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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협동조합(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l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과 달리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소관

주무부처가 감독의 목적 및 업종(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시) 사회적협동조합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l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으로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특정사업 및 특정자금의

보유로 인한 운영,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합니다.

v 협동조합기본법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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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일반

v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v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l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l 예산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 확정되어야 합니다.

l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기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보고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계획 수익 및 비용, 
자본 예산 편성

예산 및 사업계획(안)
취합 및 완성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조합원총회
승인

예산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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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및 지출 일반(1)

l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Ø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Ø 거래 전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확인한 후에 결재 승인하여야 합니다.

Ø 모든 거래는 통장거래가 원칙입니다.

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Ø 결제 지급일은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수입 및 지출 시 지켜야할 사항

구분 내용 관련 증빙

수입

출자금 조합원가입원서 및 통장입금기록

조합(운영)비 조합원관리대장 및 통장입금기록

기부금 기부약정서 및 입금기록

매출대금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기록

지출
'개인'에게 지급

계약서, 상대방의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송금증(통장출금기록), 
신고된 지급명세서

'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서, 상대방의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송금증(통장출금기록),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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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및 지출 일반(2)

Ø 협동조합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은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Ø 자금관리를 위하여 협동조합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Ø 통장의 예입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Ø 통장은 그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용이합니다.

Ø 통장관리 예시

① 사업관련 통장1 : 주사업 매출 및 매입관련 통장

② 사업관련 통장2 : 주사업 이외 사업관련 매출 및 매입 관련 통장

③ 일반관리비 등 통장 : 사업이행에 필요한 지출 등 관련 통장

④ 특수 용도의 통장 : 부가가치세, 퇴직금, 예수금, 잡수입 등 관련 통장

통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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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및 지출 서식 예시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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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내역서 작성예시(1)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세부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증빙 관련통장

2019-09-02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노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3,300,000 노변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000,000 하늘지역아동센터(대구서부지부) 계산서 138

2019-09-03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메이커미래공방보조강사비 1,328,000 국민권주아 현금영수증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274,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0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시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4,920,000 시지중학교 계산서 138

2019-09-0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238,000 대평고등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황금중 3D펜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20,000 황금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90,000 주식회사 커스프 계산서 138

2019-09-11 기타사업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지원금 260,000 일자리지원금 735-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46,195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68,559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달서공고 드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360,000 대구달서공업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구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996,000 경구중학교(학) 계산서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140,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1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신한이수현 계산서 138

2019-09-2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2019-09-21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손다진　　　　　 계산서 138

2019-09-25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 1,000,000 농협(사)공동체디자인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대원고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1,425,000 대원고등학교 계산서 138

2019-09-26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3,118,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27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영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 프로그램 진행비 4,900,000 영남대학교산학협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전통문화예술 아카데미 모델개발 선금 3,499,380 신한(사)한국문화공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호산고 레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88,000 호산고등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지원금 11,863,960 경제과 411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335,260 경제과 411

2019-09-29 기타사업 예금이자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3,616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138

2019-09-3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북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1,080,000 대구북중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운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2,556,000 경운중학교 계산서 138

45,604,370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수입)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세부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증빙 관련통장

2019-09-02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노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3,300,000 노변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000,000 하늘지역아동센터(대구서부지부) 계산서 138

2019-09-03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메이커미래공방보조강사비 1,328,000 국민권주아 현금영수증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274,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0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시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4,920,000 시지중학교 계산서 138

2019-09-0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238,000 대평고등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황금중 3D펜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20,000 황금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90,000 주식회사 커스프 계산서 138

2019-09-11 기타사업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지원금 260,000 일자리지원금 735-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46,195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68,559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달서공고 드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360,000 대구달서공업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구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996,000 경구중학교(학) 계산서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140,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1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신한이수현 계산서 138

2019-09-2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2019-09-21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손다진　　　　　 계산서 138

2019-09-25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 1,000,000 농협(사)공동체디자인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대원고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1,425,000 대원고등학교 계산서 138

2019-09-26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3,118,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27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영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 프로그램 진행비 4,900,000 영남대학교산학협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전통문화예술 아카데미 모델개발 선금 3,499,380 신한(사)한국문화공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호산고 레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88,000 호산고등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지원금 11,863,960 경제과 411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335,260 경제과 411

2019-09-29 기타사업 예금이자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3,616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138

2019-09-3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북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1,080,000 대구북중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운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2,556,000 경운중학교 계산서 138

45,604,370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수입)

Step1. 수입일자

반드시 수입일자 순서대로 입금내역을 기록하기

Step2. 항목1
입금일자별로 크게 주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기
- 작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은 정관상 주사업과 기타사업을 확인

Step3. 항목2 
각 주사업 및 기타사업에서 수입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

Step1. 수입일자

반드시 수입일자 순서대로 입금내역을 기록하기

Step2. 항목1
입금일자별로 크게 주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기
- 작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은 정관상 주사업과 기타사업을 확인

Step3. 항목2 
각 주사업 및 기타사업에서 수입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

작성요령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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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내역서 작성예시(2)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세부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증빙 관련통장

2019-09-02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노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3,300,000 노변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000,000 하늘지역아동센터(대구서부지부) 계산서 138

2019-09-03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메이커미래공방보조강사비 1,328,000 국민권주아 현금영수증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274,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0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시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4,920,000 시지중학교 계산서 138

2019-09-0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238,000 대평고등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황금중 3D펜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20,000 황금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90,000 주식회사 커스프 계산서 138

2019-09-11 기타사업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지원금 260,000 일자리지원금 735-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46,195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68,559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달서공고 드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360,000 대구달서공업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구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996,000 경구중학교(학) 계산서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140,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1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신한이수현 계산서 138

2019-09-2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2019-09-21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손다진　　　　　 계산서 138

2019-09-25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 1,000,000 농협(사)공동체디자인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대원고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1,425,000 대원고등학교 계산서 138

2019-09-26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3,118,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27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영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 프로그램 진행비 4,900,000 영남대학교산학협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전통문화예술 아카데미 모델개발 선금 3,499,380 신한(사)한국문화공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호산고 레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88,000 호산고등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지원금 11,863,960 경제과 411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335,260 경제과 411

2019-09-29 기타사업 예금이자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3,616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138

2019-09-3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북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1,080,000 대구북중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운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2,556,000 경운중학교 계산서 138

45,604,370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수입)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세부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증빙 관련통장

2019-09-02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노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3,300,000 노변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000,000 하늘지역아동센터(대구서부지부) 계산서 138

2019-09-03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메이커미래공방보조강사비 1,328,000 국민권주아 현금영수증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274,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0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시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4,920,000 시지중학교 계산서 138

2019-09-0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238,000 대평고등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황금중 3D펜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20,000 황금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90,000 주식회사 커스프 계산서 138

2019-09-11 기타사업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지원금 260,000 일자리지원금 735-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46,195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정산 68,559 ＳＣ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달서공고 드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360,000 대구달서공업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구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996,000 경구중학교(학) 계산서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140,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1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신한이수현 계산서 138

2019-09-2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2019-09-21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청소년문화교류 보조강사비 547,200 손다진　　　　　 계산서 138

2019-09-25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 1,000,000 농협(사)공동체디자인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대원고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1,425,000 대원고등학교 계산서 138

2019-09-26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3,118,000 C M S입금 우체국

2019-09-27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영남대 이노폴리스캠퍼스 프로그램 진행비 4,900,000 영남대학교산학협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전통문화예술 아카데미 모델개발 선금 3,499,380 신한(사)한국문화공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호산고 레고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88,000 호산고등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수업 재료비 100,0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지원금 11,863,960 경제과 411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335,260 경제과 411

2019-09-29 기타사업 예금이자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3,616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138

2019-09-3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북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1,080,000 대구북중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운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2,556,000 경운중학교 계산서 138

45,604,370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수입)

Step4. 세부내용
- 입금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
- 각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가장 기초가 됨

step5. 입금액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재

Step6. 입금처
-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입
-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입금된 경우에는 ‘소비자’로 통일하여 기입

Step7. 입금증빙
-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발행된 경우 반드시 기재
- 그 외 증빙자료는 생략해도 무방함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Step8. 관련통장
입금된 사회적협동조합 통장 끝 세자리를 기록

Step4. 세부내용
- 입금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
- 각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가장 기초가 됨

step5. 입금액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재

Step6. 입금처
-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입
-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입금된 경우에는 ‘소비자’로 통일하여 기입

Step7. 입금증빙
-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발행된 경우 반드시 기재
- 그 외 증빙자료는 생략해도 무방함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Step8. 관련통장
입금된 사회적협동조합 통장 끝 세자리를 기록

작성요령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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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출내역서 작성예시(3)

지출일자 항목 1 항목 2 항목3 세부내용 지출금액 지출처 관련증빙 관련통장

2019-09-02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판매 8,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안동 진로체험 출장직원 식대 42,000 뼈나루감자탕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65,000 주식회사 늘푸르 신용카드 940

2019-09-03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출장 직원 식대 48,240 시지중급식비 전자세금계산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소모품비 팬텀 3 중고 구매 305,000 팬텀３ 인터넷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5,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2019-09-04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130,000 국민박덕순 세금계산서 940

공통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72,000 이동근선산곱창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체크카드 940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297 대성산업(주)구마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소모품비 충전용 허브 어댑터 구입 97,000 (주)네이버 신용카드 940

공통비 사무용품비 노트북 부품 어댑터 구입 8,50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2019-09-05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학생 간식비 28,000 러스트핑크 신용카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500 고봉민김밥상인점 신용카드 940

공통비 임차료, 관리비 청소비 50,000 더바인영어(박혜 간이영수증 735-6

공통비 복리후생비 추석 명절 접대비 303,76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공통비 CM S 수수료 CM S수수료 7,040 C M S  우체국

2019-09-06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000 엘지주유소 신용카드 940

2019-09-0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비 66,340 G S25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비 3,500 G S25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2019-09-08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9,450 (주)지원네트웍스 신용카드 940

2019-09-09 공통비 생활용품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5,800 씨유대구상인드림 현금영수증 940

공통비 우편발송비 보드게임 판매 4,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학교지원사업팀 회의비 93,000 대장부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직원 간식비 2,650 롯데쇼핑(주)상인 신용카드 940

2019-09-1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1,767,520 1908국민건강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2,443,300 1908국민연금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418,150 1908고용보험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218,420 1908산재보험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49,870 국민김혜성 급여대장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99,870 국민권주아 급여대장 735-6

10,328,207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지출)

수입내역서와 거의 유사하나 항목3이 추가 됨

- 여러 지출내용을 동일한 항목으로 묶을 필요가 있고,
- 향후 지출내역서를 통해 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임
* 개별 지출에 대해선 각 협동조합이 각자의 공통분모로 항목을 설정

수입내역서와 거의 유사하나 항목3이 추가 됨

- 여러 지출내용을 동일한 항목으로 묶을 필요가 있고,
- 향후 지출내역서를 통해 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임
* 개별 지출에 대해선 각 협동조합이 각자의 공통분모로 항목을 설정

작성요령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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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출내역서 작성예시(4)

지출일자 항목 1 항목 2 항목3 세부내용 지출금액 지출처 관련증빙 관련통장

2019-09-02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판매 8,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안동 진로체험 출장직원 식대 42,000 뼈나루감자탕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65,000 주식회사 늘푸르 신용카드 940

2019-09-03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출장 직원 식대 48,240 시지중급식비 전자세금계산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소모품비 팬텀 3 중고 구매 305,000 팬텀３ 인터넷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5,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2019-09-04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130,000 국민박덕순 세금계산서 940

공통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72,000 이동근선산곱창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체크카드 940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297 대성산업(주)구마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소모품비 충전용 허브 어댑터 구입 97,000 (주)네이버 신용카드 940

공통비 사무용품비 노트북 부품 어댑터 구입 8,50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2019-09-05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학생 간식비 28,000 러스트핑크 신용카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500 고봉민김밥상인점 신용카드 940

공통비 임차료, 관리비 청소비 50,000 더바인영어(박혜 간이영수증 735-6

공통비 복리후생비 추석 명절 접대비 303,76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공통비 CM S 수수료 CM S수수료 7,040 C M S  우체국

2019-09-06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000 엘지주유소 신용카드 940

2019-09-0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비 66,340 G S25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비 3,500 G S25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2019-09-08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9,450 (주)지원네트웍스 신용카드 940

2019-09-09 공통비 생활용품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5,800 씨유대구상인드림 현금영수증 940

공통비 우편발송비 보드게임 판매 4,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학교지원사업팀 회의비 93,000 대장부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직원 간식비 2,650 롯데쇼핑(주)상인 신용카드 940

2019-09-1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1,767,520 1908국민건강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2,443,300 1908국민연금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418,150 1908고용보험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218,420 1908산재보험 공과금영수증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49,870 국민김혜성 급여대장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99,870 국민권주아 급여대장 735-6

10,328,207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지출)

작성방법은 수입내역서와 거의 유사함
다만, 지출내역은 관련 증빙의 수취가 중요하므로 증빙의 종류를 빠
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핵심

또한, 지출 증빙의 경우 수입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성방법은 수입내역서와 거의 유사함
다만, 지출내역은 관련 증빙의 수취가 중요하므로 증빙의 종류를 빠
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핵심

또한, 지출 증빙의 경우 수입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성요령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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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결산이란 회계연도말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종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l 협동조합은 결산을 통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결산은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2개월 내에 이루어짐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1. 결산일반

분개장(전표입력), 총계정원장

결산 프로세스 흐름도

결산 수정전 시산표, 결산전표 입력,
결산 수정후 시산표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 마감

기중 거래발생 시

결산예비절차
(결산준비)

결산 본 절차
(장부의 마감)

재무제표 작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협동조합의 결산

Ø 협동조합의 결산은 일반적인 결산 프로세스에 따라 시행함.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세무에 맞게 결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산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 별 사업부문은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있다.

Ø 협동조합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잉여금처분안 등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작성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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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2. 대차대조표 작성

◆ 자산=부채+자본

◆ 당기순손실 전기 -16,396,906 

→ 전기 순이익 16,396,906원을 의미함
◆미처리결손금=

전기 미처리결손금+당기순이익 or 당기순손실
(216,149,652+ 121,950,039=338,099,691)

◆ 자산=부채+자본

◆ 당기순손실 전기 -16,396,906 

→ 전기 순이익 16,396,906원을 의미함
◆미처리결손금=

전기 미처리결손금+당기순이익 or 당기순손실
(216,149,652+ 121,950,039=338,09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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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계산서 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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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3. 손익계산서 작성(2)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수익 또는 영업손실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법인세등 = 당기순손익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수익 또는 영업손실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법인세등 = 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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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4. 법정적립금(1)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

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

(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

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

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기업에 비해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를 강하게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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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적립금(2)

1.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자본 내의 개념상 이동일뿐, 실제 현금을 적립하는 개념이 아님

2. (현금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잉여금은 누적되는 구조임. 

3. 적립금의 적립은 잉여금의 일부를 처분하지 않고 미래사업 등을 위해 재분류하는 개념

[법정적립금의 적립분개]

(차변) 이익잉여금 XXX 자본의 감소▽ / (대변) 법정적립금 XXX 자본의 증가△

<자주 반복되는 질의사항>

- 법정적립금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돈을 넣어 놓아야 하나요?
-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주관부처에서 법정적립금 적립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데 맞는 말인가요?

: 모두 NO.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잉여금의 일부를 개념상 다른 이름을 붙여 적립(재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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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적립금(3)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

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대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

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도 잉여금이 남아있을 경우 배당이 가능함.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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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적립금(4)

(유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회계연도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유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회계연도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전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합 계

3. 이익잉여금처분액

처분후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배당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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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1)

(사례1) 

출자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첫해에 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경우

(사례1) 

출자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첫해에 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경우

1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1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2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출자금 10,000,000

1.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

출자금 10,000,000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 당기순이익 5,000,00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합 계 5,000,000

3. 이익잉여금처분액

잉여금 5,000,000

(당기순이익 5,000,000)

(1) 법정적립금 1,500,000 법정적립금 1,500,000

(2) 임의적립금 -

잉여금 3,500,000(3) 배당금 -

4.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

법정적립금을 적립해도, 자본총계는 그대로임법정적립금을 적립해도, 자본총계는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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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재무상태표 末 자본 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출자금 10,000,000

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000,000

출자금 10,000,000

(1)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5,000,000

(2) 당기순이익 8,000,00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합 계 3,000,000

3. 이익잉여금처분액

잉여금 3,000,000

(당기순이익 8,000,000)

(1) 법정적립금 900,000 법정적립금 900,000
(2) 임의적립금 -

잉여금 2,100,000
(3) 배당금 -

4.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00,000

1기말 손실 500만원을 보전하고 남은
잉여금의 300만원에 대해 적립

(사례2) 1기에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이익이 난 경우

: 1기 말 500만원 손실, 2기에는 800만원 당기순이익 발생한 경우

(사례2) 1기에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이익이 난 경우

: 1기 말 500만원 손실, 2기에는 800만원 당기순이익 발생한 경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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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재무상태표 末 자본 2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출자금 10,000,000

1.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

출자금 10,000,000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3,500,000

(2) 당기순손실 △3,000,00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합 계 500,000

3. 이익잉여금처분액

법정적립금 1,500,000 (1) 법정적립금 150,000 법정적립금 1,650,000

(2) 임의적립금 -

잉여금 500,000

(당기순손실 △3,000,000)
잉여금 350,000

(3) 배당금 -

4.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

1기에 발생한 잉여금 500만원 중 150만원을 법정적립금
으로 적립한 후 남은 35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2기의 손실
을 보전하는 데 사용. 당기순손실이 발생해도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남아있는경우 법정적립금 적립

1기에 발생한 잉여금 500만원 중 150만원을 법정적립금
으로 적립한 후 남은 35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2기의 손실
을 보전하는 데 사용. 당기순손실이 발생해도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남아있는경우 법정적립금 적립

(사례3) 1기에 이익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손실이 난 경우

: 1기 말 500만원 이익, 2기에는 300만원 손실 발생

(사례3) 1기에 이익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손실이 난 경우

: 1기 말 500만원 이익, 2기에는 300만원 손실 발생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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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2.   전기에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1.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2.   전기에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법정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당기순이익은 통장 잔고(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법정적립

금을 적립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미적립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 누적된 법정적립금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항목에 기재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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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당기순손실: -16,396,906원
→ 전기의 당기순이익 16,396,906원 발생

전기 미처리결손금: 216,149,652원
→ 전기의 당기순이익인 16,396,906원을 더한 후에
도 216,149,652원의 결손금이 남은 상태

→ 즉, 그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누적 손실금이
232,546,558원으로,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
나 당기에 법정적립금이 적립돼 있을 수 없음

Case 1.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 존재Case 1.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 존재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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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처리결손금이 없었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순
손실이 적립금 합계보다 크다면 손실을 보전하는
데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당기에 남아있
는 적립금이 없게 됨

→ 이 경우 이익잉여금 항목에 적립금 관련 항목이
기재되지 않으며,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의 금액이 전
기의 순이익 금액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전기 미처리결손금이 없었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순
손실이 적립금 합계보다 크다면 손실을 보전하는
데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당기에 남아있
는 적립금이 없게 됨

→ 이 경우 이익잉여금 항목에 적립금 관련 항목이
기재되지 않으며,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의 금액이 전
기의 순이익 금액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Case 2.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Case 2.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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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분회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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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협동조합은 매 결산기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협동조합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함.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7. 결산보고

Ø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함. 

경영공시

Ø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협동조합은 결산서를 토대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함

세무신고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 실시 정기총회 승인 경영공시

조합은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 7일전에 감사에게 제출

일정규모 이상* : 조합원 수 200명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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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1)

l 법인세는 법인사업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은 법인의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차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일반

Ø 사업연도는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은 법인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넘지 못합니다..

Ø 신고납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Ø 법인세 계산

회계상 결산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익금 총액

(-) (-)

비용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 총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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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2)

사업소득(수익사업)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 신고 특례에 따른 간이신고서식으로 신고

비영리법인 간이신고서식

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Ø 원천납부세액명세서(동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동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Ø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세

l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의무 발생



Ⅴ. 협동조합 세무

30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1. 법인세(3)

구분경리된 손익계산서(예시)구분경리된 손익계산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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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설정
한도

설정
방법

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지출목적으로 수익사업 회계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가능

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해당 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신고조정을 인정

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

※ 법인세법 상 한도

• 100%한도 적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 적용

• 50%한도 적용 그 밖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l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청산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내국법인이 설정 가능_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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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1)

l 협동조합(영리) 및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은 주요 사업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①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②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게 모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와 고유사업만 영위하는 비사업자의 제출의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비영리법인(고유사업만을 영위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1기 확정 : 7월 25일, 2기 확정 : 다음해 1월 25일)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 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4.25

확정신고 4.1 ~ 6.30 7.1 ~7.25

제 2 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10.25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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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l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2. 부가가치세(2)

고유번호증의 사업자등록증 전환

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Ø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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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1)

l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l 협동조합은 직원을 두는 경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인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Ø 근로소득이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Ø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명칭이나 방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 법인에서 받은 급여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연말정산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의 징수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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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2)

기타소득

Ø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소득으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기타소득의 징수

소득세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20%

§ 강사료, 강연료, 문제출제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은 총수입금액의 60% 공제 후 기타소득 20% 징수

§ 필요경비가 80%, 90%인 기타소득 항목도 있음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사업소득

Ø 사업소득이란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

합니다.

※ 사업소득의 징수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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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3)

일용근로자

Ø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3월 이상 계속 고용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징수

- 징수대상 : 일당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징수방법 :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징수하되 그 징수금액의 55%는 세액공제 적용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7% 징수.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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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4)

구분 소득종류 소득구분

강사비

근로소득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고문료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소득구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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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원천원천징수내역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9월 25일 급여지급시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Ø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3. 원천세(5)

원천세액 신고 및 납부

Ø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 :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고, 얼마를 원천징수 납부했는지에 대한 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구분 제출 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그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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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세(6)

구분 대상 세율(소득세+주민세) 근거

근로소득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
지급금액 * 3.3% 소득세법 제19조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타 기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

(지급금액-필요경비) * 22%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일용근로자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지급금액-15만원) * 6.6%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129조

소득세 원천징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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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고서 작성(1)

대차대조표 자본_출자금1

Ø 매 결산 기말 기준 출자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Ø 재무상태표상 출자금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좌잔액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출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계좌잔액

이 아닙니다. 즉, (현재 조합원이 출자한 전체 출좌자수 X 1좌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오류 사항

Ø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을 기재

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인통장잔액을 출자금으로 입력하는 경우

Ø 출자금과 함께 조합비를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

Ø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Ø 출자금을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으로 중복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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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고서 작성(2)

대차대조표 자본_법정적립금2

Ø 법정적립금은 자본항목의 Ⅴ. 이익잉여금 하부 계정과목을 표시합니다.

Ø 법정적립금은 출자금의 3배까지 적립합니다.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적립할 시 임의적립금 등의 항목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오류 사항

Ø 세무대리인의 법정적립금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시

Ø 법정적립금을 출자금의 3배까지 적립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으로 적립 또는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임의적립

금 등 기타적립금으로 표시

Ø 법정적립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적립하는 사례_ 발생한 잉여금을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적립금으로

유보하라는 의미일 뿐, 이를 통장에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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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고서 작성(3)

대차대조표 자본_이익잉여금,자본총계3

이익잉여금 총계
Ø 하부 예시 항목에 ‘미처리결손금’은 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당기순익이 발생해도 기입하지 않거나, 다른 계정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음

Ø (이월결손금) 계정이 있어 이는 결산서양식오류로 (미처리결손금)의 금액과 동일한 내용으

로 중복 입력하는 경우도 있음

Ø 당기순손익의 당기/전기 금액 오류 및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Ø 당기와 전기 중 한번은 순이익이 한번은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호의 오류발생

이익잉여금 총계
Ø 하부 예시 항목에 ‘미처리결손금’은 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당기순익이 발생해도 기입하지 않거나, 다른 계정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음

Ø (이월결손금) 계정이 있어 이는 결산서양식오류로 (미처리결손금)의 금액과 동일한 내용으

로 중복 입력하는 경우도 있음

Ø 당기순손익의 당기/전기 금액 오류 및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Ø 당기와 전기 중 한번은 순이익이 한번은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호의 오류발생

자본 총계

Ø 자본총계의 개념, 자본총계를 계산하는 법을 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자본 총계

Ø 자본총계의 개념, 자본총계를 계산하는 법을 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오류 사항



손익계산서 계정4

Ø 보조금 수입 처리 문제 : 협동조합의 주 사업임에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업수익(매출)

0원에 영업손실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기형적인 재무제표가 만들어짐(여기서 보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보조금을 의미함)

Ø 조합비/회비 처리: 조합비 혹은 회비를 기본 운영비로 하는 경우 조합비나 회비를 사업수익(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음.

* 주사업 운영비 성격이 아닌 조합비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Ø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입력의 오류 : 손실의 경우 금액 앞에 (-)를 입력하거나 계정을 (손실)로 바꿔야 함에도 그렇

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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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보고서 작성(4)

오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