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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OE) required cash flow statements, instead of fund statements, as a component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s (IACF) when it revised IACF accounting rules in 2012.

While the fund statements were aligned its accounts to the operating statements’ accounts level, the newly adopted cash flow 
statements’ accounts retreated to two levels higher than those of the operating statements. It may be resulted from the consideration 
that IACFs’ burden of preparing cash flow statements especially in direct method. To help IACFs prepare the cash flow statements, 
MOE's guidance on IACF accounting rules introduced cash flow statement preparation method and presented a practical example, 
but it did not check whether the accounts of the cash flow statement were reconciled to the accounts of corresponding balance 
sheet and operating statement. That means that the guidance still lacks how to assure it was accurately prepared.

Our study proposed cash flow statement preparation using reconciliation method which reconciles cash flow statement accounts’ 
amounts to balance sheet and operating statement accounts’ amounts with integrity checking and also provided a practical example 
by using the same case in MOE’s guidance on IACF accounting rules to help IACF accounting personnel to prepare a cash 
flow statement efficiently.

Keywords：Cash Flow Statements, Direct Method, Accounts Reconciliation Metho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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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4월 ｢산학 력단회계처리규

칙｣을 개정하면서 재무제표  이 의 자 계산서를 

흐름표로 체하 다. 한 개정 회계처리규칙(별표 3) “
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에서는 운 활동을 직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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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함으로써 흐름표를 작성하는 직 법  간 법 

두 가지 형태  직 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 법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간 법 형식이 이 의 자

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의 상세수 을 담기에 부족하다

는 과 직 법과 간 법 흐름표의 정보유용성 분석

에 한 선행연구에서 모든 결론이 직 법이 간 법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 
2, 6, 7, 8, 9, 14]. 그러나 동 “ 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
에서 ‘ 항목’ 3단계 체계상 흐름표의 ‘목’(level 3) 수
 계정은 운 계산서(회사의 손익계산서에 해당)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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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 Accounts level of Operating State-

ment and Fund Statement before 2012 Revision

<Figure 2> Comparison : Accounts level of Operating State-

ment and Cash Flow Statement after 2012 revision

(level 1) 수  계정에 응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의 자

계산서가 운 계산서의 ‘목’(level 3) 수  계정에 응

되었던 것보다 후퇴하 다.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 해설｣[11, 13]에서는 실무에 

도움을  목 으로 사례를 통해 흐름표 작성 방법

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체성 면에서는 한 수

이지만, 운 계산서 모든 계정 액  재무상태표 모

든 계정의 변동액이 흐름표 계정 액과 상호 부합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 해설｣에서 제

시한 사례를 토 로 운 계산서 계정 액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동액이 모두 흐름표 작성 과정에 조정 반

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학 력단 실무에서 흐름표

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와 운 계산서와의 연계성을 상호 

검증하면서 효율 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회계처리규칙의 주요 개정사항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의 2012년 개정 이 까지는 

자 계산서가 흐름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의 2009년 12월 개정[12] 시 자 계

산서만 산과 결산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했

던 단서를 삭제하 다. 여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

성해왔고 이 개정으로 자 계산서도 회계연도 비교 형식

으로 작성하게 되어 모든 재무제표의 형식이 일 성 있

게 되었다. 한편 산 비 실 의 비교는 자 산서와 

부속명세서인 자 수지계산서명세서를 비함으로써 여

히 가능하 다.
이때까지는 자 산서(자 수지계산서), 운 계산서, 

자 계산서 간에 표시하는 계정의 상세 수 이 동일하

는데, 이는 <Figure 1>과 같이 운 계산서 등의 ‘ 항목’ 
계정을 자 계산서의 ‘목’(level 3) 계정에 한꺼번에 표시
함으로써 가능하 다. 
한편, 자 계산서는 운 계산서와의 차별성이 크게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 계산서가 운 계산서 계정 

 고유목 사업 비 환입, 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고
유목 사업 비 입액 등 비  손익과 투자  재무

활동 손익 정도를 제외한 모든 계정 액을 운 계산서

와 동일하게 표시하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변동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 활동자 흐름을 표시한 결과 자

계산서에 표시된 반 이상의 계정  액이 운 계

산서와 복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운 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변동, 투자활동자 흐름과 재무활동자 흐름 

항목 부분만 운 계산서와 차별된 것이었다.
2012년 4월 개정 때는 자 계산서를 흐름표로 

체하 으며, 자 수지계산서를 삭제함으로써 산회계 범

에서 벗어나게 되었다[15]. 흐름표는 간 법 형태

인 운 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변동을 별도로 구분하

여 표시하지 않고, 의 발생원천에 따른 손익 계정으

로 표시하는 직 법을 용하도록 하 다. 이는 자 계산

서 시 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변동액을 별도 행으로 구

분하여 표시하던 것을 흐름표에서는 운 계산서 항

목 액에 조정 반 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 운 계산서

와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다.
그런데, 자 계산서 때와는 달리 <Figure 2>와 같이 운
계산서 등의 ‘ 항목’ 계정  ‘ ’(level 1) 계정 수
을 흐름표의 ‘목’(level 3) 계정에 표시하도록 하여 
개정 보다 2개 단계의 상세수 이 부족하게 되었다. 자
산서도 산서로 명칭을 바꾸면서 계정 수 을 

흐름표와 동일하게 하 다. 결국, 산서도 이  

자 산서보다 2개 단계 상세수 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는 포 인 산편성을 지양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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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h Flow Statements Preparation Steps[11]

Cash Flow types
Step 1 :  

Operating Statement
amounts

Step 2 : 
Current assets/liabilities

Inc (Dec) amounts

Step 3 : 
Investing and 

Financing activities 
Final

Cash inflow in Operating Activities

Refer the amount as stated in 
Operating Statement(Excluding 
revenues without cash inflows)

Eliminate accrual accounting 
journals to reverse revenues in 
Operating Statement to cash 
accounting

　

×××
IAC Revenue ×××
Support Revenue ×××
Overhead Support ×××
Transferred-in and Contributions ×××
Non-operating Revenues ×××
Cash inflow in Investing Activities 　 　 Disposal amounts of non-current assets ×××

Cash inflow in Financing Activities 　 　
Proceeds from Non-current liabilities 
and Net assets ×××

Cash inflow Total 　 　 　 ×××
Cash outflow in Operating Activities

Refer the amount as stated in 
Operating S tatement 
(Excluding expenses without 
cash outflows)

Eliminate accrual accounting 
journals to reverse expenses in 
Operating Statement to cash 
accounting

　

×××
IAC Expenses ×××
Support Program Expenses ×××
Overhead Expenses ×××
General Admin. Expenses ×××
Non-operating Expenses ×××
Cash outflow in Investing Activities 　 　 Purchase amounts of non-current assets ×××

Cash outflow in Financing Activities 　 　
Payments of Non-current liabilities 
and Net assets ×××

Cash outflow Total 　 　 　 ×××

첫째, 산편성에서 하부 2단계 상세 산이 산서

에서 생략되므로 실제로 세부 편성하고도 

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투명성 문제가 있고, 세
부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산편성이 방만하게 이

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이 에 다른 비목이기 때문에 산 용 승인이 필요

했던 사항이 본 개정으로 동일 비목에 포함된다면 

포 인 운용이 가능하므로 산이 방만하게 집행

될 수 있다.
셋째, 수입․지출 산  실  정보를 통해 세부 사업별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는 

정보유용성이 감소되었다. 

흐름표를 도입하면서 이 보다 공시 상세수 이 

부족하게 된 배경은 산학 력단 회계 실무에서 느끼는 

흐름표 작성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 자 계산서가 운 계산서 

계정수 에 맞추었던 것과 비교하면 개정 회계규칙은 

산회계 측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10].

3. 회계처리규칙해설의 내용 분석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 해설｣[11, 13]에서는 “정확한 
흐름표의 작성을 해서는 재무상태표  운 계산

서의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모두 필요하며, 실무 으로

는 다음에 제시되는 양식에 따라 흐름표를 작성한 

후 외부 공시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흐름표 

계정의 상세수 이 부족함을 언 하면서, 운 계산서 계

정의 상세수 을 용한 실무 안 양식을 제시하고 있

다. 흐름표 도입 후 두 차례 규칙해설이 발간되었는

데, 두 규칙해설에서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론은 

2015년 규칙해설[11]이 더 체계 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규칙해설의 흐름표는 다음의 3단계 작성방법을 따
르며, <Table 1>과 같이 요약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운 활동으로 흐름에 운 계산서 수익․비용

을 입력한다. 단, 유출 없이 발생하는 감가상

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은 흐름과 련이 없

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단계) 유동자산부채의 증감액을 가감한다.
3단계)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분 액을 악하여 투자활

동으로 인한 유입․유출액을 작성하고, 비유
동부채  기본 의 조달․상환액을 악하여 재

무활동으로 인한 유입․유출액을 작성한다.

실무 안 양식을 사용하여 제시하는 흐름표 작

성 사례는 운 계산서 각 계정 액을 먼  반 하고 이

에 해 재무상태표 상 자산․부채 증감액을 조정 반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운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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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asic Concept of Cash Flow Statement Preparation Form[3] (modified)

수익․비용 입력”에서 “ 유출 없이 발생하는 감가상

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은 제외” 등의 외처리는 실무
에서 용하기에 복잡하며, 이러한 외 항목을 별도로 
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된다. 따라서 제 5.2 의 

<Figure 9>와 같이 하나의 재무상태표 계정 증감액에서 
여러 손익 계정조정 사항이 있는 복잡한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규칙해설에 제시된 
작성방법은 운 계산서 액  재무상태표 계정 증감액

과 흐름표 상 기재된 액의 상호 연계 여부를 검증

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 스스로 정

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계정조정 방식의 현금흐름표 작성

재무상태표 계정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계가 성립하

며, 이를 이용하여 직 법 흐름표를 체계 으로 작

성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4]. 

  증가(감소) = - 비 자산 증가(감소)+
부채 증가(감소)+자본 증가(감소)

즉, “  증감”은 “비 자산 증감  부채 증감”과 
“자본 증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 증감“은 산학
력단 회계에서는 “기본  증감”이며 일반 으로 “당기운
차익”이 이에 해당하고 규칙해설 방법론의 1단계에 해
당한다. “비 자산 증감  부채 증감”은 규칙해설 방
법론의 2단계  3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일 규칙해설의 단서와 같은 외처리를 

용하지 않고 모든 운 계산서 액을 반 한 후 모든 자

산․부채 증감액을 조정 반 한다면 조정 액의 합계가 

“  증감”과 일치함을 이용하여 흐름표가 운 계

산서  재무상태표의 변동액에 일 되게 작성되는지 확

인할 수 있다.
강진화, 안재경[4]은 흐름표 작성과정에서 운 계

산서 액  재무상태표 계정 증감액과 흐름표 상 

기재된 액의 상호 연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정 

간의 계를 표시한 “ 흐름표 작성표”를 고안하 다.
<Figure 3>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용한 흐름표작

성표의 기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도구의 특징은 재
무상태표 계정 증감액을 가로 축에 표시하여 흐름표 

계정의 액과의 계정조정 내용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는 

이다. 그림  “Check 0”으로 표시된 4개 부분은 흐

름표를 정확하게 작성했다면 해당 항목이 ‘0’이 되는 원리
를 활용하기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상태표 계정 증감액 간에 다음의 계가 성립

한다.

    증감+비 증감-부채증감-자본증감 = 0

둘째, 비  거래  체는 계정 상호간에 동일 액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합은 ‘0’이 된다.
셋째, 첫째에서 설명한 모든 재무상태표 계정 증감액이 

흐름표에 계정조정 방식으로 모두 반 되었다

면 이들의 합계도 첫째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

로 ‘0’이 된다.
넷째, 재무상태표 개별 계정의 변동액이 흐름표에 

계정조정 방식으로 반 되었다면 해당 계정의 변

동액과 계정조정액의 차액은 ‘0’이 된다.

직 법 방식을 요구하는 산학 력단 흐름표를 운

계산서 계정과목 수 으로 상세하게 작성할 때 이러한 

흐름표 작성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운 계산서 

액  재무상태표 계정 증감액을 계정조정 방식으로 반

하고, 에 설명한 바와 같은 검증기능을 활용한다면 오류 

가능성을 이고 업무 효율 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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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 Net Increase of Current Assets and Current Liabilities

accounts current year prior year
Increase

(decrease)
ref. in out

Current assets 　 　 　 　 　

Accrued revenues 59,431,675 129,679,495 (70,247,820) ① ＋

Advance payments 85,190,000 79,900,000 5,290,000 ② －

Prepaid income taxes 30,977,720 20,102,030 10,875,690 ③ －

Prepaid VAT 1,887,666 553,290 1,334,376 ④ －

Current liabilities 　 　 　 　 　

Accounts payables 25,000,000 232,846,170 (207,846,170) ⑤ －

Withholdings 359,940,079 - 359,940,079 ⑥ ＋

Taxes withheld 55,089,854 49,341,790 5,748,064 ⑦ ＋

Accrued expenses 2,565,400 - 2,565,400 ⑧ ＋

VAT withheld 8,758,833 4,567,909 4,190,924 ⑨ ＋

Unearned revenues 12,505,239,440 12,642,868,646 
(44,161,892) ⑩ －

(93,467,314) ⑪ －

강진화, 안재경[4]은 직 법 방식의 업활동 8개 계정
과목에 해 효율 으로 계산하는 사례를 보 으나, 본 
논문에서는 90개 이상의 운 활동 계정과목이 있는 복잡

한 경우에 응용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5. 산학협력단 현금흐름표 작성 사례

5.1 사례의 제시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소개한 흐름표작성표를 응

용하여 산학 력단 흐름표를 작성하는 사례를 제시

할 것이다. 재무제표는 2012년 규칙해설[13]의 사례가 유
형자산 처분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15년 규칙해설[11]의 
사례보다 유용하므로 실무 응용 측면에서 이를 사용한다. 
동 규칙해설에서는 기본 으로 시 재무상태표, 운 계

산서를 제시하고 계정별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 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조에 따라 흐름표의 

이란   성자산, 단기 융상품을 말하며, 
그 밖에 제시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와 자산 처분거래

(차변) (대변)

감가상각비 893,464,811 감가상각 계액 893,464,811 

무형자산상각비 46,087,608 무형자산 46,087,608 

기계기구 5,000,000 물기부  5,000,000 

성자산 2,220,000 기계기구 2,220,000 

감가상각 계액 443,800 유형자산처분이익 443,800 

한편, 사례에서 유형자산별 감가상각비는 제시되지 않
았지만 유형자산 증감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 으

로 추정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임 보증 의 기  변동 내역

(차변) (대변)

임 보증 36,250,000 성자산 36,250,000 

성자산 67,150,000 임 보증 67,150,000 

임 보증 의 반환과 수령이 있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순증감 분석 내역

유동자산은 기말에서 기 를 차감하여 “＋”면(자산이 
증가하면) 의 유출이고, 반 로 “－”면(자산이 감소
하면) 의 유입이다. 유동부채는 기말에서 기 를 차

감하여 “＋”면(부채가 증가하면) 의 유입이고, 반
로 “－”면(부채가 감소하면) 의 유출이다.

기계기구의 기  변동

기  기계기구 1,670,144,295 
물기부 증가 5,000,000 (비 거래)
취득 증가 2,629,303,485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  유출)
처분 감소 (2,22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  유입)
기말 기계기구 4,302,227,780 

5.2 계정조정 방식 현금흐름표 작성 사례

본 은 규칙해설과 동일한 사례에 해 흐름표 

작성표를 용하여 작성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제 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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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conciliation of Operating Statement’s amounts

(Change in Net assets)

설명한 규칙해설의 작성 1단계는 운 계산서 액을 반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기운 차익 즉 재무상태표 

항목인 기본  증감을 조정 반 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규
칙해설의 흐름표 작성방법 3개 단계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증감액을 흐름표 계정에 계정조정 는 배부

하여 반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규칙해설의 작성
방법을 요약한 <Table 1>과 흐름표 작성표를 표 한 

<Figure 3>을 비교하면 규칙해설의 작성방법 3개 단계는 
흐름표작성표의 재무상태표 증감액를 계정조정하여 

반 하는 것에 응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
표 각 계정의 증감액이 어떻게 흐름표 계정에 조정 

반 되는지를 설명한다.

기본 (N et assets) : 당기운 차익  운 차익 처분액을 

함께 고려하여 반 한다.

<Figure 4>는 기본  변동액을 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규칙해설 작성방법 1단계(Step 1)인 운 계산서 

액의 반 에 해당하지만 차이 은 감가상각비 등 외처

리하여 배제했던 계정도 모두 포함하고, 립  등 규칙해

설에서 언 하지 않은 운 차익 처분 사항(Appropriations 
of Change in net assets)도 포함함으로써 재무상태표 계정
별 변동액에 하단 계정조정 액 합계를 일치시킨다는 원

칙을 지키고 있다. 

  성자산 : 산학 력단 흐름표에서는 단

기 융상품 변동 액도  증감으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의 기 성자산과 단기 융상품 

잔액은 기 의 에, 당기 잔액은 검증 목 상 (-) 부
호를 붙여 기말의 에 배부한다.

<Figure 5> Reconciliation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미수수익  선 법인세 : 유동자산․부채 순증감분석 ① 
 ③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련하여 조정
한다.

<Figure 6> Reconciliation of Accrued Revenues and Prepaid 

Income Taxes

<Figure 6>에서 운 계산서 상 이자수익(Step 1로 표
시한 액)과 미수수익  선 법인세 변동 액의 합은 

223,606,570로서  이자수입에 해당하며 그 액 그

로 흐름표에 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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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conciliation of Property, Plant, & Equipment

선  : 유동자산․부채 순증감분석 ②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산학/연구장비 재료비”와 련하여 조정한다. 

<Figure 8> Reconciliation of Advance Payments

부가세  : 유동자산․부채 순증감분석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와 련하여 조정한다.

<Figure 9> Reconciliation of Prepaid VAT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 기계기구 변동에 
한 추가정보를 참조하여 조정한다.

각 자산유형별 감가상각비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감가
상각 계액 변동액의 합계와 443,800만큼 차이는 매각된 
기계기구에 한 감가상각 계액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액은 <Figure 9> 하단 체(transfers) 행을 통해 본 
자산 매각  유입에 합쳐서 나타나게 한다. 한 동

일 액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 으므로 산학

력단은 기계기구를 취득 액과 동일한 액으로 처분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규칙해설 1단계에서 비  수

익  비용이라는 이유로 반 하지 않았던 물기부 ,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가상각비 등도 본 논문의 계정조
정 방식에 따라 모두 흐름표 작성표에 반 하고 동

일 액만큼 자산  부채 변동액과 상계한다. 이 게 복

잡한 거래도 계정조정 방식을 용하면 <Figure 9> 하단
과 같이 해당 계정의 증감액과 계정조정액의 차액이 ‘0’
인지 여부를 검사하여 계정조정 사항이 모두 반 되었는

지 체계 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규칙해설에 제시된 작
성방법은 검증에 한 고려가 없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한편, <Figure 9> 우측의 합계는 해당 액 그 로 

흐름표에 표시하는 액이 된다.

무형자산 : 비  비용인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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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conciliation of Intangible Assets

운 차익(Step 1)을 반 할 때 (-)46,087,608을 유

출로 반 했지만, 무형자산 증감액 계정조정에서 무형자
산상각비 (+)46,087,608을 비 비용이므로 유입 요

소로 반 하여 해당 라인은 결국 ‘0’으로 표시된다. 무형
자산 증감액 나머지 잔액인 (-)67,540,000은 무형자산 취
득 액이 된다.

연구기   기타기  : 해당 증감액은 모두  증감

으로 반 한다.

미지  : 유동자산․부채 순증감분석 ⑤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지원 /연구장비 재료비”와 련하여 조정한다.

수 , 제세 수 , 미지 비용, 부가세 수  등은 

유동자산․부채 순증감분석 ⑥내지 ⑨에 해당하며 증감

액은 미지 과 같은 요령으로 조정한다.

선수수익 : 유동자산․부채 순증감분석 ⑩, ⑪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지원 /정부 연구수익”  “지원 /산업체 
연구수익”과 련하여 조정한다.

임 보증  : 임 보증  반환액과 수령액을 재무활동

으로 반 한다.

<Figure 11> Reconciliation of Leasehold Deposits Received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학 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13]
에서 제시한 사례를 토 로 흐름표 작성표를 용

하여 운 계산서 계정 액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동

액이 모두 흐름표 작성 과정에 반 되는 계정조정 

방식  계정과목별 사례를 제시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동액을 모두 반 하는 방식이고 

외처리하여 배제하는 계정이 없으므로 산학 력단 실

무에서 흐름표를 재무상태표와 운 계산서와의 연

계성을 검증하면서 업무 효율 으로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한편 행 ｢산학 력단 회계처리규칙｣은 흐름표

를 도입하면서 이 의 자 계산서보다 표시하는 계정

의 상세수 이 2개 단계 축소되어 정보유용성이 후퇴
된 측면이 있다. 이는 산업 력단 회계담당자의 부담 

 직 법 흐름표 작성 난이도가 간 법보다 높은 

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표시 계
정이 많은 흐름표이더라도 체계 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음을 보 으므로, 향후 ｢산학 력단 회계

처리규칙｣ 개정 시 흐름표의 상세수 을 높이는 것

을 고려할 수 있고 엑셀 스 드시트 템 릿으로 개

발하여 배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산서의 상세수 도 이에 맞춘다면 산회계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산  실 을 구체 으로 비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장기
성의 투자안, 자 회수안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때 

흐름 패턴 기반 경제성 평가 도구[5] 등을 연계하
여 사용한다면 상세 산편성을 정교하게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용모, 하오 [3]은 간 법 방식 흐름표 계정을 

분석하여 유출 없는 비용과 유입 없는 수익 등

이 순운 자본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 다. 이와 같이 
간 법 방식은 여 히 유용한 정보이므로 산학 력단회

계에서도 기업회계기 에서 직 법 방식 선택 시 간

법 방식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다. 2012년 개정 이 의 자 계산서에 유출 없는 비

용과 유입 없는 수익 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산학

력단 실무에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has been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Korea.



Cash Flow Statement Preparation Using Accounts Reconciliation Method for IACF 55

References

 [1] Cornell, D.W. and Apostolou, B., Direct Approach to 
Cash flow Enhances Credit Analysis, Business Credit, 
1992, Vol. 94, No. 4, pp. 10-13.

 [2] Goyal, M.K., A survey on popularity of the direct method 
of cashflow reporting, Journal of Applied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2004, Vol. 2, No. 2, pp. 41-52.

 [3] Jung, Y.M. and Ha, A.H., Relationship between Net 
working capital and Cash flows in General Hospitals,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Vol. 18, No. 6, pp. 312-318.

 [4] Kang, J. and Ahn, J., A Systematic Method for Prepar-
ing a Direct Method Cash Flow Statement,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017, Vol. 31, No. 3, pp. 131-
153.

 [5] Kang, S.S., A Model on Economy Evaluation Regarding 
to Cash Flow,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008, Vol. 31, No. 4, pp. 177- 
187.

 [6] Klammer, T.P. and Reed, S.A., Operating Cash Flow 
Formats : Does Format Influence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90, Vol. 9(Fall), 
pp. 217-235.

 [7] Krishnan, G.V. and Largay, III, J.A., The predictive 
ability of direct method cash flow information,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2000, Vol. 27, No. 
1, 2, pp. 215-245.

 [8] Lee, J.T., The Comparison of Direct Method with Indi-

rect Method in Predicting the Operating Cash Flows,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2002, Vol. 7, 
No. 1, pp. 1-84.

 [9] Lee, K.H., Improvement of Forms of Statement of Cash 
Flows for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 Korean Aca-
demic Society of Accounting, 2008, Vol. 13, No. 3, pp. 
157-176.

[10]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
tion of Korea, Guide to the IACF II, 2015, pp. 53-60.

[11]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
tion of Korea, Guide to the IACF III(Guidance on IACF 
Accounting Rule), 2015, pp. 177-204.

[1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vi-
sion Draft of the IACF Accounting Rule, 2009.

[1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uidance on 
IACF Accounting Rule, 2012, pp. 133-168.

[14] Orpurt, S.F. and Zang, Y., Do direct cash flow dis-
closures help predict future operating cash flows and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2009, Vol. 84, No. 
3, pp. 893-935.

[15] Seo, G.S.,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2013, Vol. 52, No. 12, pp. 397-420.

ORCID
Jinhwa Kang | http://orcid.org/0000-0002-3794-3446
Jaekyoung Ahn | http://orcid.org/0000-0001-9646-9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