게 된다. (입력 : 전년 말 잔액 – 당해 회차 원금/
리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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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상환스케줄 계산구조
날짜

계산구조

20X2.01.01

리스계약일에 인식한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가액은 100,000,000원이다.

20X2.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100,000,000 x 10% = 10,000,000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10,000,000 = 21,547,080
금융리스부채잔액 = 100,000,000 – 21,547,080 = 78,452,920

20X3.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78,452,920 x 10% = 7,845,292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7,845,292 = 23,701,788
금융리스부채잔액 = 78,452,920 – 23,701,788 = 54,751,132

20X4.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54,751,132 x 10% = 5,475,113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5,475,113 = 26,071,967
금융리스부채잔액 = 54,751,132 – 26,071,967 = 28,679,165

20X5.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28,679,165 x 10% = 2,867,915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2,867,915 = 28,679,165
금융리스부채잔액 = 28,679,165 – 28,679,1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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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지 않은 리스료 지급 오류

집행단위담당자 나재정 주무관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려고 한다.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료 지급은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일반지출로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리스료의 대금 지출은 일반적인 지출과 달리 [자산관리>조달관리>대금청구>
dBrain청구등록>리스대금청구등록]에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출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5-7❙리스대금청구등록

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계약서의 ‘리스대금상환스케줄표’에
따라 리스대금을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리스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림 5-7>
화면과 같이 해당 리스계약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통해
금융리스의 리스대금을 이자부분과 원금상환부분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본
정보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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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스대금청구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로 리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리스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검수 시점에 해당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므로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난다.
리스료 지급 시에는 기간에 따른 이자비용과 금융리스부채 상환부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일어나는데 리스대금청구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하면 아래와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ㅇ 잘못된 업무처리(일반지출 처리)
차 변
기타자산임차료

대 변

금 액
50,000,000

현 금

금 액
50,000,000

ㅇ 올바른 업무처리(리스대금청구를 통한 지출)
차 변

금 액

대 변

이자비용

10,000,000

금융리스부채

40,000,000

현 금

금 액
50,000,000

리스대금의 지급은 리스계약서를 근거로 리스대금청구를 선행한 후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리스대금 지급은 일반지출과 지출 처리방식이
상이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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