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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계산이익 방식 적용 출력물

  1-1) 손익계산서

  1-2) 월별/일별 품목수불현황(수불장)

2. 간이매출이익 방식 적용 출력물

  1-1) 일계표

  1-2) 매출이익리스트

  2) 매입처별 품목판매현황

  3) 거래처별 품목판매현황

  4) 사원별 품목판매현황

  5) 품목 매출순위표

  6) 거래처 매출순위표

  7) 판매현황

  8) 판매월보

  9) 미수미지급현황

  10) 월계표

  11) 연계표

  12) 판매,경비실적보고서

  13) 판매,수금실적보고서

  14) 매출장/기타원장



Chapter 1. 개념 정리

Chapter 2. 매출이익 산정방식 2가지(손익계산이익, 간이매출이익)

매출이익 이란?

1) 손익계산이익

2) 간이매출이익

발생된 매출단가에서 원가(매입단가)를 제외한 수익

-간이이익 산출법 5가지

매출이익 = 기간중 실매출액 – 기간내 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간초 재고액 + 기간중 실매입액 – 기간말 재고액

회계법상의 공식이 적용된 기간내 매출이익

이익율 산정공식

이익율(%) = (매출이익 / 실판매금액)*100

실판매금액 = 매출액 - 반품액

매출단가에서 설정된 간이이익 산출법에 의한 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

구분

고정법

최종매입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 발생시점 기준으로 매입단가의 합계 / 매입건수를 원가로 산정

각 품목별로 입고가에 입력된 단가를 원가로 산정

매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된 매입단가를 원가로 산정 

매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재고수량에 대하여 먼저 매입된 단가를 개별 원가로 산정 

(먼저 매입된 상품 먼저 매출하였다고 가정하는 방법)

매출 발생시점 직전을 기준으로 재고수량만큼 (매입수량 * 매입단가)를 각각 추출하

여 합계된 매입금액/재고수량을 원가로 산정 

내용

차변

기초재고

기간 중 매입액

매출원가

기말재고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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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이익 산출법 예제

1. 신라면

- 입고가 = 1,000원

- 2020년 이월재고 = 0            

                이월단가 = 0원

3-1) 품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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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라면 매운맛

3. 진라면 순한맛

- 입고가 = 1,000원 

- 2020년 이월재고 = 1            

                이월단가 = 2,000원

- 입고가 = 1,000원

- 2020년 이월재고 = 1            

                이월단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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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틈새라면

- 입고가 = 1,000원

- 2020년 이월재고 = 1            

                이월단가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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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래입력

3-3) 원가 및 매출이익 확인

연도 날짜 구분 수량 단가

2020 1/1 이월(기초재고) 1 품목별 상이

3/1 매입 1 1,000

3/5 매입 1 3,000

3/10 매입 1 5,000

3/15 매출 1 7,000

3/20 매출 1 7,000

3/25 매입 1 7,000

1-1) 3/15 고정법

*고정법: 원가 = 품목 입고가

매출이 발생된 3/15, 3/20 기준으로 각 이익산출법별 원가 및 매출이익 확인

1-2) 3/20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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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15 선입선출법

3-1) 3/15 최종매입법

2-2) 3/20 선입선출법

3-2) 3/20 최종매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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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15 총평균법

총 매입액 (1,000+3,000+5,000) / 매출발생전 총 매입건수 3 = 3,000원원가

원가

원가

원가

매출이익
신라면

매운맛

순한맛

틈새라면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단가 7,000 - <원가> 3,000 = 4,000

(2,000(이월)+1,000+3,000+5,000) / 4 = 2,750원

7,000–2,750 = 4,250원

7,000-2,250=4,750원

7,000–2,500 = 4,500원

(1,000(이월)+1,000+3,000+5,000) / 4 = 2,500원

(0(이월단가)+1,000+3,000+5,000) / 4 = 2,250원

총 매입액 (1,000+3,000+5,000) / 매출발생전 총 매입건수 3 = 3,000원원가

원가

원가

원가

매출이익
신라면

매운맛

순한맛

틈새라면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단가 7,000 - <원가> 3,000 = 4,000

(1000+3,000+5,000) / 3 =3,000원

7,000–3,000 = 4,000원

7,000–3,000 = 4,000원

7,000–3,000 = 4,000원

(1,000+3,000+5,000)/ 3 =3,000원

(1,000+3,000+5,000)/ 3 = 3,000원

4-2) 3/20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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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15 이동평균법

총 매입금액 (수량*단가)+(수량*단가).. 

(1*1,000+1*3,000+1*5,000) / 매출발생시점 재고수량 3 =3,000원
원가

원가

원가

원가

매출이익
신라면

매운맛

순한맛

틈새라면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단가 7,000 - <원가> 3,000 = 4,000

(1*2,000(이월)+1*1000+1*3,000+1*5,000) / 4 = 2,750원

7,000–2,750 = 4,250원

7,000–2,250 = 4,750원

7,000–2,500 = 4,500원

(1*1,000(이월)+1*1,000+1*3,000+1*5,000) / 4 = 2,500원

(1*1,000(이월)+1*3,000+1*5,000) / 4 = 2,250원

총 매입금액 (수량*단가)+(수량*단가).. 

(1*3,000+1*5,000) / 매출발생시점 재고수량 2 = 4,000원
원가

원가

원가

원가

매출이익
신라면

매운맛

순한맛

틈새라면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이익

매출단가 7,000 - <원가> 4,000 = 3,000

(1*1,000+1*3,000+1*5,000) / 3 =3,000원

7,000–3,000 = 4,000원

7,000–3,000 = 4,000원

7,000–3,000 = 4,000원

(1*1,000+1*3,000+1*5,000)/ 3 =3,000원

(1*1,000+1*3,000+1*5,000)/ 3 = 3,000원

5-2) 3/20 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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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매출이익 적용 출력물

1) 손익계산이익 방식 적용 출력물

설정 확인

환경->7.공통처리사항->10.재고금액평가법(기초/기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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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익계산서

1.판매회계->9.회계장부출력->13.손익계산서

2.조회할 기간 설정 (전기, 후기)

3.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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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별/일별 품목수불현황(수불장)

1. 재고관리->5.월별 또는 6.일별품목수불 

2. 조회할 기간 설정

3. 양식종류 2. 기초기말재고금액 선택

4.    재고금액평가에 체크

5. 조회

6. [손익계산] 항목 확인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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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매출이익 방식 적용 출력물

설정 확인

환경->7.공통처리사항->12. 간이이익 산출법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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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계표

1. 판매회계-> 4.일계표

2. 조회할 일자 선택

3. 양식종류 ㅇ일계표 선택

4.    집계부,    거래처집계 체크

5.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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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출이익리스트

1. 판매회계-> 4.일계표

2. 조회할 일자 선택

3. 양식종류 ㅇ 매출이익리스트 선택

4.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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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처별 품목판매현황

1. 판매회계-> 5.판매현황-> 2.매입처별 품목판매현황 

2. 조회할 기간 설정

3. 매입거래처 선택

4. 양식변경 -> [매출이익], [이익률%] 항목 추가

5.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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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처별 품목판매현황

1. 판매회계-> 5.판매현황-> 3.거래처별 품목판매현황  

2. 조회할 기간 설정

3. 매입거래처 선택

4. 양식변경 -> [매출이익], [이익률%] 항목 추가

5.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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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별 품목판매현황

1. 판매회계-> 5.판매현황-> 4.사원별 품목판매현황

2. 조회할 기간 설정

3. 사원 선택

4. 양식변경 -> [매출이익], [이익률%] 항목 추가

5.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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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5) 품목 매출순위표

1. 판매회계->6.매출순위표->1.품목매출순위표 

2. 조회할 기간 설정

3. ㅁ이익산출 (저속) 체크

4.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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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처 매출순위표

1. 판매회계->6.매출순위표->2.거래처매출순위표 

2. 조회할 기간 설정

3. 순위방법 5.총매출이익순위표 또는 10.실매출이익순위표 선택

4. 화면조회

[ 선택1 ] - 5.총매출이익순위표

[ 선택2 ] - 10.실매출이익순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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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총매출이익순위표 ] 로 선택 결과

[ 10.실매출이익순위표 ] 로 선택 결과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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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현황

1. 판매회계->7.일보월보->1.판매현황(일보) 

2. 조회할 기간 설정

3. ㅁ이익산출 (저속) 체크

4.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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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매월보  

1. 판매회계->7.일보월보->5.판매월보 

2. 출력월 선택

3. ㅁ이익산출 (저속) 체크

4.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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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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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수미지급현황

1. 판매회계->8.미수미지급현황 

2. 조회할 기간 설정

3. 양식변경->[매출이익], [이익률%] 항목 추가

4.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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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10) 월계표

1. 판매회계->9.회계장부출력->5.월계표 

2. 출력월 선택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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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11) 연계표

1. 판매회계-> 9.회계장부출력-> 6.연계표 

2. 조회할 기간 설정

3. 화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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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12) 판매,경비실적보고서

1. 고객관리->5.사원실적보고서->1.판매,경비실적보고서 

2. 조회할 기간 설정

3. ㅁ이익산출(저속) 체크

4. 화면조회

환경-> 7.공통처리사항-> 5.사원별 결산 설정 ON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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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13) 판매,수금실적보고서

1. 고객관리->5.사원실적보고서->2. 판매,수금실적보고서 

2. 조회할 기간 설정

3. ㅁ이익산출(저속) 체크

4. 화면조회

환경-> 7.공통처리사항-> 5.사원별 결산 설정 ON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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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출장/기타원장

1. 원장출력-> 6.매출장/ 8.기타원장 

2. 조회할 기간 설정

3. 양식변경-> [<원가>], [매출이익], [이익률%] 항목 추가

4. 화면조회

상단 예제는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출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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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끝난 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방법1   경영박사 프로그램내 [도움말] 을 참고해 주세요.

방법2   경영박사 프로그램내 [메신저] 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방법3   유선 고객센터 1833-7333 내선 2번 상담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전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M W R M = L = O W R M e a

경영박사 실시간 라이브 교육

구독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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