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구분 표준계정과목-공통
분류

구분
영문계정과목

대차대조표 자산 가설재 소 Temporary Establishments

대차대조표 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소 Accumulated Depreciation

손익계산서 비용 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대차대조표 자본 감자차손 소 Losses on Capital Reduction

대차대조표 자본 감자차익 소 Gains on Capital Reduction

대차대조표 자본 감채적립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Sinking Fund

대차대조표 자산 개발비 소 Development costs

손익계산서 비용 개발비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Development Costs

손익계산서 수익 객실수익 중 Revenues-Rooms

손익계산서 비용 객실원가 중 Cost of Hotel Service-Rooms

대차대조표 자산 건물 소 Buildings

손익계산서 비용 건물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Buildings

대차대조표 자산 건물부속설비 소 Auxiliary Facilities

손익계산서 비용 건물부속설비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Auxiliary Fac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건설용자재 소 Construction Materials

대차대조표 자산 건설용장비 소 Construction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건설용장비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Construction Equipment

대차대조표 자산 건설중인자산 소 Construction in Progress

손익계산서 비용 견본비 중 Samples Expenses

대차대조표 자본 결손금 대 Accumulated Deficit

대차대조표 자본 결손보전적립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Deficit Recovery

손익계산서 비용 경상개발비 중 Development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경상손실 대 Loss Before Extraordinary Gains/Losses and Income Taxes

손익계산서 수익 경상이익 대 Gain Before Extraordinary Gains/Losses and Income Taxes

손익계산서 비용 계 중 Total

대차대조표 부채 고정부채 대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고정자산 대 Non-current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공구와기구 소 Tools

손익계산서 비용 공구와기구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Tools

대차대조표 자산 공사미수금 소 Receivables from Construction Contracts

대차대조표 부채 공사미지급금 소 Construction Cost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공사보증충당금 소 Provision for Construction Performance Guarantees

손익계산서 비용 공사보증충당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Provision for Construction Performance Guarantees

대차대조표 자본 공사부담금 소 Customers' Contribution to Construction Costs

대차대조표 자산 공사부담금 소 Customers' Contribution to Construction Costs

대차대조표 자산 공사선급금 소 Advance Payments on Construction

대차대조표 부채 공사선수금 소 Advances from Construction Contracts

대차대조표 부채 공사손실충당금 소 Provision for Construction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공사수익 중 Revenues-Construction

손익계산서 비용 공사원가 중 Cost of Construction

대차대조표 자산 공업용수도이용권 소 Industrial Water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공업용수도이용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Industrial Water Usage Right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단기대여금 소 Short-term Loans to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부채 관계회사단기차입금 소 Short-term Borrowings from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부채 관계회사매입채무 소 Trade Payables to Affiliated Companies

손익계산서 수익 관계회사매출액 중 Sales to Affiliated Companies

손익계산서 비용 관계회사매출원가 중 Cost of Goods Sold to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매출채권 소 Trade Receivables from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미수금 소 Non-trade Receivables from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미수수익 소 Accrued Revenues from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부채 관계회사미지급금 소 Non-trade Payables to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받을어음 소 Notes Receivable from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사채 소 Bonds Issued by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선급금 소 Advance Payments to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유가증권 소 Securities Issued by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장기대여금 소 Long-term Loans to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부채 관계회사장기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from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주식 소 Equity Securities Issued by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부채 관계회사지급어음 소 Notes Payable to Affiliated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관계회사출자금 소 Equity Investments in Affiliated Companies

손익계산서 비용 관세환급금 중 Customs Duty Refunds

손익계산서 비용 광고선전비 중 Advertising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광업권 소 Mining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광업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Mining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교육훈련비 중 Training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교환사채 소 Exchangeable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소 Discount on Exchangeable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교환사채할증발행차금 소 Premium on Exchangeable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구축물 소 Structures

손익계산서 비용 구축물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Structures

대차대조표 자본 국고보조금 소 Government Subsidy

대차대조표 자산 국고보조금 소 Government Subsidy

손익계산서 수익 국내공사수익 중 Revenues-Domestic Construction

손익계산서 비용 국내공사원가 중 Cost of Domestic Construction

손익계산서 수익 국내매출액 중 Sales-Domestic

대차대조표 부채 국민연금전환금 소 Contribution to National Pension Plan

대차대조표 부채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from National Housing Fund

대차대조표 자산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from National Housing Fund

대차대조표 부채 금융리스부채 소 Capital Lease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금융리스자산 소 Capital Leas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금융리스자산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Capital Lease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금형 소 M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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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비용 금형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Molds

손익계산서 비용 급여 중 Salaries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기계장치 소 Machinery

손익계산서 비용 기계장치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Machinery

손익계산서 비용 기말상품재고액 소 Ending Inventory of Merchandise

손익계산서 비용 기말완성주택재고액 소 Ending Inventory of Construction Completed

손익계산서 비용 기말재고액 중 Ending Inventory

손익계산서 비용 기말제품재고액 소 Ending Inventory of Finished Goods

손익계산서 비용 기밀비 중 Promotional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기부금 중 Donations

대차대조표 자본 기술개발준비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대차대조표 자본 기업합리화적립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Business Stabilization

손익계산서 비용 기초상품재고액 소 Beginning Inventory of Merchandise

손익계산서 비용 기초완성주택재고액 소 Beginning Inventory of Construction Completed

손익계산서 비용 기초재고액 중 Beginning Inventory

손익계산서 비용 기초제품재고액 소 Beginning Inventory of Finished Good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고정부채 소 Other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관계회사유가증권 소 Other Securities Issued by Affiliated Companie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급여 중 Other Salaries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단기대여금 소 Other Short-term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단기차입금 소 Other Short-term Borrowing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당좌자산 소 Other Quick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대손상각비 중 Other Bad Debt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매입채무 소 Other Trade Payabl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매출액 중 Sales-Other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매출원가 중 Cost of Other Goods Sold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매출채권 소 Other Trade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무형자산 소 Other In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무형자산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Other Intangible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미수금 소 Other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미수수익 소 Other Accrued Revenu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미지급금 소 Other Non-trade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미지급비용 소 Other Accrued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미지급제세 소 Other Taxes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반제품 소 Other Semi-finished Good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받을어음 소 Other Note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본 기타법정적립금 소 Other Legal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보증금 소 Other Deposits Received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부채성충당금 소 Provision for Other Estimated Liabilitie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부채성충당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Provisions for Other Estimated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산업재산권 소 Other Paten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상품 소 Other Merchandis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선급금 소 Other Advance Paymen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선급비용 소 Other Prepaid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선수금 소 Other Advances from Customer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영업외비용 중 Other Non-operating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중 Other Non-operating Revenu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예수금 소 Other Withholding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외상매입금 소 Other Trade Payabl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원재료 소 Other Raw Material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유동부채 소 Other Current Liabilitie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유동성장기부채 소 Current Portion of Other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유형자산 소 Other 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Other Tangible Assets

대차대조표 자본 기타임의적립금 소 Other Discretionary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 자본 기타자본잉여금 소 Other Additional Capital

대차대조표 자본 기타자본조정 소 Other Capital Adjustmen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장기대여금 소 Other Long-term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장기차입금 소 Other Long-term Borrowing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재고자산 소 Other Inventori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재공품 소 Other Work-in-proces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제품 소 Other Finished Good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지급어음 소 Other Notes Payable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퇴직급여 중 Other Severance Benefi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투자유가증권 소 Other Investment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투자자산 소 Other Investment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특별손실 중 Other Extraordinary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특별이익 중 Other Extraordinary Gain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판매비와관리비 중 Other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호텔수익 중 Revenues-Other Hotel Service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호텔원가 중 Cost of Other Hotel Service

대차대조표 자산 단기금융상품 소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대차대조표 자산 단기대여금 소 Short-term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단기차입금 소 Short-term Borrowings

대차대조표 자산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 소 Short-term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소 Group Retirement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상품매입액 소 Cost of Merchandise Purchased

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순손실 대 Net Loss

손익계산서 수익 당기순이익 대 Net Income

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완성주택공사비 소 Cost of Construction Completed

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제조및매입원가 중 Cost of Goods Purchased or Manufactured

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제품제조원가 소 Cost of Finish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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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자산 당좌자산 중 Quick Assets

대차대조표 부채 당좌차월 소 Bank Overdrafts

손익계산서 비용 대손상각비 중 Bad Debt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중 Reversal of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손익계산서 비용 도서인쇄비 중 Publication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로얄티 중 Royalty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리스개량자산 소 Leasehold Improvements

손익계산서 비용 리스개량자산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Leasehold Improvements

손익계산서 비용 리스료 중 Lease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리스자산 중 Leased Assets

대차대조표 부채 매입채무 소 Trade Payables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대 Sales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대 Cost of Goods Sold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장려금 중 Sales Promotional Rebate

대차대조표 자산 매출채권 소 Trade Receivables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총손실 대 Gross Loss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총이익 대 Gross Profit

대차대조표 부채 무역금융 소 Short-term Borrowings in Foreign Trade

대차대조표 자산 무형자산 중 In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무형자산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In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무형자산감액손실환입 중 Recovery of Impairment Losses on In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무형자산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In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무형자산처분손실 중 Losses on Disposition of Intangible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무형자산처분이익 중 Gains on Disposition of Intangible Assets

대차대조표 자본 미교부주식배당금 소 Stock Dividends Distributable

손익계산서 비용 미분양주택관리비 중 Maintenance Expenses on Real-estate Held for Sale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금 소 Non-trade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법인세 소 Income Tax Refund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수익 소 Accrued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미완성임대주택 소 Unfinished Rental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미완성주택 소 Unfinished Housing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관세 소 Customs Duty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금 소 Non-trade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배당금 소 Dividend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법인세 소 Income Taxe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비용 소 Accrued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제세 소 Other Taxes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미착기계 소 Machinery in Transit

대차대조표 자산 미착상품 소 Goods in Transit

대차대조표 자산 미착원재료 소 Raw Materials in Transit

대차대조표 자산 미착자재 소 Materials in Transit

대차대조표 자산 반제품 소 Semi-finished Goods

손익계산서 수익 반제품매출액 중 Sales-Semi-fininshed Goods

손익계산서 비용 반제품매출원가 중 Cost of Semi-finished Goods Sold

대차대조표 자산 받을어음 소 Note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본 배당건설이자 소 Pre-operation Dividends

손익계산서 수익 배당금수익 중 Dividends Income

대차대조표 자본 배당평균적립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Dividends

손익계산서 비용 법인세비용 대 Income Tax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대 Loss Before Income Tax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 Income Before Income Tax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법인세추납액 중 Additional Payment of Income Taxes

손익계산서 수익 법인세환급액 중 Income Tax Refunds

손익계산서 비용 보관료 중 Custody Charges

손익계산서 비용 보상비 중 Compensation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보증금 소 Deposits Provided

대차대조표 자본 보통주자본금 소 Common Stock

손익계산서 비용 보험료 중 Insurance Premium

손익계산서 수익 보험차익 중 Gains on Insurance Settlements

손익계산서 비용 복리후생비 중 Employee Benefits

대차대조표 부채 부가세예수금 소 Value Added Tax Withheld

대차대조표 자산 부도어음 소 Dishonored Note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산 부분품 소 Sub-materials

대차대조표 자산 부산물 소 By-products

대차대조표 자산 부의영업권 소 Negative Goodwill

손익계산서 수익 부의영업권환입 중 Amortization on Negative Goodwill

대차대조표 자산 부재료 소 Sub-materials

대차대조표 부채 부채성충당금 소 Provision for Estimated Liabilities

손익계산서 비용 부채성충당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Provisions for Estimated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본 부채와자본총계 별도 Total Liabilities & Stockholders' Equity

대차대조표 부채 부채총계 별도 Total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분양미수금 소 Receivables from Real-estate Sales

대차대조표 부채 분양선수금 소 Advances from Real-estate Sales

손익계산서 수익 분양수익 중 Sales-Real-estate

손익계산서 비용 분양원가 중 Cost of Real-estate Sales

대차대조표 자산 비품 소 Office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비품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Office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사무비 중 Miscellaneous Administrative Expenses

대차대조표 자본 사업확장적립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Business Expansion

대차대조표 부채 사채 소 Bonds Payable

손익계산서 비용 사채상환손실 중 Losses on Retirement of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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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수익 사채상환이익 중 Gains on Retirement of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소 Discount on Bond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사채할증발행차금 소 Premium on Bonds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산업재산권 소 Patents-Industrial

손익계산서 비용 산업재산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Patents

손익계산서 비용 상여금 중 Bonuses

대차대조표 자산 상표권 소 Trademarks

대차대조표 자산 상품 소 Merchandis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국내매출액 중 Sales-Domestic Merchandise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매출액 중 Sales-Merchandise

손익계산서 비용 상품매출원가 중 Cost of Merchandise Sold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수출매출액 중 Sales-Merchandise for Export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공사원가 소 Prepaid Construction Cost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관세 소 Prepaid Customs Duty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금 소 Advance Payment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기술도입비 소 Prepaid Royalty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리스료 소 Prepaid Lease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리스부대비 소 Prepaid Lease Improvement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법인세 소 Prepaid Income Taxe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부가세 소 Prepaid Value Added Tax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비용 소 Prepaid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수탁연구비 소 Prepaid Research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선물거래손실 중 Losses on Future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선물거래이익 중 Gains on Futures Transaction

대차대조표 자산 선박 소 Ships

손익계산서 비용 선박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Ships

대차대조표 부채 선수금 소 Advances from Customers

대차대조표 부채 선수수익 소 Unearned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세금과공과 중 Taxes and Dues

손익계산서 비용 소모품비 중 Supplies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수도광열비 중 Utility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수선비 중 Repairs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수선충당금 소 Provision for Repairment

대차대조표 부채 수입보증금 소 Deposits Received

손익계산서 수익 수입수수료 중 Fees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수주비 중 Promotional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수출매출액 중 Sales-Export

손익계산서 비용 수출비용 중 Export Expenses

대차대조표 자본 수출손실준비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Export Losses

대차대조표 부채 수탁계정 소 Trust Account

손익계산서 비용 수탁연구개발손실 중 Losses on R&D Projects

손익계산서 수익 수탁연구개발이익 중 Gains on R&D Projects

손익계산서 수익 식음료수익 중 Revenues-Food & Beverage

손익계산서 비용 식음료원가 중 Cost of Hotel Service-Food & Beverage

대차대조표 자산 신주인수권 소 Stock Warrants

대차대조표 자본 신주인수권대가 소 Con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대차대조표 자본 신주인수권대가 소 Con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소 Bonds With Stock Warrants

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부사채할인발행차금 소 Discount on Bonds With Stock Warrants

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부사채할증발행차금 소 Premium on Bonds With Stock Warrants

대차대조표 부채 신주인수권조정 소 Stock Warrants Adjustment

대차대조표 자본 신주청약증거금 대 Capital Stock Subscribed

대차대조표 자산 실용신안권 소 Patents-Practical Model

손익계산서 비용 아프터서비스비 중 Warranty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어업권 소 Fishing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어업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Fishing Rights

대차대조표 부채 어음미지급금 소 Non-trade Notes Payable

손익계산서 비용 여비교통비 중 Travel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연구비 중 Research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영업권 소 Goodwill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Goodwill

대차대조표 자산 영업미수금 소 Account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산 영업보증금 소 Deposits Provided for Business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손실 대 Operating Loss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대 Non-operating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대 Non-operating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이익 대 Operating Income

대차대조표 부채 예수금 소 Withholdings

대차대조표 부채 예수보증금 소 Deposits Received

대차대조표 부채 예수세금 소 Taxes Withheld

대차대조표 자산 완성임대주택 소 Finished Rental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완성주택 소 Finished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외주가공재공품 소 Work-in-process Outsourced

대차대조표 자산 외주가공제품 소 Finished Goods Outsourced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공사미수금 소 Receivables from Construction Contract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금융리스부채 소 Capital Lease Liabiliti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단기차입금 소 Short-term Borrowing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매입채무 소 Trade Pay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매출채권 소 Trade Receiv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미수금 소 Non-trade Receiv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미수수익 소 Accrued Revenu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분양미수금 소 Receivables from Real-estate Sales in Foreig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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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사채 소 Bonds Payable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장기대여금 소 Long-term Loan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장기미수금 소 Long-term Non-trade Receiv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장기미지급금 소 Long-term Non-trade Pay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장기성외상매입금 소 Long-term Accounts Payable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장기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in Foreign Currency

손익계산서 비용 외화환산손실 중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수익 외화환산이익 중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외환차손 중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외환차익 중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용역수익 중 Revenues-Services

손익계산서 비용 용역원가 중 Cost of Service

대차대조표 자산 용지 소 Lots

대차대조표 자본 우선주자본금 소 Preferred Stock

손익계산서 비용 운반비 중 Freight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운항수익 중 Revenues-Transport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운항원가 중 Cost of Transport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운휴자산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Assets not in Use

손익계산서 비용 원가차손 중 Unfavorable Variances from Standard Cost

손익계산서 수익 원가차익 중 Favorable Variances from Standard Cost

대차대조표 자산 원재료 소 Raw Materials

대차대조표 자산 유가증권 소 Marketable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중 Losses on Sale of Marketable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중 Gains on Sale of Marketable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유가증권평가손실 중 Losses on Valu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중 Gains on Valu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부채 대 Current Liabil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소 Current Portion of Capital Lease Liabil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사채 소 Current Portion of Bond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소 Current Portion of Discount on Bond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사채할증발행차금 소 Current Portion of Premium on Bond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외화금융리스부채 소 Current Portion of  Capital Lease Liabiliti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외화장기미지급금 소 Current Portion of Long-term Non-trade Pay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소 Current Portion of Long-term Borrowing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소 Current Portion of Long-term Non-trade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장기미지급이자 소 Current Portion of Long-term Accrued Interest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장기부채 소 Current Portion of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장기부채할인발행차금 소 Current Portion of Discount on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장기부채할증발행차금 소 Current Portion of Premium on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소 Current Portion of Long-term Borrowing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전환권조정계정 소 Conversion Rights Adjustment

대차대조표 자산 유동자산 대 Current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유형자산 중 Property, Plant, &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유형자산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손익계산서 수익 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중 Recovery of Impairment Losses o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중 Losses on Disposi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손익계산서 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Gains on Disposi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육상수입원가 중 Cost of Land Transportation

손익계산서 수익 육상운항수익 중 Revenues-Land Transportation

대차대조표 자산 의장권 소 Patents-Design

대차대조표 부채 이연법인세대 소 Deferred Income Tax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이연법인세차 소 Deferred Income Tax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이연수주비 소 Deferred Promotional Expenses

대차대조표 자본 이익잉여금 대 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 자본 이익준비금 소 Legal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손익계산서 비용 이자비용 중 Interest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이자수익 중 Interest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임대료 중 Rental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미수금 소 Rent Receivables

대차대조표 부채 임대보증금 소 Leasehold Deposits Received

대차대조표 부채 임대선수금 소 Advances from Lease Contracts

손익계산서 수익 임대수익 중 Revenues-Rental

손익계산서 비용 임대원가 중 Cost of Rental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자산조정 소 Rental Property Valuation Adjustment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주택 소 Rental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주택용지 소 Lots for Rental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대 Rental Housing Properties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주택채권 소 Rental Housing Receivables

손익계산서 수익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 중 Interest Revenues on Rental Housing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임대주택토지 소 Land for Rental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임야와입목 소 Timberlands

손익계산서 비용 임원급여 중 Executive Compensations

대차대조표 자본 임의적립금 소 Discretionary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손익계산서 비용 임차료 중 Rental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임차보증금 소 Leasehold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입주자모집비 중 Commissions on Real-estate Sales

대차대조표 자본 자기주식 소 Treasury Stock

대차대조표 자본 자기주식처분손실 소 Losses on Sale of Treasury Stock

대차대조표 자본 자기주식처분이익 소 Gains on Sale of Treasury Stock

대차대조표 자본 자본금 대 Capital Stock

대차대조표 자본 자본잉여금 대 Additional Paid-in and Other Capital

대차대조표 자본 자본조정 대 Capital Adju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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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구분 표준계정과목-공통
분류

구분
영문계정과목

대차대조표 자본 자본총계 별도 Total Stockholders' Equity

손익계산서 수익 자산수증이익 중 Gains on Assets Contributed

대차대조표 자산 자산총계 별도 Total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잡급 중 Miscellaneous Salaries

손익계산서 비용 잡비 중 Miscellaneous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잡손실 중 Miscellaneous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잡이익 중 Miscellaneous Revenue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공사선수금 소 Long-term Advances from Construction Contract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금융상품 소 Long-term Financial Instrument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대여금 소 Long-term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미수금 소 Long-term Non-trade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미수이자 소 Long-term Interest Receivable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미지급금 소 Long-term Non-trade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미지급비용 소 Long-term Accrued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미지급이자 소 Long-term Accrued Interest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선급금 소 Long-term Advance Payment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선급리스료 소 Long-term Prepaid Lease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선급비용 소 Long-term Prepaid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성매입채무 소 Long-term Trade Payable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성매출채권 소 Long-term Trade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성받을어음 소 Long-term Notes Receivable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성지급어음 소 Long-term Note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 소 Long-term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대차대조표 자산 재고자산 중 Inventories

손익계산서 비용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Losses on Inventory Obsolescence

손익계산서 비용 재고자산평가손실 중 Losses on Valuation of Inventories

대차대조표 자산 재공품 소 Work-in-process

대차대조표 자본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손익계산서 비용 재해손실 중 Losses Due to Disaster

대차대조표 자산 저장품 소 Supplies

대차대조표 자산 적송품 소 Consigned Goods

대차대조표 자산 전기시설이용권 소 Electric Facility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전기시설이용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Electric Facility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전산처리비 중 Electronic Data Processing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전세권 소 Leasehold Rights

대차대조표 자산 전신전화가입권 소 Telephone Subscription Deposit

대차대조표 자산 전용시설이용권 소 Facility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전용시설이용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Facility Usage Rights

대차대조표 자산 전용측선이용권 소 Railroad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전용측선이용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Railroad Usage Rights

대차대조표 자본 전환권대가 소 Consideration for Conversion Rights

대차대조표 자본 전환권대가 소 Consideration for Conversion Rights

대차대조표 부채 전환권조정 소 Conversion Rights Adjustment

대차대조표 부채 전환사채 소 Convertible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소 Discount on Convertible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전환사채할증발행차금 소 Premium on Convertible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전환임대보증금 소 Optional Leasehold Deposits Received

대차대조표 자산 전환임대보증금 소 Optional Leasehold Deposits Received

손익계산서 비용 접대비 중 Entertainment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제세예수금 소 Taxes Withheld

손익계산서 비용 제수당 중 Miscellaneous Benefits

손익계산서 비용 제준비금전입 중 Contribution to Miscellaneous Provisions

손익계산서 수익 제준비금환입 중 Reversal of Miscellaneous Provisions

대차대조표 자산 제품 소 Finished Goods

손익계산서 수익 제품국내매출액 중 Sales-Domestic Finished Goods

손익계산서 수익 제품매출액 중 Sales-Finished Goods

손익계산서 비용 제품매출원가 중 Cost of Finished Goods Sold

손익계산서 수익 제품수출매출액 중 Sales-Finished Goods for Export

대차대조표 자본 주식매입선택권 소 Stock Option

대차대조표 자본 주식발행초과금 소 Additional Paid-in Capital

손익계산서 비용 주식보상비용 중 Compensation Expenses Associated with Stock Option

대차대조표 자본 주식할인발행차금 소 Discount on Stock Issuance

대차대조표 자산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소 Short-term Loans to Stock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대차대조표 부채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소 Short-term Borrowings from Stock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대차대조표 자산 주주임원종업원매출채권 소 Trade Receivables from Stock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대차대조표 자산 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 소 Long-term Loans to Stock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대차대조표 부채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from Stock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대차대조표 자산 중장비 소 Heavy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중장비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Heavy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지급수수료 중 Service Fees

대차대조표 부채 지급어음 소 Notes Payable

손익계산서 비용 지분법평가손실 중 Equity Losses on Investments

손익계산서 수익 지분법평가이익 중 Equity Income on Investments

대차대조표 부채 차관 소 Overseas Public Borrowings

대차대조표 자본 차기이월결손금 소 Accumulated Deficit

대차대조표 자본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소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대차대조표 자산 차량운반구 소 Vehicles

손익계산서 비용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Vehicles

손익계산서 비용 차량유지비 중 Vehicles Maintenance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차지권 소 Land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차지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Lan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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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구분 표준계정과목-공통
분류

구분
영문계정과목

대차대조표 자산 창업비 소 Organization Costs

손익계산서 비용 창업비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Organization Costs

손익계산서 수익 채무면제이익 중 Gains from Liabilities Exempted

손익계산서 비용 체육비 중 Physical Training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축산품 소 Livestocks

대차대조표 자산 출자금 소 Equity Investments

대차대조표 자본 출자전환채무 소 Debt to be Swapped for Equity

손익계산서 비용 타계정에서대체액 중 Transfer from Other Accounts

손익계산서 비용 타계정으로대체액 중 Transfer to Other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토지 소 Land

대차대조표 자산 토지와건물 소 Land and Buildings

손익계산서 비용 통신비 중 Communication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퇴직금 중 Severance Benefits

손익계산서 비용 퇴직급여 중 Severance Benefits

대차대조표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소 Provision for Severance Benefits

손익계산서 비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Provision for Severance Benefits

대차대조표 부채 퇴직보험예치금 소 Deposits for Severance Benefits

대차대조표 자본 투융자손실준비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Investment Losse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국공채 소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부동산 소 Investment in Propertie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사채 소 Investment in Debt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유가증권 소 Investment in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중 Losses on Sale of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중 Gains on Sale of Investment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본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일임수수료 중 Commissions on Entrusted Investment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자산 중 Investment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자산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Investment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자산감액손실환입 중 Recovery of Impairment Losses on Investment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중 Losses on Disposition of Investment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중 Gains on Disposition of Investment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자산평가손실 중 Losses on Valuation of Investment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주식 소 Investment in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주식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특별손실 대 Extraordinary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특별이익 대 Extraordinary Gains

대차대조표 자산 특정현금과예금 소 Restricted Cash &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특허권 소 Patents

손익계산서 비용 특허권사용료 중 Patent Fees

대차대조표 부채 판매보증충당금 소 Provision for Product Warranties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보증충당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Provision for Product Warranties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대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수수료 중 Sales Commissions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촉진비 중 Sales Promotional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포장비 중 Packaging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표준임대보증금 소 Fixed Leasehold Deposits Received

대차대조표 자산 표준임대보증금 소 Fixed Leasehold Deposits Received

손익계산서 비용 하자보수비 중 Warranty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하자보수충당금 소 Provision for Construction Warranties

손익계산서 수익 하자보수충당금환입 중 Reversal of Provision for Construction Warranties

대차대조표 자산 항공기 소 Airplanes

손익계산서 비용 항공기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Airplanes

손익계산서 비용 항공수입원가 중 Cost of Air Transportation

손익계산서 수익 항공운항수익 중 Revenues-Air Transportation

대차대조표 자산 항만시설이용권 소 Harbor Facility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비용 항만시설이용권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ses on Harbor Facility Usage Rights

손익계산서 수익 해외공사수익 중 Revenues-Overseas Construction

손익계산서 비용 해외공사원가 중 Cost of Overseas Construction

대차대조표 자본 해외사업손실준비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Overseas Business Losses

대차대조표 자본 해외사업환산대 소 Cumulative Effect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대차대조표 자본 해외사업환산차 소 Cumulative Effect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해외시장개척비 중 Overseas Marketing Expenses

대차대조표 자본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Overseas Market Development

대차대조표 자본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소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Overseas Investment Losses

손익계산서 비용 해운수입원가 중 Cost of Maritime Transportation

손익계산서 수익 해운운항수익 중 Revenues-Maritime Transportation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소 Cash and Cash Equivalents

대차대조표 부채 현재가치할인차금 소 Present Value Discount

대차대조표 자산 현재가치할인차금 소 Present Value Discount

손익계산서 수익 호텔수익 중 Revenues-Hotel Service

손익계산서 비용 호텔수입원가 중 Cost of Hotel Service

대차대조표 자산 회원권 소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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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부채 가계장기저축 소 Long-term Deposits for Household

대차대조표 부채 가수보험료 중 Advance Premiums Received
대차대조표 자산 개인대출채권 소 Consumer Loans

손익계산서 비용 개인연금지급금 소 Paid Annuities

손익계산서 비용 건물지대관리비 중 Maintenance Expenses for Land & Buildings

손익계산서 수익 경상이익 대 Gains Before Extraordinary Gains/Losses and Income Taxes

대차대조표 자산 계약금액내대출 소 Loans under Credit Line

손익계산서 수익 계약금액내대출이자 소 Interest on Loans under Credit Line

대차대조표 부채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Reserve for Participating Policyholders' Dividends

손익계산서 비용 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 소 Contribution to Reserve for Participating Policyholders' Dividends

손익계산서 수익 계약자배당준비금환입액 소 Reversal of Reserve for Participating Policyholders' Dividends

대차대조표 부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중 Unallocated Divisible Surplus to Future Policyholders

손익계산서 비용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전입액 소 Contribution to Unallocated Divisible Surplus to Future Policyholders

대차대조표 부채 계약자지분조정 대 Policy Reserve Adjustment

대차대조표 부채 고객예수금 중 Customers'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 소 Due from Financial Institions for Customers' Accounts

손익계산서 비용 고객예탁금이용료 소 Interest on Customers' Deposit

대차대조표 자산 고정자산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공탁금 중 Security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관리어음 중 Notes Receivable

손익계산서 비용 교육세 소 Excise Tax for Education

대차대조표 부채 구분계정부채 중 Separate Account Liablities

손익계산서 수익 구분계정수입수수료 중 Fees from Separate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구분계정자산 중 Separate Account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구분계정지급수수료 중 Fees to Separate Accounts

대차대조표 부채 구분계정차 중 Borrowings from Separate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구상이익 중 Indemnity Gains

대차대조표 자산 구상채권 중 Indemnity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국공채 소 Government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그밖의 기타고정부채 소 Other Long-term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그밖의 기타고정자산 소 Other Non-current Assets

대차대조표 부채 그밖의 기타유동부채 소 Other Current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그밖의 기타유동자산 소 Other Current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그밖의기타영업수익 소 Others

대차대조표 자산 그밖의기타자산 중 Others

대차대조표 부채 근로자우대저축 소 Deposits with Tax Benefit

손익계산서 비용 근로자우대저축이자 소 Interest on Deposits with Tax Benefit

손익계산서 수익 금융기관예치금이자 소 Interest on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부채 금융기관차입금 소 Borrow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손익계산서 비용 금융기관차입금이자 소 Interest on Borrow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손익계산서 수익 금융리스이자 소 Interest on Lease Payment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금융리스채권 소 Lease Payment Receivables under Capital Lease
손익계산서 비용 금융수수료 소 Financial Fees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금융자산 대 Financial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금융채 중 Bonds Receivabl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금전신탁 중 Trust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기구비품 소 Office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기금출연금 소 Contribution to Miscellaneous Funds

대차대조표 자본 기업발전적립금 중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Business Improvement

손익계산서 비용 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Commercial Papers

손익계산서 수익 기업융통어음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Commercial Papers

손익계산서 수익 기업융통어음이자 소 Interest on Commercial Papers

대차대조표 자산 기일경과어음 중 Past-due Note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산 기일경과증서대출금 소 Loans with Past-due Written Instrumen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 소 Other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 소 Other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 소 Other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 소 Other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고정자산 중 Other Non-current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금융채권 소 Other Financial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대출금 중 Other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매도유가증권 소 Other Securities Sold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부채 대 Other Liabiliti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수수료 소 Other Fe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수입수수료 소 Other Fe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수입이자 소 Other Interest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영업비용 중 Other Operating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영업수익 중 Other Operating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영업이익 소 Other Operating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영업잡비용 소 Miscellaneous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예금 소 Other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예치금 소 Other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유가증권 중 Other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의무형자산 소 Other Intangible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의유동자산 소 Other Current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의유형자산 소 Other Tangibl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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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이자 소 Other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이자 소 Other Interest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이자비용 소 Others

손익계산서 수익 기타이자수익 소 Other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자산 대 Other Assets

대차대조표 부채 기타잡부채 소 Other Miscellaneous Liabilities

대차대조표 자본 기타준비금 중 Other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지급수수료 소 Other Fees
손익계산서 비용 기타지급이자 소 Other Interest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기타카드대급금 소 Other Receivables On Credit Card

대차대조표 자산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단자어음 소 Short-term Bills
대차대조표 부채 단체보험예치금 소 Group Retirement Deposits

대차대조표 부채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중 Provision for Severance Benefits

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순손실 대 Net Loss

대차대조표 자산 당좌예금 소 Current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당좌예치금 소 Current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당좌차월이자 소 Interest on Bank Overdrafts

대차대조표 부채 대리점 중 Government Account
손익계산서 수익 대여자산처분손실충당금환입 소 Reversal of Loss on Disposition of Lease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대지급금 소 Advance Payments on Acceptances and Guarantees

대차대조표 자산 대지급금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대지급금이자 소 Interest on Payment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손익계산서 수익 대출관련수수료 소 Fees on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대출금 중 Loans

손익계산서 수익 대출금이자 소 Interest on Loans
손익계산서 수익 대출금이자수익 소 Interest Revenues on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대출채권 중 Loans

손익계산서 비용 대출채권매각손실 중 Losses on Sale of Loans

손익계산서 수익 대출채권매각이익 중 Gains on Sale of Loans

손익계산서 수익 대출채권이자 소 Interest on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동산 소 Office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등기소송비 소 Registration and Legal Fees
대차대조표 부채 렌탈보증금 소 Rental Deposits Provided
손익계산서 수익 렌탈수입 소 Rental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렌탈자산 소 Rental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렌탈자산보험료 소 Insurance Premium for Rental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렌탈자산상각비 소 Depreciation Expenses on Rental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렌탈자산처분손실 소 Loss on Disposition of Rental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렌탈자산처분이익 소 Gains on Disposition of Rental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리스료수입 소 Lease Revenues
대차대조표 부채 리스보증금 소 Leasehold Deposits Provided

손익계산서 수익 리스자산매매익 소 Gains on Sale of Leased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리스자산보험료 소 Insurance Premium for Leased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리스자산처분손실 소 Loss on Disposition of Leased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소 Allowance for Disposition Losses of Leased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환입 소 Reversal of Loss on Disposition of Lease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리스자산처분이익 소 Gains on Disposition of Lease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리스채권이자 소 Interest on Lease Payment Receivables

손익계산서 비용 만기환급금 소 Refunds on Maturity

손익계산서 수익 매도상품유가증권매매익 소 Gains on Short Sale

대차대조표 부채 매도유가증권 중 Securities Sold

손익계산서 비용 매매수수료 소 Trading Commissions

대차대조표 자산 매수주가지수옵션 소 Long Position on Stock Index Options

대차대조표 자산 매입어음 중 Bills Bought in Won

대차대조표 자산 매입외환 중 Bills Bought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매출어음 중 Bills Sold

손익계산서 비용 모집권유비 소 Promotional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무형자산상각 소 Amortization Expenses on Intangible Assets

대차대조표 부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중 Unearned Premium Reserve

손익계산서 비용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 소 Contribution To Unearned Premium Reserve

대차대조표 자산 미경과이자 중 Discount on Notes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미상환융자금 소 Delay Margin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금 소 Account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금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배당금 소 Devidend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수수료 소 Fees Receivable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수익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신용거래융자이자 소 Interest Receivables on Delay Margin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이자 중 Interest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미수채권이자 소 Interest Receivables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금 소 Account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내국환채무 중 Domestic Exchanges Payable

대차대조표 부채 미지급부가세 중 Value Added Tax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미회수내국환채권 중 Receivables from Inter-bank Fund Transfer

대차대조표 부채 발행어음 중 Notes Pa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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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문계정과목

손익계산서 비용 배당금비용 중 Policyholder Dividends

대차대조표 자본 별도적립금 중 Discretionary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손익계산서 수익 보증료 소 Fees on Guarrantee
손익계산서 비용 보증손실 소 Loss on Guarantee
대차대조표 자산 보증채무대지급금 소 Advances for Customers

대차대조표 부채 보통예금 소 Deposits on Demand

손익계산서 비용 보통예금이자 소 Interest on Deposits on Demand

대차대조표 자산 보통예치금 소 Deposits on Demand

손익계산서 비용 보험금비용 중 Claims Paid

손익계산서 비용 보험금환입 소 Refund of Claims Paid

손익계산서 수익 보험료수익 중 Premium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보험미수금 중 Insurance Receivables

대차대조표 부채 보험미지급금 중 Insurance Claims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보험약관대출금 중 Policy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부가가치세예수금 소 Value Added Tax Withheld

대차대조표 자산 부가세대급금 중 Prepaid Value Added Tax

손익계산서 비용 부과금 중 Assessments and Dues

대차대조표 자산 부금급부금 소 Loans on Installment Deposits

손익계산서 수익 부금급부이익 소 Interest on Loans on Installment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부금이자 소 Interest on Installment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부대시설 소 Auxiliary Facilities

대차대조표 자산 부도어음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부도채권 소 Dishonored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부도채권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손익계산서 비용 부동산감가상각비 중 Depreciation Expenses on Property

손익계산서 비용 부동산관리비 중 Maintenance Expenses on Real-estate Investments

대차대조표 자산 부동산담보대출금 중 Loans Secured by Real-estate

대차대조표 자산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중 Beneficiary Interest in Restructuring Fund

대차대조표 부채 부채  Liabilities

손익계산서 수익 분배금수익 중 Distribution Income from Investment Funds

대차대조표 부채 비상위험준비금 대 Reserve for Contingency

손익계산서 비용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Reserve for Contingency

대차대조표 자산 비업무용건물 소 Forclosed and Other Buildings

대차대조표 자산 비업무용자산 중 Foreclosed and Other Properties

대차대조표 자산 비업무용토지 소 Forclosed and Other Land

대차대조표 자산 사고대지급금 소 Advances Payments on Loss Compensations

대차대조표 자산 사모사채 중 Privately Placed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사모사채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손익계산서 비용 사업비 중 Operating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사채모집수탁수수료 소 Underwriting Fees on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사채발행차금-후순위사채 소 Discount on Subordinated Bonds

손익계산서 수익 사채보증수수료 소 Guarantee Fees

손익계산서 비용 사채이자 소 Interest on Bonds Payable

대차대조표 자산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소 Advance Payments on Acceptances and Guarantees of Bonds
손익계산서 수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소 Gains on Recovery of Bad Debts

대차대조표 자산 상품유가증권 대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상품유가증권매매손실 중 Losses on Sale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매매이익 중 Gains on Sale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배당금수익 소 Dividends on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배당수익 소 Dividends on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상품유가증권상환손실 소 Losses on Retirement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상환이익 소 Gains on Retirement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이자 소 Interest on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소 Losses on Sale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소 Gains on Sale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Trading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산 선급리스자산 소 Advances for Acquisition of Assets to be Leased
손익계산서 수익 선급리스자산기간이자수입 소 Interest Revenues on Advances for Acquisition of Assets to be Leased

대차대조표 자산 선물거래예치금 중 Deposits for Futures and Option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선물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Futures

손익계산서 수익 선물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Futures

대차대조표 자산 선물옵션거래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 소 Deposits for Futures and Options Transaction for Customers

대차대조표 부채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소 Deposits for Futures and Options Transaction

대차대조표 자산 선물옵션위탁매매증거금 소 Margin on Futures and Options

대차대조표 자산 선물옵션자기거래예치금 소 Deposits for Futures and Option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선물정산손실 소 Losses on Settlement of Futures

손익계산서 수익 선물정산이익 소 Gains on Settlement of Futures

손익계산서 비용 세금과공과금 소 Taxes and Dues

대차대조표 자산 소프트웨어 소 Software

손익계산서 수익 송금수입수수료 소 Fees on Remittance

손익계산서 비용 송금지급수수료 소 Fees on Remittance

손익계산서 비용 수선유지비 소 Repairs and Maintenance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수수료비용 중 Fees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수수료수익 중 Fees Revenues

대차대조표 부채 수익자예수금 소 Deposits for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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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문계정과목

대차대조표 자산 수익증권 소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증권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수익 수익증권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수익 수익증권취급수수료 소 Fees on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증권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수익 수익증권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수익 수입경비 중 Expenses Recovered
대차대조표 자산 수입담보금 소 Deposits Received for Margin Accounts

대차대조표 부채 수입담보금 소 Deposits Received for Margin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수입보증료 소 Guarantee Fees

대차대조표 부채 수입부금 소 Installment Deposits for the Loans Granted

손익계산서 수익 수입임대료 중 Rental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수입잡이자 소 Miscellaneous Interest Revenues

대차대조표 부채 수입제세 중 Taxes Withheld

손익계산서 비용 수재보험금 소 Reinsurance Claims Paid

손익계산서 비용 수재보험금환입 소 Refund of Reinsurance Claims Paid

손익계산서 수익 수재보험료 소 Assumed Reinsurance Premium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수탁수수료 소 Brokerage Fees

대차대조표 자산 신계약비 중 Deferred Acquisition Costs of New or Renewal Insurance Contracts

손익계산서 비용 신계약비상각비 중 Amortization Expences on Deferred Acquisition Costs of New or Renewal Insurance Contracts
대차대조표 자산 신기술금융자산 대 New Technology Financial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신기술금융투자주식감액손실 소 Impairment Losses on New Technology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신기술금융투자주식매출 소 Sales of New Technology Financial Investment
손익계산서 비용 신기술금융투자주식매출원가 소 Cost of New Technology Investment Securities Sold

대차대조표 부채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소 Deoposits for Opening a Margin Account

대차대조표 자산 신용거래융자금 소 Margin to Customers

손익계산서 수익 신용거래융자이자 소 Interest on Margin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신용공여금 소 Brokers'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신용공여금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부채 신용공여담보금 소 Guarantee Deposits in Fiduciary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신용대출금 중 Unsecured Loans

손익계산서 비용 신용카드관련수수료 소 Fees on Credit Cards

손익계산서 수익 신용카드수입수수료 소 Fees on Credit Cards

대차대조표 자산 신용카드채권 중 Credit Card Receivables

대차대조표 부채 신용카드채권매출 중 Sale of Credit Card Receivables

대차대조표 자산 신원보증금 소 Surety Guarantee for Stock Exchanges

대차대조표 부채 신탁계정차 중 Borrowings from Trust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신탁보수 소 Fees on Trust Accounts

손익계산서 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소 Losses on Trust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소 Fees on Trust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양도성예금증서 소 Certificate of Deposit

손익계산서 비용 양도성예금증서거래손실 소 Losses on Transactions of Certificate of Deposit

손익계산서 수익 양도성예금증서거래이익 소 Gains on Transactions of Certificate of Deposit

대차대조표 자산 양도성예금증서경과이자 소 Accrued Interest on Certificate of Deposit

손익계산서 수익 양도성예금증서이자 소 Interest on Certificate of Deposit

대차대조표 부채 양도성예수금 중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s

손익계산서 수익 어음관련수수료 소 Fees on Notes

손익계산서 수익 어음관리계좌관련수수료 소 Fees on CMA

대차대조표 부채 어음관리계좌예수금 중 Deposits on CMA

손익계산서 수익 어음관리계좌이자 소 Interest on CMA

대차대조표 자산 어음관리계좌자산 대 CMA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어음관리계좌지급이자 소 Interest on CMA

손익계산서 비용 어음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CMA

손익계산서 수익 어음할인료 소 Discount Charges on Notes

대차대조표 자산 역외외화대출금 중 Off-shore Loan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역외외화투자유가증권 중 Off-shore Investment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손익계산서 비용 연료및유류대 소 Fuel & Gas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연불이자수익 소 Interest Revenues on Deferred Payment
대차대조표 자산 연불채권 소 Loans for Deferred Payment

손익계산서 비용 연수비 소 Training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연체료수입 소 Delinquent Charge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연합회차입금이자 소 Interest on Borrowings from Mutual Savings Associ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권상각 소 Amortization Expenses on Goodwill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비용 대 Operating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수익 대 Operating Revenues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잡손실 중 Miscellaneous Non-operating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잡이익 중 Miscellaneous Non-operating Gains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잡손실 중 Miscellaneous Operating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잡이익 중 Miscellaneous Operating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예금 소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손익계산서 비용 예금보험료 소 Deposit Insurance Premium

대차대조표 부채 예수금 대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예수금이자 소 Interest on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예적금담보대출 소 Loans Secured by Deposits

손익계산서 수익 예적금담보대출이자 소 Interest on Loans Secured by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예치금 중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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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문계정과목

손익계산서 수익 예치금이자 소 Interest on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예탁금 소 Deposits Provided

손익계산서 비용 옵션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Options

손익계산서 수익 옵션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Options

손익계산서 비용 옵션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Options

손익계산서 수익 옵션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Options

대차대조표 자산 외국통화 중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금융리스채권 중 Capital Lease Payment Receivabl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대출금 중 Loan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상품유가증권 중 Trading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수탁금 중 Due to Bank of Korea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예금 소 Deposit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예수금 중 Deposit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예치금 중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주식 소 Equity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증권 중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손익계산서 수익 외화증권수탁수수료 소 Brokerage Fees on Foreign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외화증권인수및주선수수료 소 Underwriting Fees on Foreign Secur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차입금 중 Borrowing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채권 소 Bond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투자유가증권 중 Investment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외화환산대 소 Deferred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수익 외화환산대환입 소 Reversal of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외화환산손실 소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환산차 소 Deferred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외화환산차상각 소 Amortization Expenses on Deferred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외환거래손실 소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외환거래이익 소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외환차손 소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용역비 소 Service Contract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우리사주대여금이자 중 Interest on Loans to ESOP

대차대조표 자산 우선대지급금 소 Advance Payments on Acceptances and Guarantees

손익계산서 비용 운반및보관료 소 Freight Expenses and Custody Charges

손익계산서 비용 운용리스감가상각비 소 Depreciation Expenses on Operating Lease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운용리스료 소 Lease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운용리스수입 소 Operating Lease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운용리스자산 중 Operating Leas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운용리스자산감가상각비 소 Depreciation Expenses on Operating Lease Assets
손익계산서 비용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 소 Loss on Disposition of Operating Lease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운전자금대출 소 Loans for Working Capital
손익계산서 수익 운전자금수입이자 소 Interest Revenues on Working Capital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운전자금채권 소 Loans for Working Capital

손익계산서 비용 원수보험금 소 Primary Claims

손익계산서 수익 원수보험료 소 Primary Premium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원화금융리스채권 중 Capital Lease Payment Receivables in Won

대차대조표 자산 원화대출금 중 Loans in Won

대차대조표 부채 원화사채 중 Bonds Payable in Won

대차대조표 부채 원화예수금 중 Deposits in Won

대차대조표 자산 원화예치금 중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n Won
대차대조표 부채 원화장기차입금 소 Long-term Borrowings in Won

대차대조표 부채 원화차입금 중 Borrowings in Won

대차대조표 부채 원화표시사채 중 Bonds in Won

대차대조표 자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소 Collective Fund for Default Loss

대차대조표 부채 위탁자예수금 소 Deposits for Brokerage

손익계산서 수익 유가증권관련수수료 소 Fees Associated with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산 유가증권담보대출금 중 Loans Secured by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소 Loss on Sale of Marketable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유가증권평가손실 소 Loss on Valu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리스보증금 소 Current Portion of Lease Deposits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역외외화장기차입금 중 Current Portion of Off-shore Long-term Borrowings in Foreign Currency

대차대조표 부채 유동성원화표시사채 중 Current Portion of Bonds in Won

대차대조표 자산 유동자산대손충당금 중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유형자산 중 Property and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중 Losses on Disposition of Property and Equipment

손익계산서 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Gains on Disposition of Property and Equipment

대차대조표 부채 은행차입금 소 Borrowings from Banks

손익계산서 비용 은행차입금이자 소 Interest on Borrowings from Banks
대차대조표 부채 이연리스수익 소 Deferred Lease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이연리스수익환입 소 Reversal of Deferred Lease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이연외화환산손실 소 Deferred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이연외화환산손실상각 소 Amortization Expenses on Deferred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대차대조표 부채 이연외화환산이익 소 Deferred 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이자비용및지급수수료 소 Interest and Fees Expenses

손익계산서 수익 인수및주선수수료 소 Underwriting Fees

손익계산서 비용 일반관리비 소 Administrative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일반자금대출 소 General Purpose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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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수익 일반자금대출이자 소 Interest on General Purpose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일시불카드대급금 소 Receivables on Credit Card Sales
손익계산서 수익 임대료수익 소 Rental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임차보증금 소 Leasehold Deposits Provided

대차대조표 자본 자본 Stockholder's Equity

대차대조표 자산 자산 Assets
손익계산서 수익 자산수증이익 소 Gains on Assets Contributed

대차대조표 부채 자유적립예금 소 Deposits with Flexible Installment

손익계산서 비용 자유적립예금이자 소 Interest on Deposits with Flexible Installment

대차대조표 부채 잡부채 중 Miscellaneous Liabil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잡수익 소 Miscellaneous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잡자산 중 Miscellaneous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선급수수료 소 Long-term Prepaid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선수금 소 Long-term Advances from Customer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성대여금 소 Long-term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성대여금대손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성대출금 소 Long-term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장기성예금 소 Long-term Deposits

대차대조표 부채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중 Reserve for Long-term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전입액 소 Contribution to Reserve on Long-term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장기해약환급금 소 Long-term Surrender Refunds

손익계산서 비용 장내옵션거래손실 소 Losses on Listed Option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장내옵션거래이익 소 Gains on Transaction of Listed Options

손익계산서 수익 장외거래수수료 소 Fees on OTC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소 Losses o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손익계산서 수익 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소 Gains o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손익계산서 비용 장외파생상품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OTC Derivatives

손익계산서 수익 장외파생상품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OTC Derivatives

손익계산서 비용 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OTC Derivatives

손익계산서 수익 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OTC Derivatives
손익계산서 수익 재리스실현수입 소 Release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재보험금 소 Reinsurance Benefits Received

손익계산서 수익 재보험금수익 중 Reinsurance Revenues

손익계산서 수익 재보험금환급 소 Refund of Reinsurance Claims Recovered

손익계산서 비용 재보험료 소 Reinsurance Premium

손익계산서 비용 재보험료비용 중 Reinsurance Premium

손익계산서 비용 재산관리비 중 Property Maintenance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재할인어음이자 소 Interest on Bills Discounted

대차대조표 부채 저축자예수금 소 Deposits for Savings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적격증권 중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적금예치금 소 Installment Deposits
대차대조표 부채 전대리스장기미지금금 소 Long-term Sub-lease Payable

손익계산서 비용 전력및수도료 소 Utility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전산업무비 소 Electronic Data Processing Expenses

손익계산서 비용 전산운용비 소 Electronic Data Processing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전환권조정계정 중 Conversion Rights Adjustment

대차대조표 부채 정기예금 소 Time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정기예금이자 소 Interest on Time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정기예치금 소 Time Deposits

대차대조표 부채 정기적금 소 Installment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정기적금이자 소 Interest on Installment Deposits
대차대조표 자산 제가입권 소 Other Deposits Provided

대차대조표 부채 제세금예수금 소 Taxes Withheld
대차대조표 자산 조건부대출금 소 Conditional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조건부예수금 소 Deposits for Repurchase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조사연구비 소 Research Expenses
대차대조표 자산 조합출자금 소 Investment in Partnership
손익계산서 수익 종업원대여금이자 소 Interest on Loans to Employees
대차대조표 자산 종업원장기대여금 소 Long-term Loans to Employees

대차대조표 자산 종업원지주대여금 중 Short-term Loans to Stockholders, Executives, and Employees

대차대조표 자산 종합통장대출 소 Consumer Loans

손익계산서 수익 종합통장대출이자 소 Interest on Consumer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주가지수옵션 소 Stock Index Options

대차대조표 자산 주식 중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주식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주식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주식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주식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Equity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산 주택자금융자금 중 Loans for Employee Housing

손익계산서 수익 주택자금융자금이자 중 Interest on Loans for Employee Housing
대차대조표 자산 주택할부금융채권 소 Loans for Housing Installment Credit

손익계산서 수익 중도해지수수료 소 Fees on Early Withdrawal

대차대조표 자본 증권거래준비금 중 Legal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Losses in Security Industry

대차대조표 자본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소 Legal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Accidental Losses in Security Industry

대차대조표 자본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소 Legal 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for Trading Losses in Security Industry

대차대조표 자산 증권미수금 소 Fail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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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수익 증금예치금이자 소 Interest on Deposits with KSFC

대차대조표 부채 증금차입금 소 Borrowings from KSFC

손익계산서 비용 증금차입금이자 소 Interest on Borrowings from KSFC
대차대조표 자산 증서대출금 소 Loans with Written Instruments
손익계산서 수익 증서대출이자수익 소 Interest Revenues on Written Instruments Loans

손익계산서 비용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 중 Losses on Valuation of 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손익계산서 수익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중 Gains on Valuation of 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손익계산서 수익 증시안정기금평가이익 중 Gains on Valuation of 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대차대조표 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중 Advance Payments on Acceptances and Guarantees

대차대조표 자산 지급보증대출금 중 Advance Payments on Acceptances and Guarantees

대차대조표 부채 지급보증충당금 중 Allowance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손익계산서 비용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소 Contribution to Allowance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손익계산서 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 소 Reversal of Allowance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손익계산서 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소 Reversal of Allowance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손익계산서 비용 지급이자 소 Interest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지급준비금 중 Reserve for Outstanding Claims

손익계산서 비용 지급준비금전입액 소 Contribution to Reserve for Outstanding Claims

손익계산서 수익 지급준비금환입액 소 Reversal of Reserve for Outstanding Claims

대차대조표 자산 지급준비예치금 소 Reserve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지분법평가손실 소 Equity Loss on Investments

대차대조표 자산 지준유가증권 중 Securities Secured for Reserve
대차대조표 자산 집기비품 소 Office Equipment

손익계산서 비용 차량비 소 Vehicles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차입금 대 Borrowings

손익계산서 비용 차입금이자 소 Interest on Borrowings

대차대조표 자산 채권경과이자 소 Accrued Interest on Bonds

손익계산서 비용 채권매매손실 소 Losses on Sale of Bonds

손익계산서 수익 채권매매이익 소 Gains on Sale of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채권시장안정기금출자금 중 Investment in Bond Market Stabilization Fund

손익계산서 수익 채권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중 Gains on Valuation of Bond Market Stabilization Fund

손익계산서 수익 채권이자 소 Interest on Bonds

손익계산서 비용 채권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Bonds

손익계산서 수익 채권평가이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Bonds
손익계산서 수익 채무면제이익 소 Gains from Liabilities Exempted

대차대조표 부채 책임준비금 대 Insurance Reserve

손익계산서 비용 책임준비금전입액 중 Contribution to Insurance Reserve

손익계산서 수익 책임준비금환입액 중 Reversal of Insurance Reserve
대차대조표 자산 처분손실충당금 소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차대조표 자산 청약예치금 소 Subscription Deposits

대차대조표 부채 청약자예수금 소 Subscription Deposits

손익계산서 비용 추심지급수수료 소 Fees on Collection
대차대조표 자산 출자전환채권 소 Receivables Convertible to Equity Securities

대차대조표 부채 출재보험준비금 중 Reserve Adjustment Account for Reinsurance Ceded
대차대조표 자산 카드론 소 Credit Card Loans
대차대조표 자산 카드자산 대 Credit Card Service Assets

대차대조표 자산 콜론 중 Call Loans

손익계산서 수익 콜론이자 소 Interest on Call Loans

대차대조표 부채 콜머니 중 Call Money

손익계산서 비용 콜머니이자 소 Interest on Call Money

손익계산서 수익 통화선도거래이익 중 Gains on Foreign Exchange Forward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통화선도평가이익 중 Gains on Valution of Foreign Exchange Forward Contracts

손익계산서 수익 통화스왑수입이자 소 Interest Income on Foreign Currency Swap

손익계산서 비용 통화스왑지급이자 소 Interest on Foreign Currency Swap

대차대조표 부채 퇴직신탁 중 Retirement Trust Account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부동산처분이익 중 Gains on Disposition of Real-estate Investment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상담사수수료 소 Investment Consulting Fee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수익증권 중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수익증권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Beneficiary Interest in Investment Fund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영업잡손실 중 Miscellaneous Losse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영업잡이익 중 Miscellaneous Gain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중 Reversal of Impairment Losses on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유가증권배당금 중 Dividends on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소 Dividends on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유가증권이자 소 Interest on Investment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본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 중 Gains/Losses on Valua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소 Loss on Disposition of Investment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Reversal of Impairment Losses on Equity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주식처분손실 소 Loss on Sale of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주식처분이익 소 Gains on Sale of Investment Securities

대차대조표 자본 투자주식평가손실 중 Losses on Valua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손익계산서 비용 투자채권감액손실 중 Impairment Losses on Investment Bonds

손익계산서 수익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Recovery of Impairment Losses on Investment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출자금 소 Equity Investments

대차대조표 자산 특수채 중 Special Purpose Bonds

손익계산서 비용 파생금융상품거래손 소 Losses on Derivative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 중 Losses on Derivative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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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수익 파생금융상품거래익 소 Gains on Derivative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파생금융상품관련비용 소 Losses on Derivative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소 Losses on Valuation of Derivatives

손익계산서 수익 파생금융상품평가익 소 Gains on Valuation of Derivatives

대차대조표 자산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중 Valuation Adjustment for Financial Derivatives

대차대조표 부채 파생금융상품평가조정 중 Valuation Adjustment for Financial Derivatives

손익계산서 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중 Gains on Derivative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수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소 Gains on Derivatives Transaction
손익계산서 비용 파생상품평가손실 소 Loss on Valuation of Derivatives
대차대조표 부채 파생상품평가조정 소 Valuation Adjustment for Financial Derivatives

대차대조표 자산 파생상품평가조정 소 Valuation Adjustment for Financial Derivatives

대차대조표 부채 파생상품평가조정 소 Valuation Adjustment for Financial Derivatives

대차대조표 자산 팩토링매입채권 중 Factoring Receivables
손익계산서 수익 팩토링수입이자 소 Interest Revenues on Factoring
대차대조표 자산 팩토링채권 소 Factoring Receivables

대차대조표 부채 팩토링채권미지급금 중 Factoring Payables

대차대조표 부채 표지어음예수금 중 Issued Notes

손익계산서 비용 표지어음예수금이자 소 Interest on Issued Notes
손익계산서 수익 할부금융이자 소 Interest Revenues on Installment Credit
대차대조표 자산 할부금융채권 소 Loans for Installment Credit
대차대조표 자산 할부카드대급금 소 Receivables on Credit Card Instalment Sales

대차대조표 자산 할인 및 매입어음 중 Notes Discounted and Purchased

대차대조표 부채 할인발행차금 중 Discount on Bonds

대차대조표 자산 할인어음 소 Notes Discounted

손익계산서 수익 할인어음매매익 소 Gains on Sale of Notes Discounted

손익계산서 수익 해약환급금 소 Cancellation Refund Received

손익계산서 비용 해약환급금환입 소 Return of Cancellation Refund Received

대차대조표 자본 해외사업환산대차 중 Cumulative Effect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손익계산서 비용 해외선물거래손실 소 Losses on Foreign Futures Transaction

대차대조표 자산 해외유가증권 중 Overseas Trading Securities
손익계산서 수익 해지리스수입 소 Lease Cancellation Revenues

대차대조표 자산 현·예금및예치금 대 Cash and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 중 Cash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과예금 중 Cash and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및예금 중 Cash and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및예치금 대 Cash and Due from Financial Institutions
대차대조표 자산 현금서비스 소 Cash Payments

대차대조표 부채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중 Bonds Sol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손익계산서 비용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소 Interest on Bonds Sol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대차대조표 자산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중 Bonds Purchase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손익계산서 수익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소 Interest on Bonds Purchase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대차대조표 자산 회사채 중 Corporate Bonds

손익계산서 비용 회의비 소 Conference Expenses

대차대조표 부채 후순위사채 소 Subordinated Bonds

대차대조표 부채 후순위차입금 소 Subordinated Borrowings

손익계산서 수익 TRS스왑수입이자 소 Interest on TRS Swap

손익계산서 비용 TRS스왑지급이자 소 Interest on TRS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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