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최신개정판 <해커스 전산세무2급 이론+실기+기출문제> 1쇄 오타정정노트  

 

(2016. 5. 09.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제1장 재무회계 

93 첫 번째 [사례] 

2018.02.01 (차) 현금         16,000         (대) 매도가능증권            9,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 

                                                   매도가능중권처분이익    6,000 

→ 

2018.02.01 (차) 현금         16,000         (대) 매도가능증권            9,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 

                                                   매도가능중권처분이익    6,000 

16.04.29 

157 (2) 신주발행비 

~ 따라서 주식이 할증발행된 경우에는 신주발행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가산하고, 액면발행되었거나 할인발행된 

경우에는 신주발행비를 주식할인발행차금에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 따라서 주식이 할증발행된 경우에는 신주발행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액면발행되었거나 할인발행된 

경우에는 신주발행비만큼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16.05.09 

제3장 거래자료의 입력ㆍ결산 

333 
[합계잔액시산표] 

화면 

차변 
계정과목 

→ 

차변 
계정과목 

잔액 합계 잔액 합계 

610,200,000 795,950,000 외상매출금 600,500,000 786,250,000 외상매출금 
 

16.04.29 

361 
[정답과 해설] 

문항번호 
03 (1)      →      05 (1)    

제4장 부가가치세 

407 하단 [사례] 표 2015.01.30.      →      2016.01.30. 16.05.09 



제5장 부가가치세의 입력ㆍ신고 

438 상단 box 
• [매입매출전표입력] 문제는 실기시험 문제 3(15 ~ 18점)에서 출제된다. 

→ • [매입매출전표입력] 문제는 실기시험 문제 2(15점)에서 출제된다. 

16.04.29 

458 
• 하단부 

화면 

구분 계정과목 

→ 

구분 계정과목 

차변 0153 원재료 차변 0206 기계장치 

대변 0253 미지급금 대변 0253 미지급금 
 

480 상단 box 

•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하는 문제가 실기시험 문제3(6 ~ 8점)으로 출제된다. 

→ •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하는 문제가 실기시험 문제3(11 ~ 13점)으로 출제된다. 

16.05.03 

482 
매입세액 입력란 

화면 

구분 금액 세율 

→ 

구분 금액 세율 

매 

입 

세 

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매 

입 

세 

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고정자산매입 11 
  

고정자산매입 11 
  

예정신고누락분 12   예정신고누락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10+11+12+13+14) 15 54.불공  합계(10+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 16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 16 54.불공  

차감계 (15-6) 17   차감계 (15-6) 17   

 

 

※ 54.불공의 위치가 이동되었으며 다른 사항은 동일함 

16.04.29 

491~493 
페이지 내 해당 

용어 전체 수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493~494 
페이지 내 해당 

용어 전체 수정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501 기출확인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509 기출확인문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2016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10.1 ~ 12.31)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 

→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201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 ~ 12.31)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 

522 (2) 표 상단 공급받는 자       →       공급자 

524 03 문제 
다음은 ㈜육공산업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의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 ㈜육공산업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다음의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빨간색 삭제) 

16.04.29 

530 06 (1)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1기 확정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갑)를 작성하시오. 

→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1기 확정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531 해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갑)] 메뉴에서 조회기간에 “4월~6월”을 조회하여 입력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기간에 “4월~6월”을 조회하여 입력한다. 

531 
정답화면 

거래내역입력 

월/일 구분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카드회원번호 

→ 

월/일 구분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카드회원번호 

06-

04 
사업 314-81-11803 

1111-2222-3333-

4444 

06-

04 
사업 314-81-11803 

1111-2222-3333-

4444 

06-

06 
현금 204-25-33620 

1111-2222-3333-

4444 

06-

06 
현금 204-25-33620 (삭제) 

 

534 

(1) 가정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작성은 생략한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의 작성은 생략한다. 

(1) 오류사항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6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7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540 
08 문제 

나 

~노트북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 

→ ~노트북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 (빨간색 삭제) 



제7장 연말정산 

636 
더 알아보기5 

제목 
[연말정산내역조회] 탭을 통한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연말정산입력] 탭을 통한 연말정산 결과 확인 

16.04.29 
641 

더 알아보기 

[풀이] 

•[급여자료입력] 메뉴 화면 상단의 (또는 F3 )을 클릭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나오는데, ~ 

→ •[급여자료입력] 메뉴 화면 상단의 (또는 F7 )을 클릭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나오는데, ~ 

651 03 (1) 해설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귀속년월 “9월”과 지급년월일 “9월 3일”을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이 수당공제를 등록한다. 

→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귀속년월 “9월”과 지급년월일 “9월 30일”을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이 수당공제를 등록하고 

급여자료를 입력한다. 

655 04 (1) 해설 

• 본 문제에서는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급여항목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라는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수당등록 작업 없이 단순히 급여자료 금액만 입력하면 된다.  

→ 

•  (또는 F4)를 클릭한 후, 수당공제등록 보조창에서 과세항목인 시내교통비(과세/급여/정기)를 입력한다. 

• 수당공제등록 보조창에서 비과세항목인 육아수당(비과세/육아수당/정기)를 F2 를 클릭하여 검색 후 입력한다. 
16.05.09 

660 (2) 문제 
~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추가입력 내 부양가족소득공제와 월세소득공제를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 ~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추가입력 내 부양가족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660 
(2) 

본인 :손홍민 

• 2016 년 월세지급액은 1,600,000 원이며, 손홍민은 월세액소득공제 대상자이다. 

→ • 2016 년 월세지급액은 1,600,000 원이며, 손홍민은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자이다. 

최신기출문제 

686 (2) ② 표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 2,000,000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3,000,000 원 

→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 2,167,200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1,701,580 원 
16.05.09 

690 13 
③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법인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11 문제4 (2) 표 2015 년 1 월 3 일 취득가액      →      2016 년 1 월 3 일 취득가액 

736 (2)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추가입력 내 부양가족소득공제와 월세소득공제를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 ~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추가입력 내 부양가족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6.05.09 

736 
(2) 

본인 :손홍민 

• 2016 년 월세지급액은 1,600,000 원이며, 손홍민은 월세액소득공제 대상자이다. 

→ • 2016 년 월세지급액은 1,600,000 원이며, 손홍민은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자이다. 

최신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766 문제3 (1)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갑)] 메뉴에서 4월~6월을 조회하여 다음을 입력한다. 

→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메뉴에서 4월~6월을 조회하여 다음을 입력한다. 
16.04.29 

741 (2) 2단계 

• 63.의료비(장애인) : 7,000,000  

• 63.의료비(본인, 경로자) : 4,000,000 (11,000,000 도 정답으로 인정) 

• 63.의료비(일반) : 1,500,000 (1,500,000 도 정답으로 인정) 

• 64.교육비 : 2,400,000 

→ 

• 63.의료비(장애인) : 7,000,000 (0 도 정답으로 인정) 

• 63.의료비(본인, 경로자) : 4,000,000 (11,000,000 도 정답으로 인정) 

• 63.의료비(일반) : 1,500,000  (빨간색 삭제) 

• 64.교육비(초중고) : 2,400,000 
16.05.09 

743 문제1 (3) 

(3) 7 월 3 일  (차) 보통예금        3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 

→ 

(3) 7 월 3 일  (차) 보통예금        3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300,000 

745 문제5 (1) 

[사원등록] 메뉴에서 101.백예승을 선택하고 ~ 

→ 

[사원등록] 메뉴에서 101.박예승을 선택하고 ~ 

화면캡쳐에서 본인에 대한 “부녀자” 입력란을 “여”로 수정 16.05.09 



 

745 문제5 (2) 2단계 

• 31.국민연금보험료 : 2,000,000 

• 33.건강보험료 : 3,000,000 

→ 

• 31.국민연금보험료 :  2,167,200 

• 33.건강보험료 : 1,701,580 

16.05.09 

746 12 

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세율이 잘못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750 문제5 (1) 

• 화면캡쳐에서 본인에 대한 부녀자 입력란을 “여”로 수정 

• 화면캡쳐에서 배우자 최영에 대한 기본공제 입력란을 “부”로 수정 

• 화면캡쳐에서 부친 성명을 “김진훈”으로 수정 

 

758 문제4 (2)   (차) 매도가능증권      6,000,000   (대) ~       →      (차)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6,000,000   (대) ~ 

759 문제5 (1) 
• 화면캡쳐에서 본인에 대한 한부모 입력란을 “여”로 수정 

• 화면캡쳐에서 본인과 김동명에 대한 장애인 입력란을 “여”로 수정 



 

772 문제5 (2) 

(2) [연말정산추가입력] 메뉴에서 3.손흥민을 선택하고, [월세액소득공제] 탭과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 다음을 입력한다.  

• [월세액소득공제] 탭에서 

임대인명:손임대 / 주민등록번호:410807-1245117 / 임대차계약 주소지:서울 동작 흑석 /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9.01.~2017.08.31. / 월세액:1,600,000 / 공제금액:960,000  

→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에서 3.손홍민을 선택하고, [월세,주택임차차입] 탭과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 다음을 

입력한다.  

• [월세,주택임차차입] 탭에서 

임대인명:손임대 / 주민등록번호:410807-1245117 / 임대차계약 주소지:서울 동작 흑석 /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9.01.~2017.08.31. / 월세액:1,600,000  (빨간색 삭제) 

별책부록 

별책9 35 
11 월 30 일에 발생한 현금과부족 800,000 원의 원인은 본사 영업부 건물의 ~ 

→ 당기 중 발생한 현금과부족 800,000 원의 원인은 본사 영업부 건물의 ~ 

16.05.09 

별책12 50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명세는 다음과 같다. 처분결의일과 처분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 

(처분결의일의 회계처리) 2017 년 2 월 19 일 

~ 

(처분일의 회계처리) 2017 년 2 월 20 일 

→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명세는 다음과 같다. 처분결의일과 지급일(처분결의일의 다음 날)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 

(처분결의일의 회계처리) 2017 년 2 월 19 일 



 

 

~ 

(지급일의 회계처리) 2017년 2월 20일 

별책17 
67  

[입력방법] 

유형 17 : 11.과세 / 공급가액:75,000,000 / ~ 

→ 유형 : 11.과세 / 공급가액:75,000,000 / ~         (빨간색 삭제) 

16.05.09 별책19 

74 세진상사는 9 월 24 일에 원재료 ~    →    세진상사로부터 9 월 24 일에 원재료 ~ 

75 

[입력방법] 

~ / 분개:카드 또는 혼합 / 신용카드사:대한카드  

→  ~ / 분개:카드 또는 혼합 / 신용카드사:대한카드(법인카드)  

77 

[입력방법] 

~ /분개:혼합(외상 또는 카드) / 신용카드사:대한카드  

→ ~ /분개:혼합(외상 또는 카드) / 신용카드사:대한카드(카드매출)  

별책20 
79 

[입력방법] 

~ / 부가세:2,000,000 / 거래처:(주)한국토목건설 / 전자:부 / 분개:혼합 

→ ~ / 부가세:2,000,000 / 거래처:(주)한국토목건설 / 전자:여 / 분개:혼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