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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회계의 개요  

 

1. 의의 및 목적  

 

  외화회계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 부채의 증감사항과 손익상황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계산․정리하는 제도 또는 방식이다.  

  외화회계도 일반회계의 일종이므로 그 회계처리방법이 

본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일반은행 회계와 다를 것이 없지만 

외환시장의 존재, 격지간의 대외거래, 여러종류의 거래통화 등 

외국환거래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처리에 비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화회계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의 제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화회계는 외화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과 외화계정과목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화대차대조표는 일반적인 은행대차대조표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자료는 아니나 감독당국의 외화건전성 

평가자료 및 외환당국의 외환통계 파악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화대차대조표는 은행의 

외환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용도로도 널리 쓰이고 있어 

합리적인 작성기준 제시는 은행업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화계정과목이란 외환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화로 표시된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외화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대부분의 외화계정과목은 원화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과목과 유사한 내용 및 명칭을 지니고 있어 원화회계기준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외환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입외환, 매도외환, 미지급외환 등과 같은 

경과계정 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수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외화계정과목은 외화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공표용 일반재무제표의 기본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객관적인 회계처리기준 제시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화회계기준 제시는 외환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제공과 더불어 일반재무제표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것으로 

외환자유화 조치로 은행의 외환업무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 

및 의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은행회계와의 관계  

    

  은행회계는 은행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동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의 자산 ․

부채의 증감상황과 손익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계산․정리하는 

제도 또는 방식을 말한다.  



  은행회계는 은행의 건전경영 및 신용질서유지 등을 위한 

감독정책 측면 및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공공이익 측면 등이 일반 기업회계에 비해 특히 강조되는데 

이는 은행회계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은행회계의 중요성으로 은행회계는 「 상법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 기업회계기준 」 등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규제외에 「은행법」,「신탁업법」,

「 외국환거래법 」 , 「 은행업감독규정 」 , 「 신탁업감독규정 」 ,

「외국환거래규정」등 설립근거법 또는 업무취급 근거규정 등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은행업무는 예․대업무 등의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 신탁업무, 

고정자산 취득 ․ 처분 등과 같은 일반기업으로서의 업무, 

외국환업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은행관련 제법규는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환업무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환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는 근거법인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처리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되어 있고 

「 은행업감독규정 」 및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에서 그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거래를 포함한 주요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별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처리방식은 

통일적인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재무정보가 각각 다른 업무내용 및 감독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도 회계처리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회계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방식이 은행회계와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외환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회계의 규제법규  

외부감사법   은  행  법  외국환거래법  신 탁 업 법 

↓   ↓  ↓  ↓ 

기업회계기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외 국 환 

거래법시행령
 
신  탁  업 감독규정 

및 세      칙 

↓   ↓ ↘    ↓ 

은  행  업 

회계처리준칙 
  
회계처리기준 

<별표 4, 5>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 
 

신탁겸영은행 

회계처리기준 

↓           

해  석  및  

적 용 사 례 
          

↓           

회계처리관련 

질의 및 회신  
          

↓           

기업 및 은행의 고유․부수업무  외국환업무  신 탁 업 무 

 

   

 

3. 외화회계의 특성  

 

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  

    



  외화회계는 별도의 외화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외화대차대조표는 일반에 공표되는 재무제표의 

한 의  

달 이

여  않

차대조표에서 제외하고 원화로 직접 

대조표는 

조  

은 

반 재무제표에 환산되어 공표될 대상이므로 외화 및 원화 

계 및 구성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은 원화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에 

일종은 아니나 국가의 대외 외환통계 파악 및 외환부문 건전성 

파악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금감원의

「은행업감독규정」및 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의하여 

은행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외화회계에서는 일반회계와는 리 외화대차대조표 외의 

손익계산서 등 타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지 은데 이는 

외환부문 정보파악 및 건전성 감독이 대차대조표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기인한다.  따라서 손익항목 및 자본조정계정 

항목은 외화대

회계처리한다.  또한 외화대차 계상 기준통화를 

미달러화로 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달러화를 기본통화로 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외화대차대 표는 계정과목 배열에 있어 기본적으로 

은행회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유동성배열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계정과목 구분 및 배열순서에 있어 다소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화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감독당국 및 외환당국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일반 대차대조표에 나열되어 있는 

외환거래관련 계정과목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화회계가 은행회계의 한 부분이고 외화계정과목

일

대차대조표가 그 분류체

외화

쉽게 연결․환산될 수 있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외국환의 상품화  

    



  은행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전 즉 자금의 대차가 대부분이며 화폐 

등 지급수단 자체를 상품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외환거래는 

 외화 이외의 다른 외화를 대가로 하여 

매가 이루어진다.  

 매매과정을 기장․정리하고 매매에 의하여 

생한 손익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일반회계와 다른 

 

대  환

 

 환율은 

록 되어 

을 뿐만 아니라 매매액은 원화로도 병기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산출할 수 있고 화폐단위가 

른 외화회계와 일반회계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국제간의 대외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대외지급 수단인 외국통화, 

외화수표 등의 외국환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대 고객 또는 

은행간에 자국통화나 당해

매

  외화회계에서는 이

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환율의 적용  

 

  외국환의 매매 또는 이종통화의 교환에 적용할 교환비율, 즉 

어떤통화 1단위에 한 다른 통화표시가격을 율이라고 말하며 

그 수준은 외국환의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통화별로 다르지만 외국환은행의 수수료, 환리스크에 대한 

보험료적인 요인 및 매매익을 감안하여 결제방법에 따라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매도율로 구분되고 

거래형태, 즉 현물환인가 선물환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은 주된 업무중에 하나인 외국환매매 때마다 

통화별, 거래별, 결제방법에 따라 어느 한 가지 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통화 및 환율을 전표나 장부에 반드시 기재하도

있

방법이 외환매매손익을 정확하게

다

적용문제는 외화회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요소가 된다.  

 

라. 경과계정과 결제계정  



   

  외국환은행이 매매하는 외국환은 궁극적으로 외국의 

지급지에서 결제되어 외국환은행의 해외외화타점예치금계정의 

증감으로 나타나지  고객과의 매매거래와 은행간의 거래인 

환결제계정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지리적, 시간

만

적 특성에 따라 

회

, 

외 자

환과 같이 국내에서 외국환 

가 경

지서를 받는 데에는 상당한 기일을 요하게 되므로 

외국환은행의 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점이 결제가 확실히 완료된 

시점에서 기표하고 있는 은행의 일반회계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제계정과목과 경과계정과목의 관계

대변과 차변의 계리시점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환은행은 계처리상 어떤 거래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과계정과 결제를 위한 결제계정을 갖게 된다.  

  경과계정으로는 매입외환, 매도외환 미결제외환, 미지급외환, 

외화출자전환채권의 5 가지 계정이 있으며, 결제계정으로는 

당방계정인 화타점예치금( 산), 외화타점차계정(부채)과 

선방계정인 외화타점대(자산), 외화예수금계정(부채)이 있다.  

  한편, 매입외환이나 매도외

매매거래  먼저 일어나는 과계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편일수만큼 경과한 후에 해외환거래은행에서 결제되고 

있으므로 예정대체일에 경과계정과목에서 결제계정과목으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정대체일제도는 해외환거래은행으로부터 결제가 

되었다는 통

 조속한 자금화와 외화자금의 효율적

 

  

 



 
 

   환결제거래 ----------------------------------- 결제계정과목    

                                                          

    

                                     

     대고객거래 ------ ----------- ---- 경과계정과목  

 

 

                                                       (우편일수)  

    

------- -------

u 은

 

 

 

마. 당방계정과 선방계정  

 

  당방계정(O r a/c)이란 외국환 행이 해외환거래은행에 개설한 

자행명의의 환결제계정(당좌예치금)이다.  즉 해외코레스은행에 

개설되어 당방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이 행하여지는 외화표시 

타점계정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해외환거래은행이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한 환결제계정(당좌예수금)을 



선방계정 Their a/c)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국내외국환은행 

입장에서 본 것이다.  

  따라서 입장을 바꾸어 해외환거래은행측에서 보면 

외국환은행의 당방계정은 해외환거래은행의 선방계정이 

(  

될 

것이며 외국환은행의 선방계정은 해외환거래은행의 당방계정이 

된다

  그러므로 해외환거래은행 입장에서 본 선방계정과 

외국환은행의 당방계정은 항상 동일한 것으로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 즉, 선방계정이 두 은행간의 대차관계를 기장하는 

 이에 상응하는 당방계정은 

(元 )계정에 대한 대응계정(Shadow a/c)의 위치에 서게 되며 

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특성인 우편일수 등의 시차로 인하여 

잔 지

nt)를 그 차  있

 로

 

.  

.  

원(元 )계정(Actual a/c)인데 반하여

원

이론상으로 양계정의 잔액은 일치하여야 한

  

양계정의 액은 일치하  않고 있는바 일정기간마다 

환대사(Reconcileme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 으나 실제 

자금운용상의 기준은선방계정의 잔액을 중심으  하고 있다.  

              

  채 권 계 정 채 무 계 정

당방 계정 외화타점예치금외화타점차

선방 계정 외화타점대 외화예수금

 

바. 손익의 복합적인 요소와 원화계리  

 

무역관련 외국환거래는 우편일수만큼 시간이 걸리고 

기한부수출환어음 매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한부외화금융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매매손익에는 이자성격과 매매에 따른 수수료형태의 손익이 

혼합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한 모든 손익은 원화로 계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서 

실제의 손익이 외화로 발생한다고 하여도 손익발생과 동시에 

원화로 평가하여 계상한다.  

 

 

4. 대내․외 구분의 명확화  

 

  외화회계에 있어서 외화자산은 대내외화자산과 

대외외화자산으로 외화부채는 대내외화부채와 대외외화부채로 

및

산

거주성  

 대외외화자산 및 

채의 거래로 표시된다.  거주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이외의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 또는 주소에 의한 

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라도 비거주자가 

주자의 구분 참조)  

가. 국민의 거주성  

구분된다.  대내  대외의 구분에 따라 외환보유액이나 

순대외외화자 (NFA)등을 산출하게 되므로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대내외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대내․외 구분의 기준은 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거주자간의 거래는 대내외화자산 및 부채의 거래로 

표시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는

부

우리나라안에 주소 또는

사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되 비거주자의 우리나라안에 있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단순한 구분 뿐만 아니라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

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10조 거주자와 비거

 



 

  우리나라 국민은 그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정하여 거주자(국민인 거주자)로 취급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는 자  

(현지법인,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재사무       소 및 국제기구 포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가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그 

 목적으로 출국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외국인 

주자)로 취급한다.  

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내에서 영업활       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있

 다시 입국하여 체제하고 있는 자  

추

자는 비거주자(국민인 비거주자)로 본다.  

 

  ㅇ 2년이상

있

  ㅇ 외국에 있는 사업소

주

목적으로 출국한 자  

  ㅇ 출국한 후 외국에 2년을 경과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ㅇ 국민인 비거주자

체재기간이 3개       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재외공관에 근무할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취급한다.  

 

나. 외국인의 거주성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비거주자로 취급하나 

거

  ㅇ 국내에 있는 영

국

  ㅇ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는 자  

  ㅇ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 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그러나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 ․영사 또는 

 본다.  

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다음의 법인(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포함)은 

  

  ㅇ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등  

  ㅇ 국내에 있는외국정부의 공관, 사절단 및 국제기구  

 

마. 미합중국군 및 국제연합군의 거주성  

리카합중 약제 4 조

목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다. 가족의 거주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

동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라. 법인의 거주성  

 

  

거주자로 본다.  

 

  ㅇ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ㅇ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지점, 지사, 출장소, 기타 사무소

  ㅇ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공관  

 

  그러나 다음의 법인은 비거주자로 본다.  

 

 

 

  대한민국과아메 국간의상호방위조 에의한시설

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非稅出資金機關)․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은 

 

�. 외화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외국환은행의 외화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 」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기준은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와 난외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환은행(국외점포 

포함)은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 」 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계정과목은 <참고>와 같이 편제되어 있는데 그 

배열순서는 상대적 유동성배열법에 따르고 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는 실제 거래통화별로 

계상되며,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상황보고서 작성시에는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 

제 24조에서 정하는 대미화 환산율에 의거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는 외국환업무보고서로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자금상황보고서 및 외화대차대조표는 주요 

정책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대외순외화자산 등 외환관계 

주요지표 산출을 위한 제 1차적인 자료가 되므로 계정과목의 선택, 

대내․대외외화자산․부채의 구분 및 계상시점 등이 명확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 외국환계정 

비거주자로 취급한다.  



회계처리기준 」 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외국환업무도 

궁극적으로 외부이해관계자 즉, 주주, 채권자 등에게 주기적으로 

국환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야 하므로 외국환업무의 기본거래가 비록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 산과 

부채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평가조정에 대한 

계처리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외화표시 자산 ․ 부채의 

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정 회계처리기준 」 상의 외국환 

 같다.  

리기준의 외국환 계정과목 체계

외

공고하여

로 발생하지만 결국은 원화로 환산하여 원화자

원화

  따라서, 외화

회

원화평가조정

<별표 4>회계처

  현재 금융감독원 「 외국환계

계정과목 체계는 다음과

 

  (참고)  

외국환계정 회계처   

  

금  

가증권  

가증권  

증권  

권  

권  

    

I. 자산계정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상품유

   나. 외화투자유

4. 외화대여유가

   가. 외화대여상품유가증

   나. 외화대여투자유가증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Note)  

  

  

  

대여금  

  

  

권  

  

급금  

점  

   다. 약속어음(P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은행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은행간외화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부채권매수  

링채권  

  

  

율옵션  

  

  

 나. 역외외화대출금  

증권  

   (1) 역외상품유가증권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

19. 외화수출팩토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다. 역외외화

  



     (2) 역외투자유가증권  

  

채권매수  

산  

산  

차금(-)  

)  

  

  

  

  

  

입금  

화수탁금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

   바. 역외파생상품자

   사. 역외기타외화자

23. 외화현재가치할인

24. 외화대손충당금(-

 

2. 부채계정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행차금) (+)  

금  

증금  

보증금  

무  

지급금  

매도  

점  

익  

미결제현물환  

충당금  

  

율옵션  

   (외화채권할증발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

   가. 수입담보보

   나. 수입물품선취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

10. 외화수출팩토링미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

   바. 외화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션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본지점  

도  

채  

보증  

토링인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

     (3) 기   타  

  

15. 역외외화부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

   바. 역외파생상품부

   사.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3. 난외계정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화물선취보증  

   나. 기타외화

     (1) 수입팩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용장발행  

  

입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외화파생상품거래  

   . 통화관련 파생상품

   . 통화관련 파생상품

 .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품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

7.

8.

가 매입  

나 매도  

  다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 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1. 자산계정(Assets Account)  

일  

미래

 . 

 

(F  C

정은  외화

 여행자수표 등 일람출급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이므로 대변에 기록한다. 

 

  자산은 반적으로 과거의 거래 또는 행위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재화 및 권리로서 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 경제적 자원이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며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 각종 자산의 

현재액을 표시한다.  

 

가. 외국통화 oreign urrency on Hand)  

 

  외국통화계  외국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찰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동 계정에는 외화현찰만을 기입할 뿐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등 즉시 

현금화될 일람출급의 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통화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원화의 현금계정에는 미교환타점권 

등이 포함되나 외국통화계정에서는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통화의 수납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화현찰을 매입하는 경우로, 

현금자산의 증가이므로 이 

외국통화의 지급은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매도의 

경우나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 그리고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 

환전 등의 경우로 현금자산의



따라서 이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며 외국환은행의 

 표시하게 된다.  

 인정된 바에 따라 

로 미국 

러｣화, 일본「엔」화, 영국 ｢파운드｣화, 독일 ｢마르크｣화 등의 

 빈번하지 않은 통화에 있어서는 위조, 변조 및 매입 후 

어지지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계처리예시>  

   (차) 외국통화   xxx                      (대) 외화예수금  xxx  

  xx       (￦

자나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외화현찰로 환전한 경우  

외국통화 시재금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외국통화는

취득,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통화가 대상이 되지만, 주

｢달

주요 선진국 통화가 대부분이고  

거래가

자금운용상 곤란 등의 이유로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

않

 

 

<

 � 외화당좌예금을 외화현찰로 받은 경우  

  

   

 � 국내에 입국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현찰을 원화로 환전한 

경우  

     (차) 외국통화 x                 (대) 현   금 )  xxx  

   

 � 해외여행

     (차) 현  금(￦)  xxx                     (대) 외 국 통 화   xxx  

 

나. 외화예치금(Due from Banks in Foreign Currency)  

 

  외화예치금계정은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채권이다.  



  외화예치금은 예치대상금융기관 소재지에 따라 해외예치금과 

따라 

화타점예치금, 외화정기예치금, 외화기타예치금 등으로 

정에 

  정기예치금

별로 어 도 

도  . 

 은행이 수시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의 결제자금으로 

은행에 개설해 놓은 대기성 

금  

 

 사용되는 자금이며, 국내 

화타점예치금은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의 결제를 위해 국내의 

예치한 자의적인 대기성 예치금도 있고 

의무적

예치대상 금융기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국내예치금으로 구분되고, 예치금의 종류에 

외

세분된다.  

  외화타점예치금계정은 환결제를 위한 당좌예치금 성격의 

결제계정과목으로서 은행은 적정규모의 최소자금을 동 계

예치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은 이자가 높은 외화  

계정에 금액과 기일  나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얻고 

제 2 선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증거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예치하는 외화기타예치금이 있다.  

 

 (1) 외화타점예치금(Due from Banks on Demand)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거래

예치금, 즉 요구불예치 (Our A/C)을처리하는 계정이다.  

  외화타점예치금은 국내와 해외로 분류되는 바, 해외 

외화타점예치금은 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당좌예치금으로서 대외결제에

외

타외국환은행에 

외국환관리에 수반되는 인 예치금도 있다. 이를 

 

  (가)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금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외국환관리에 수반하여 

결제를 위한 

결제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이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해외타점예치금을 

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타외국환은행에 대한 예치로서 외국환업무의 중계 등에 

리예시>  

o 자금이 외국환은행에 입금된 

  

대     

� 외화자금을 해외은행에서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이체시킨 

경우  

     (차) 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외국환은행)                            (해외은행)  

외화예수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인 법정예치금과 외국환은행간 

또는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의 대차관계

환

 

<회계처리예시>  

외국환

한국은행에 당좌예치하는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

           (한국은행)                

   

  (나) 외국환은행에 대한 예치금  

  국내

필요한 결제준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예치된다.  

 

<회계처

 � Renego 은행으로부터 Reneg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 ) 매입외환  xxx  

          (외국환은행)  

    〈난외〉 배서어음 기재  

    

타 자금

외화타점예치

        



             

  (다) 해외은행에 대한 예치금  

 말  계정 은 

이자, 수입수수료 

거래, 자본거래 등 외국환업무를 원활히 하기 

해서 거래 당사자간의 대금의 추심, 지급, 신용장업무 등이 

루어지도록 

래

의 

락통지와 부대문서의 상호교환으로 환거래계약이 성립된다. 

  는 

에는 서명감, 전신암호문 또는 BKE(Bilateral Key 

Exchange), 거래조건  제수수료율표와 그 밖에 Annual Report

등이 있다.  

 

  외국환은행이 해외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해외거래은행에 예치한 

당좌예치금을 한다. 이 의 입금 매입외환의 추심대금, 

미지급외환대금,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수입

등이고 지급은 전신송금(T/T)과 우편송금(M/T)을 포함한 

매도외환대금, 수입결제대금,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다.  

 

<참고>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송금, 무역

위

거래당사자 소재국의 자행 거래은행을 통하여 이

상호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환거 은행 또는 

코레스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상대은행에 환거래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서한과 이에 따르는 부대문서를 송부하고, 상대은행

수

또한 환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교환되

부대문서

 및  



 

 *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은행과의 일반적인   상대방 환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하기 

래은행에 자기명의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우가 있는데 이러한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이라     한다.  

 * 무예

고 

 일반적인 환거래 

라 한다.  

 � 매입한 행은행 앞으로 발송한 후 

) 매입외환  xxx  

   (해외은행)  

 

 � 류가 도착하여 

장)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용  삭제  

 상  

환거래업무에 따르는     대금결제 등을 더욱 원활하게 

위하여 상대방 환거

경

   

치환거래은행(Non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상대방 환거래은행에 당좌예치금계정을 개설하지 않

외국환 추심, 송금,    신용장업무 등과 같은

관계만을 유지하는 은행을 무예치    환거래은행이

 

<회계처리예시>  

 수출환어음을 L/C 발

예정대체일이 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해외은행으로부터 선적서

일람출급수입어음을 결제한 경우(송금방식 수입신용

     (차) 고객계정    

                                                (해외은행)

  <난외 장발행

 

 � 해외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도착시 환은행에서선차기 된 

경우(상환방식 수입신용장)  



     (차) 미결제외환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해외은행에서 Payment Order 가 내도하고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타발송금)  

  xxx  

         (해외은행)  

예

 구분하여 

금 중 외화타점차(Our Account Overdraft)로 처리한다.  

  이와는 반대로, 해외환거래은행이 환결제를 위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설치한 계정을 외화예수금(Their Account)이라 

하며, 동 계정을 통해 취급한 대월잔액을 외화타점대(Their 

Account Overdraft)라 한다.  

 

(2) 외화정기예치금(Due from Banks on Time)  

 

 

는 금융기관간 

기예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대상금융기관의 소재지에 

국내 및 해외 외화정기예치금으로 구분된다.  

 

대한 외화정기예치금이 있다.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미지급외환

  

  해외은행에 대한 당좌 치잔액은 보통 차변잔액이나, 

Corres 계약에 의하여 당좌차월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때때로 

대변잔액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 때에는 외화타점예치금계정 

대변에 계상하지 않고 차입으로 보아 이를

외화차입

  외국환은행이 보유하는 여유자금 중 안정적으로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당기간 타금융기관에 예치하

정

따라 

 

 (가) 국내정기예치금  

  국내에 정기예치한 대내외화자산으로서 외국환은행의 국내 

타외국환은행에 



   

<회계처리예시>  

외국환은행이 해외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을 인출하여 국내 

타외국환은행에 정기예치한 경우  

 

 (나) 해외정기예치금  

 기예치한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 및 대외지급보증에 따른

담보제공 목적의 예치자금(Compensatory Balance) 등이 

 있다.  

 해외정기예치금의 종류  

ernight Deposit) : 여타  투자하기 전의

대기자금이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예치물이다.  

me Deposit) :  일정 기간동안 은행에 예치 

       는 투자형태로서 예치은행의 소재지역 및 예치통화

등에 따라              Domestic T/D, EURO T/D 등으로 구분된다.  

  � 2DN(Two Days' Notice, 2 일전 통지예금) : DM 및 SFR 화 

투자시 이       용되는 예치금의 형태로 입출금시 2 일전 

 예금이다.  

    

회계처리예시>  

     (차) 외화정기예치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외국환은행)                            (해외은행)  

  해외은행에 외화자금을 정  자금으로서 

  

  

포함되어

 ☞

  � O/N(Ov 자산에  

일일

  � T/D(Ti 일정금액을

운용하  

 

통지하는

<



� 해외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을 인출하여 타해외은행에 정기예치한 

경우  

     (차) 외화정기예치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해외은행)    

 

당좌예치하는 경우  

  (   

다.  

또한 금융선물거래를 위하여 거래소 등에 예치하는 자금 및 

 처리하고 있다.  

es in Foreign Currency)  

업 등이 발행한 국공채, 사채, 은행 인수어음(B/A), 

(Stock), CP(유통시장에서 한 경우에 한함) 등 각종 

유가증권을 매 처리하는 .  

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외화자산형태로 보유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수익성을 

 � 해외정기예치금의 만기도래로 이를 인출하여 타해외은행에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정기예치금 xxx  

           (해외은행)                             (해외은행)  

                                             

(3) 외화기타예치금(Others)  

 

  해외은행 또는 타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예치금 중 

외화타점예치금(요구불예금)계정이나 외화정기예치금계정에서 

처리되는 것 이외의 예치금, 즉  외화양도성예금증서 매입, 별단예금 

등으로 예치한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

  

증거금도 동 계정에

다. 외화증권(Securiti

 

  외화증권은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국내외금융기관, 

국내외기

주식 매입

외화표시 입하는 경우 이를  계정이다

  외국환은행 여유자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유목적에 따라 외화상품유가증권과 

xxx             (대) 

                                           (해외은

 만기 상환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증권   xxx  

          (대) 외화증권    xxx  

        (해외은행)                               유가증권처분익   xxx  

 

 � 외화증권을 만기전 장부가액 이하로 매각하였을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증권   xxx  

          (해외은행)                                  

          유가증권처분손  xxx        

(1) 외화상품유가증권(Trading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동 계정은 각종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으로 외화증

종류에 따라 주식, 주식관련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채권 및 기타로 분류된다

외화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회계처리예시>  

 � 외화증권을 매입한 경우  

     (차) 외화증권   

외화타점예치금  xxx                 

행)  

 � 보유 외화증권을

  

          (해외은행)                                  

    

 � 외화증권을 만기전 장부가액 이상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목적으로 은행이 매입한 경우 처리하는 계정 , 권의 

 

.  



 

<상품유가증권의 정의>  

 

  상품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 등 지분증권은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등은 

 

법)에 의한 시세가 공표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권  

 제 3 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이나, 

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할 

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후 

금융관련옵션 중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이 경우 주식, 출자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및 부도발생 등으로 

포함하지아니한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증권거래소 등)에 의하여 관계법률(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시세    를 공표하는 유가증권  

�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시세     를 공표하는 유가증권  

�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     ㆍ게시하는 수익증권  

�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내지�과 법률적 

성질이 유사     한 외화증

  따라서

단기간내에 상장 또는 

시

수 없다.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또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 할 수 있으나,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 분 . 이는 

상품유가증권의 평가 반면,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로 단순한 

때문에 이를 

.

 

 분류기준

가증권의 분류기준은 취득목적, 통상의 보유기간, 

거

           

투자유가증권 

로 재분류 

가증권으로 재 류 할 수 없다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는 

은 자본조정에 계상되므

계정재분류로 인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가증권의 >  

 

  유

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채권 채권 

상품유가증권 
만기보유 중도매각

취득목
익이외의 자회사주식,

 출자전환주식, 투자주식 등 
적  단기매매차익 

 단기매매차

주식 

시장성여부  시장성있는 주식  시장성 또는 비시장성 주식 

취득목
 단기매매차익외

유동성조절
적  단기매매차익  만기보유 

  등 

보유기간  단기  장, 단기  장, 단기 채권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만기상환원칙 환 만기상  또는 

 중도매각 

   

  유가증권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분류에 따라 기간손익과 재무상태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므로 분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 

내부 운영 규정은 개별 은행의 영업특성,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경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보유 ㆍ  개 에

각각 이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은 

거래가

시장수

것을 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오

하지 않

타당하

제외)ㆍ중개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 주 는 채권의 전문딜러나 독립부서에 일정한도의 

자금운용이 전적으로 위임되어 위험관리부서 등과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처 후

일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간의 장 단기 구분은 별은행의 영업특성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취득목적

수익률 변동에 따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수익보다는 

익률변동에 따른 채권가격변동에 의하여 이익을 획득할 

주목적

시장수익률 변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랜기간 동안 매매를 

는다면 사실상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다.  

 

  상품유가증권의 예로는  

 � 유가증권의 단기매매ㆍ인수(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경우(창구판매채권 포함)  

식 또

사전승인 없이 매매가 빈번하고

 � 취득 후 1 년내에 분한  즉시 동일종목 또는 

유사채권(신용등급이 동 당초의 만기와 큰 차이가 

없는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품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로는  



 � 부도발생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거나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취득후 장기간 매매하지 아니하고 만기상환하는 채권 등이 

대

권

상품유가증권의 평가>  

증권의 가를 산 총평균법

도 

르게  수

 �

있다.  

 

<상품유가증권의 투자유가증권 대체>  

 

  은행의 보유목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체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은 

상품유가증 평가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중에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장부가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상품유가 취득원 정함에 있어  또는 

이동평균법(채권의 경우에는 개별법 포함)의 적용은 

유가증권의 계정과목별ㆍ종목별 적용이 원칙이나 은행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점별ㆍ부서별ㆍ보유목적별(보유 또는 

창구매매)로 구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인정된다. 이와같이 취득원가를 계정과목별ㆍ종목별로 

산정하지 않고 지점별ㆍ부서별ㆍ보유목적별로 산정할 경우 

처분손익이 다  나타날 도 있으나 상품유가증권은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해연도 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로 평가하여 이를 대차대조표 

액으로 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비용)으로 처리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 일반적으로 

최근 종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이

 

족하여야 한다.  

이 

 

  상품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

가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영업수

공정가액은 채권을 제외한 상품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로 하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채권의 경우 대차대조표

인정되는 시세정보 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거래일의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채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시점>  

 

  - 정형화된 거래 : 매매계약체결시점  

  - 비정형화된 거래 : 인도시점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의 매매계약  체결된 시점에 

유가증권매매관련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

 �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취득할 자산의 매각

가능할 것  



 �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이 보증될 

것  

 � 매매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결제시점까지의 기간이 단기일 

다. 위와 같은 요건을 

 유가증권 시장의 범위에는 한국증권거래소나 

 해외거래소시장도 이에 포함된다.  

정은 각종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투자 목적으로 은행이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화증권의 종류에 따라 

출자주식, 채권 및 기타로 분류된다.  

계정처리는 매입시 차기하고 상환 또는 만기전 매각시 

면가액의 차액은 만기에 걸쳐 

에 가감하므로 만기상환시에는 손익이 발생하지 

, 만기전 매각시에는 매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 계정으로 처리한다.  

 

<투자유가증권의 >  

것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유가증권관련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제시점까지 늦출 필요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

충족하는

협회중개시장 뿐만 아니라

 

(2) 외화투자유가증권(Investment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동 계

매입한

현지법인

  

대기하는데, 취득가액과 액

장부가액

않으며 매가액과  

정의

 



  투자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투자유가증권의 분류기준>  

 

  주식은 장기보유목적의 주식 및 시장성이 없는 주식,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출자전환주  등이며, 채권은 

시장성을 불문하고 중도매 채권 및 만기보유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금융기관이 위 관리 원에서 채 에 장ㆍ단기간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식

각

험  차 권

 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

분류하

투자대 익률ㆍ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 

처

분류한

 

  만기보유채권 중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1 주라도 중도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다만,  3 월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도와 능력을 가지고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이자율ㆍ환율ㆍ다른 

안의 수

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다.  

 이외에 만기보유채권을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만기까지 잔존기간이



가 변  않

만기보 경우에 당초의 만기

변경되

중도매 한다.  

 � 만기까지 취

지 아니한 것에 

서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시점에 중도매각한 경우 당해 채권은 만기보유 

.  

   - 중   

 � 위  사전협의하여 

는

 �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구분관리되는 

(다만,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도매각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로는  

격 동위험이 크지 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유채권을 처분하는 보유목적이 

었다고 보지 아니하여, 잔여 만기보유채권은 

각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아니

  - 만기보유채권의 예로는  

 보유할 능력과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득한 

채권(예수금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유하

한한다.)  

 � 1년 이상 보유한 만기보유채권으로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매각채권의 예로는

험관리목적의 일환으로 위험관리부서와

취득ㆍ처분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는 있으나 유동성 부족시, 

이자율ㆍ환율ㆍ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ㆍ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만기이전에 

중도매각할 수도 있는 채권  

 �

모든 만기보유채권

 �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 만기가 불분명한 채권 등이 있다.  

 



 � 중도매각후 동일종목 또는 유사채권(신용등급이 동일하고 

당초의 만기와 큰 차이가 없는 채권)에 재투자하여 

평가손익을 매매손익으로 실현하는 경우  

 � 취득후 즉시 처분하는 등 특별한 사유(유동성부족에 

대비하는 경우, 위험관리 목적으로 적절한 사전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단기간(예 : 1  

하는 채권  있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권의 취득 매

에 주식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채권은 개별법, 

 금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방

의 

처분  등) 없이 년 이내)에

중도매각  등이 .  

>  

 

  투자유가증 원가는 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하고, 중도매각 

채권의 경우 가감후의

 

    

법  

구      분 평가방법 평가손익의 인식 

 시장성있는 투자주식 

 중도매각채권 

공정 

가액법

 자기자본조정에  

 감액손실발생분은 당기손실 계상 

계상

 시장성없는 투자주식 

 만기보
 감 손실

유채권  
원가법 액손실발생분은 당기  계상 

투자 

유가 

증권 

 중대한 기손익,  영향력을       행사할 지분법  평가손익의 발생원천에 따라       당



 수 있는   주식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 계상

 

  투자유가증권중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 및 중도매각채권은 

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공정가  조정하고, 시장성이 없는 

 

장부가

하여 자본조정이 

하지 않고 원화로 직접 

본의 항목이므로 

감액손실 또는 

하며, 

 � 은행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회사 차  신

  

 이

  

 완 잠

 � 기 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에도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적절히 

지분증권 및 만기보유채권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액으로 한다.  

  외화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외화로 기표

기표하는데, 이는 자본조정계정이 자기자

외화환산대상인 외화자산 및 부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은 투자주식

투자채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객관적인 감액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법에

경우  

정리법에 의한 회사의 정리절 개시의 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화의법에 의한 회사의 화의개시절차의 신청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 전자본 식상태에 있는 경우  

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



감액하되,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상증자, 매출증가, 순이익의 증가 및 현금흐

경우

 � 유 름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 시 완전자본잠식 

후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전 장부가액까지 : 투자주식(채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당기이익 

 - 감액전 장부가액 초과분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자본조정 처리(단, 순자산가액으로 감액한 투자주식은 

감액전 장부가액 한도내에서만 환입 가능)  

 

 <회계처리예시>  

  � 외화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U$100 이고 공정가액이 

U$30인 경우(환율 1U$ = ￦1,200)  

     (차)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84,000   (대) 

외화투자유가증권 U$70  

                             (U$70×1,200)  

  � 감액손실사유 소멸후 공정가액이 U$ 0 인 경우 ￦

경우  

 � 동종업종의 영업양수 등에 의한 확인된 영업권이 있거나 

유부동산등의 실질가치 고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처리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공

하고 그 차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감액

처리  

12 (1U$=

1,300)  



     (차) 외화투자유가증권 U$90 (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

84,000  

                                 자본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33,000  

                                                  (U$90×1,300-84,000)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권 

유(지배 목적)에 있으므로 단일실체개념이 적용되어 

터  

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장기 가  

것이  포함하면 배당을 통해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평가하는 바, 이는 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소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변동에 대한 투자회사 지분액의 

변동을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즉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다만, 

워크아웃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지분법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업개선약정기간동안은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증시안정기금으로부  분배받은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하며, 배당, 출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또한 지분법적용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하지 않고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투자유가증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목적이 비교적 

간이기 때문에 평 손익을 미실현이익으로 간주함에 따른 

며, 또한 당기순이익에



증시안정기금출자금 및 금융시장안정관련 회사채투자전용 

펀드의 경우에는 그 운용자산특별 이 대부분 단기금융자산 

가

(영 처리

 경우에도 

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하고 있다.  

  는 분

 다음과 같이 

리한다.  

당기순손익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 

에 반영  

변동에 가손익

로 처리  

 

   증권평가이익 또는 

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 처리  

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처리예시>  

 경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투자 로서의 역할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업외손익)으로 하고 

있고, 감액손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감액처리하는

당

 

  또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주식은 지 법으로 

평가하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 원천별로

처

 - 피투자회사의 

지분법평가이익 또는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

 -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의한 평  : 

이익잉여금의 증감으

 -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 투자유가  

투

 

  자본조정계정

유가증권의 처분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데

투자유가증권 처분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외화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이 계상되어 있고 매매익이 

발생한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투자유가증권    xxx

      

  

(￦)  xxx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계상되어 있고 매매익이 

생한 경우  

 )  

     자 매

평가손실 계상액을 감액손실처리 하는 

) xxx    (대) 

       

권을 이전시킨 외화유가증권으로 

화상품유가증권 또는 외화투자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  

          자본조정(￦)    xxx              투자유가증권매매익

  

 

  � 외화

발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투자유가증권                 xxx  

                                자본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xxx  

                           투 유가증권매 익(￦)             xxx  

 

  � 외화투자유가증권

경우  

     (차)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자본조정(￦)         xxx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라. 외화대여유가증권(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Lent)  

 

  외화대여유가증권은 은행이 대여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외화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처에게 그 소유

외

처리하는 계정이다



  외화유가증권을 대여받은 거래처는 보증금, 선물거래증거금, 

 이용한다. 

물적 신용을 대여하여 주는 

으로서 거래처는 외화유가증권을 필요한 기간동안 

며, 은행으로서도 보유한 

. 그러나 대여된 

채무를 

 의하여 

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산 및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에 

 대여  있다.  

   

회계처리예시>  

거래처에 보유한 외화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차) 외화대여유가증권  xxx               (대) 외화증권   xxx  

          외화타점예치금 또는 현금 

xxx            유가증권대여료  xxx  

 

  � 결산시(평가이익인 경우)  

     (차) 외화대여유가증권  xxx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xxx  

                                          유가증권이자   xxx  

                                          (액면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외화미수수익       xxx           유가증권이자    xxx  

 

 ＊  외화상품유가증권인 경우는 손익계정으로

외화투자유  경우 정으로 계상함   

대출담보 제공 등으로 이를  

  외화대여유가증권은 은행의 

것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본래의 이자 또는 배당금 이외의 

대여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외화유가증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거래처가 주

이행하지 않으면 동 외화유가증권이 제 3 의 채권자에

처

한하여 하고

 <

  � 

    , 

가증권인 는 자본조 .



 

    

� 외화유가증권 상환시  

     (차) 외화증권     xxx              (대) 외화대여유가증권  xxx  

 

마

 

  매입외환계정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대가로 매입하여 추심 중에 있는 외환대금이 

예치환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방계정이나 매입은행의 

해외지점에 있는 국외본지점계정에 입금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계정(Tunnel A/C)이다.  

  즉,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환어음,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약속어음(P-Note) 및 외화수표 등을 

 신용장발행은행이나 

 등에 추심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일종의 

자

 등

차

예를 들면 외국환을 매입한 은행에 신용장발행은행 

. 매입외환 (Bills Bought)  

매입한 후, 이러한 각종 어음 또는 서류를

지급은행

여신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며, 이 계정의 

잔액은 기계산으로 매입한 외국환이 자금화되지 아니한 

미추심금액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인 계정처리는, 수출환어음 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이 

계정의 변에 기입하고 동 대금의 추심이 완료되어 당방계정 

등에 입금되면 대변에 기입한다. 그러나 매입과 동시에 결제를 

받는 경우, 

또는 지급은행명의의 외화예수금계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경과계정인 본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선방계정에서 

차기한다.  



 

 

 (1) 

 

  수출상품을 선적한 수출업체가 선적서류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s) 또는 선적서류나 

선적통지부 외상수출채권(Open Account)을 매입하는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신용장방식)이나 추심은행(무신용장방식) 

등에서 그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으로, 

수출환어음의 만기에 따라 일람출급과 기한부수출환어음으로 

분류된다.  

  매입시 차기하였던 동 계정은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대기하게 되는데, 해외 상대은행으로부터 당방계정 또는 

국외본지점계정에 입금되었다는 입금통지서(Credit Advice)를 

통보받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결제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신용장방식 일람출급 수출환어음의 경우는 예정대체일 제도를 

실시하여 일정한 일수(환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일수)가 

경과하면 상대은행의 입금통지에 관계없이 대체처리를 

함으로써 외화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대체일 

전후를 불문하고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대체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예정대체를 한 경우라도 

상대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 등을 받았거나 부도처리기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기표를 하여야 한다.  

 매입외환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수출환어음(Export Bills Bought)  



  한편, 신용장상의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내의 타외국환은행 

등에 재매입을 의뢰하여 동 은행으로  대금을 수령하면 

매입외환계정을 대기하되, 최종지급

국

부터

의무자인 신용장의 

 

요

과거에는 가공의 외화보유 및 외화평가손익 발생을 

지하고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도처리 후 

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에 당일자의 

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여 

록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금대체규정 칙  외화자산은 

 적절한 환율로 환산토록 한 조항과 상충되므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회계처리기준”의 

개정(2000년 12월)에 따라 폐지되었다.  

  따라서 매입외환이 부실화되었더라도 계속 외화자산인 

매입외환계정으로 보유하다가 동 계정에서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동 계정에서 

처리하는데, 다만 과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따로 정한 미 금으로 리할 수 

 

 

리 예시>  

발행은행 등에서 지급이 거절되면 재매입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의 반환을 구받을 수 있으므로 난외 배서어음계정에 

기재하였다가 재매입은행의 대금수령일이나 어음기일에 동 

계정을 삭제한다.  

  상대은행에서 대금결제가 되지 않아 부도처리된 매입외환의 

경우, 

방

6

대고객전신환매도율

원화미수금계정에 대체처리토

원화미수 은 “은행업회계처리준 ” 중

결산일의  

“

대손상각 고객  

약정에서 기일에 원화 수 대체처

있다.  

 <회계처



  �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경우  

        (수

(해외은행)  xxx       (대) 매입외환       xxx  

      또는 국외본지점                          (수출환어음)  

 수령한 경우  

x  

출환어음)  

  <난외> 배서어음 기재  

      - 어음기일 또는 재매입은행의 대금수령일에 삭제  

행된 환어음 및 

서류를 류가 추심될 때까지 

리하는 계정이다.  

 

  xxx                 (대) 고객계정  xxx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차) 매입외환 xxx                   (대) 고객계정 xxx  

출환어음)  

 

  � 대금수령일, 어음기일(기한부어음) 또는 

예정대체일(신용장방식 일       람출급어음)의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 타외국환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여 대금을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매입외환  xx

        (외국환은행)                         (수

  

     

 

 (2)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Local L/C Bills in 

Foreign       Currency Bought)  

 

  동 계정은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

매입하였을 경우, 동 환어음 및 서

처

   <회계처리 예시>  

  �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한 경우  

     (차) 매입외환



 

    

  � 동 어음이 추심완료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매입외환  xxx  

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cy )  

  및 

해외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영수한 약속어음(P-Note)을 

외 경우, 동 약속어음이 추심될 때까지 처리하는 

계

 동 어음이 

 가지고 있어 은행회계에서는 “매입어음”으로 

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매입외환-대내”에 처리토록 하였다.  

내국신용장어음을 제외한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 여 수표 등의

      (차) 매입외환  xxx                 (대) 고객계정 xxx  

         (한국은행)                         (외

 

 (3) 약속어음( P-Note : Promissory Note in 

Foreign    Curren  Bought

 

동 계정은 수출업자나 건설용역업자 등이 물품수출 

국환은행이 매입한 

정이다.   

  과거에는 이를 “외화증권-대내”로 처리하였으나

신용공여성격을

분

 

 (4) 기타(Other Bills Bought)  

 

  동 계정은 수출환어음 및 외화표시 

각종

무화환어음(Clean Bill), 은행수표, 개인수표, 환거래은행이 

보증한 수표 행자 , Money Order  매입시 사용한다.  

     

   <회계처리 예시>  

  � 외화수표 등을 매입한 경우  



           (기타)  

 

  � 예정 체일 또  대금수령일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매입외   xxx  

           (해외은행)                          (기타)  

. 미결제외환(Bills Unsettled)  

대 는 의

환

바

 

  본 계정은 해외의 예치환거래은행 등에 있는 외국환은행의 

당방계정 또는 외국환은행의 국외본지점계정에서 

선차기되었으나 아직 그 귀속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미결제되고 

있는 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신용장통일규칙 등의 

국제규칙이 정하는 일정기일이 경과하여 귀속주체가 결정되면 

고객으로부터 결제받거나 상대은행으로부터 반환받아 

소멸되는 경과계정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대금결제를 상환(Reimbursement)방식으로 

지정하여 발행한 일람출급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해외의 

매입은행이 미리 지정된 상환은행으로 그 매입대전을 

청구하였다고 표시한 환어음 또는 서류를 수령한 경우의 

수입대금, Banker's Usance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해외의 

수출상이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등이 인수 및 할인하고 동 인수수수료 및 할인료(A/D Charge : 

Acceptance Commission & Discount Charge)를 신용장발행은행의 

 등에서 선차기한 경우의 A/D Charge, 수출신용장의 

입대전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고 입금된 경우의  Less Charge, 

발송금 취결 후 해외지급은행 등에서 선차기된 수수료 등이 

당방계정

매

당

이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의 선차기대금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점(미결제)계정에서 처리외화본지 되고 있었으나, 그 대금의 

간의 

차거래를 처리하는 외화본지점계정에는 해당되지 않고, 

은행의 고유업무인 수출입거래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비교적 단기간에 정리되며 일정기일이 지나야 

귀속주체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였다.  

 <회계처리 예시>  

어음 또는 

서류를 수령한 경우  

 동 을  

용장발행

우  

   (차) 외화지급보증  xxx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용장발행 삭제  

성격의 A/D c   

. 외화대출금(Loans in Foreign Currency)  

성격은 외국환은행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상호

대

처리하기도 어려운 성격을 가지므로 본 계정을 신설하

 

 

 

  

   � 상환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일람출급 신용장의 

      (차) 미결제외환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 고객이  어음  결제하는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미결제외환 xxx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  삭제  

 
   � 고객의 지급불이행으로 대지급급이 발생한 경

   대지급급 xxx         (대) 미결제외환

   

       * 지급이자 harge 포함

 

사

 



  외국환은행 거주자 또는 로 대출하거나 

외지점이 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하는 자산계정으로, 

주자에 한 대출인 외화대출, 전대차관자금대출, 

원화대출 및 기타외화대출금계정으로 세분된다.  

 에 

대기하며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비거주자에게 외화

해  현지

거 대  

외화표시

  계정처리는 대출시 본계정에 차기하고 상환될 경우

 각 소과목에

대외외화자산 국외기타외화대출금

   
외화대출

  
    

 
금 외화대출 

         

       
전대차관자금대출 

    
대내외화자산

   

         
외화표시원화대출 

         

       
대출금

  
국내기타외화

    

(1) 외화대출(Medium and Long Term Loans in Foreign 

Currency)  

 

  외화대출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화여수신규정」에 의하여 

된 

한국수출입은행과의 

조융자자금, 국산기계구입자금, 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자금 

 있다.  

취급되는 중장기외화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은 물품의 수입 또는 용역비 지급과 관련

대외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협

등이



  또한 일반적인 대출방식 외에도 사모방식에 의한 국내 외화 CP 

정에 처리한다.  

한편 외화대출채권은 타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은행에 

각하여 만기전에  자금화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이 있는 

 난외계정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에 기재한다.  

 

리예시>  

 � 시설재 수입자금 결제를 위하여 외화대출을 한  경우  

차 외화대출      xxx  치금

                                                   (해외은행)  

고객으로부터 외화대출을 상환받은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대출     xxx  

           (해외은행)  

         또는  고객계정       

 

 

 

 

외화대출채권을 타금융기관에 만기전에 매각할 때 

환매조건이 있는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대출     xxx  

            (해외은행)  

     ＜난외＞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기재  

 

할

환매조건이 없는 경우  

인수방식의 대출도 본 계

  

매

경우에는

<회계처

     ( )                (대) 외화타점예    xxx  

 

 � 

 � 

 � 외화대출채권을 타금융기관에 만기전에 매각  때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대출     xxx    

            (해외

   

은행)  

  외화차입금, 외화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시 처리하는 계정으로 과거에는 원화대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자산의 내용이 실질적  자산

성격이므  본 계정으로 처리한다. 대출금은 원화를 기준으로 

 대출 당일의 대고객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해당외화로 기표하며, 원리금의 회수는 회수 당일의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으로 하되 해당외화로

기표한다   

외화표시원화대출금으로의 계리는 대출재원을 외화차입금

등으로 하는 행의 대출  대출재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흥공단으로부터의 외화표시원화차입금으로 하는 

의 대출의 경우로 제한된다.  동 대출은 정부정책사업 

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968 년부터 

화표시원화대출을 기업에 직접, 또는 은행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규개발기계구입, 중소기업자동화 및 

 명목으로 동 대출금의 규모가 

감소하

 

(2)외화표시원화대출(Loans in Won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외화표시 

 

으로 외화  

로

하되  

   

  

.

   

 산업은 과 은행  

진

일반은행

지원, 설비투자 지

시행된 대출로 산업은행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을 

근거로 외

전대하는 .  

  외환위기전까지는

중소기업특별시설 지원 등의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원화 절하 및 원화금리 하락으로 

는 추세에 있다.  



  한편, 타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동 외화표시원화대출을 실행한 

경우 이를 “은행간외화대출”에 처리하지 않고 본 계정에 

 

리예

로 대출한 경우(매매기준율 

(차) 외화표시원화대출  U$100,000      (대) 고객계정   ￦

 5%, 3 개월 이자액 U$1,250)의 

1,500,0 0     

 � 만기에 외화표시원화대출을 원화로 상환받는 

경우(매매기준율 1,300원)  

    (차) 고객계정  ￦ 130,000,000      (대) 

외화표시원화대출  U$100,000        

(3) 전대차관자금대출(Loans from Foreign Borrowings)  

외국환은행이 국내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조건으로 도입한 

로 하여 어음대출 또는 증서대출 방식으로 

금은  등 기관

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그 

 차입금의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 시>  

 � 원화 1억원을 외화표시원화대출

1,000원)  

    

100,000,000   

                                                    

 � 외화표시원화대출(이자율

이자를 받는 경우(매매기준율 1,200원)  

    (차) 고객계정   ￦1,500,000    (대) 외화표시원화대출이자  ￦

0

   

  

차관자금을 재원으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  

  차관자 주로 외국의 수출입은행  특수금융 이나 

IBRD, ADB 등의 국제

자금의 용도, 금리 및 기타 전대조건은 동



결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출증진이나 경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으로 사 .  

 전대차관자금대출을 타외국환은행을 

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행간외화대출”로 처리하지 않고 본 계정에 처리한다.  

을 은 우

(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외화대출금으로 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인 경우 “은행간외화대출”에 주로 

함되고, 차주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외화대출” 또는 

원자재 및 재의 수입지원자금 용되고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동

거쳐 실행하는 경우 타외국

“은

 

 

<회계처리예시>  

 � 전대차관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한 경우  

     (차) 전대차관자금대출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전대차관자금대출  상환받  경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 

전대차관자금대출  xxx  

           (해외은행)                            

   

(4) 기타외화대출금(Other Loans in Foreign Currency)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주로 처리한다.  이는 거주자에 대한 

채권이 차주가

포

“외화표시원화대출”에 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타외화대출금은 국외 및 국내기타외화대출금으로 

분류되는데, 외국환은행의 국외기업, 해외현지법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해외점포에서 이관받은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국외에서 사모방식으로 외화 CP 를 인수하는 

식의 대출 등은 국외기타외화대출금으로, 

한 

외화대 기타외화대출금으로 처리한다.   

 

과 만기의 대여금을 처리하는 은행간외화대여금으로 

타점대는 국내외국환은행이 대외거래를 위해 자행에 

설된 결제계좌인 해외 환거래은행의 당좌예수금계정(Their 

하여 대월처리되거나 메일크레디트(Mail 

n  

발생한다

외국환은 에 해당하는 

형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차관도입업체에 실행

출 등은 국내

 

아. 은행간외화대출(Interbank Loans in Foreign 

Currency)  

 

  은행간외화대출은 국내 외국환은행 및 해외은행에 대하여 

실행한 외화대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화당좌대출 성격의 

외화타점대, 30일 이내 만기의 대여금을 처리하는 외화콜론 및 

30 일 초

구분된다.  

 

(1) 외화타점대(Overdrafts Due from Banks in Foreign 

Currency)  

  외화타점대는 해외외화타점대와 국내외화타점대로 구분된다.  

  해외외화

개

A/C) 잔액이 부족

Credit), 리파이넌스(Refi ance) 등의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 이를 해외 코레스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행으로부터의 차월 즉 외화타점차계정

것이다.  



  국내외화타점대는 외국환은행이 국내 타외국환은행에 대하여 

  한편,  국내지점이 대여하는 외화자금을 

으나 

계정을 신설하여 동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였다.  

>

  � 해외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동 해외은행에 당좌대월하는 

방법으로수출환어 는 경우  

정    xxx  

        (해외은행)  

 해외환거래은행에 대하여 타발송금의 지급으로 인한 

큼 

 온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타점대    xxx  

                           (해외은행)  

당좌대월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과거에는 외국은행

뱅크론(1 년 이상) 및 기타(1 년 미만) 계정으로 세분하였

은행간외화대여금

하

 

<회계처리예시   

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발행된 

 

 음을 결제하   

     (차) 외화타점대      xxx                 (대) 고객계

  

 

 �

당좌대월의 경우  

     (차) 외화타점대    xxx                (대) 미지급외환     xxx  

          (해외은행)  

 

 

 � 대월을 받은 해외환거래은행으로부터 대월액만

외국환은행의 타해외환거래은행에서 예치시켰다는 

통지가

  

         (해외은행)    

 



(2) 외화콜론(Call Loans in Foreign Currency)  

 

  은행상호간의 초단기적인 자금대차거래를 콜거래라고 하는데, 

서는 외화콜론(Call Loan)이라 

는 외화콜머니(Call Money)라고 부른다. 즉 

화콜론은 외국환은행이 단기여유자금을 다른 외국환은행 

 해외금융기관에 일

  현재  대차거래를 본 계정에서 

처리한다.  

 

<회계처리예시>  

  � 타외국환은행에 외화콜론을 공여한 경우  

     (차) 외화콜론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d I

이때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은행에

부르고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은행에서

외

또는 시적으로 공여하는 여신을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최장 30일 이내의

  � 외화콜론을 상환 받은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콜론     xxx  

         (해외은행)  

 

(3) 은행간외화대여금(Medium an  Long term nterbank 

Loans in Foreign Currency)  

 

  은행간외화대여금계정은 외국환은행이 타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은행에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과거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대여하는 경우에만 처리하는 계정이었으나, 국내외국환은행이 

타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은행에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본 계정으 리한다.  

  외국환은행이 외화 여유자금을 타외

로 처

국환은행에 운용하는 

데, 자금 전소비 금의 

다.  

즉, 은행간외화대여금은 이자 수취를 주목적으로 

금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화자금을 차입한 

 거래는 본 계정으로 

리하지 않고 콜거래로 분류된다. 또한 과거 외화타점대의 

 

외화정기예치금은 여유 외화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목적으로 타외국환은행에 예치한 

금전소비임치계약으  

가능하  외국환은행이 명백하게 

예수금계정으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경우에는 은행간 약정에 따라 예치거래와 대출거래로 구분될 

수 있는 거래가 금 임치계약인 예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화정기예치금계정에 처리하고,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대출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은행간외화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타외국환은행에 외화자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받는 거래이며, 동 외

외국환은행은 외화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만기가 

30 일 이내의 외국환은행간 외화자금

처

뱅크론 등으로 처리되던 은행간대여거래도

은행간외화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다.   

  한편, 

운용할

로 불가피한 경우 만기전에 중도해지가

며, 동 외화자금을 예수받은

외화

 

<회계처리예시>  

 � 타외국환은행에 외화자금을 대여한  경우  

     (차) 은행간외화대여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타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은행간외화대여금을 상환받은 경우  

    xxx           (차) 외화타점예치금       (대) 은행간외화대여금  xxx  

           (해외은행)  

 

자. 외화사모사채(Private Placement Corporate Bonds 

in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행이 외화표시 회사채를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회사채는 그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사채와 사모사채로 

구분되는데, 공모사채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발행된 

회사채이며,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회사채로서 정보의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괄적으로 인수하는 

액인수의 방법이 대종을 이루는데, 동 총액인수계약의 

.  

공시의무

제약된다는 점이 공모사채와 다르다.  

  금융기관의 사모사채 인수계약은 상법에 의거 금융기관이

특정기업이 발행한 사채총액을 포

총

경우에는 상법상 공모발행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사모사채인수의 적 성격은 "유가증권매매계약설"과 

"소비대차와  무 형)계약설"로 는데, 

전자의 경우 인수시 유가증권의 매입행위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기업  대한 여신행위로 볼 수 으나, 기업에 대한 

여신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법

 유사한 명(비전  구분되

에  있

시

차

 

산스는 부

 선적서류

행 외  

일에 국내수입업체로부터 

일  

 Banker's 

종으로 공여자가  

타외국환은행인 경우에 사용된다.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계처리예 >  

 � 외국환은행이 회사채를 사모로 인수한  경우  

     (차) 외화사모사채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내국수입유산스(Domestic Import Usance Bill)  

  내국수입유  기한  수입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수입환어음 또는 를 국내의 

외국환은행(신용장발 은행 또는 타 국환은행)이 인수하고 

대외결제한 후, 어음의 만기

수입대금을 상환받을 때까지의 외화여신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원래 Banker's Usance 신용장에서 수출업자는 인수 및 

할인은행으로부터 람출급으로 수출대전을 지급받으며,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먼저 인도받고 연지급기간 동안 

수입대금의 결제를 유예받다가 어음만기일에 동 수입대전을 

결제하게 되는데, 본 내국수입유산스는 위와 같은

Usance의 일  신용 국내의 신용장발행은행 또는 



  국내의 신용장발행은행이  어음을 인수  대외결 하는 

경우에는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용장발행계정을 

삭제하면서 본 계정에 차기하며, 신용장발행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이 어음을 인수(및 대외결제)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난외 확정지급보증 인수계정에 기재하고, 

인수은행은 본 계정에 차기한다.  

 직접 (및 제)

한편 국내에서 발행된 Banker's Usance 신용장에 대하여 발행된 

는 타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 및 

외 확정지급보증 

 해외지점은 

 일단 대출금계정(세부 계정과목은 해외지점의 현지관행에 

따름)에 처리하게 되는데, 인수한 해외지점이 동 대출금을 

국내본점에 보고할 때는 국내회계처리방식에 따라 

내국수입유산스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특히 

신용장발행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은행인 경우는 본점의 

합산재무제표 작성시 내국수입유산스계정으로 전환하면서 

난외 확정지급보증 인수계정의 해당액을 차감함으로써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대출채권(내국수입유산스)과 우발채무(인수)가 

동시에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용장발행 기재  

 

어음을 인수한 경우  

    (차) 내국수입유산스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어음을 발행은행 또

할인하는 경우는, 신용장발행은행은 난

인수계정에 기재하고 발행은행 또는 타외국환은행

이를

   <회계처리 예시>  

  � 내국수입유산스 발행은행이 수입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용장발행 삭제  

 

  � 발행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이 수입어음을 인수한 경우  

난외> 미확정지급보증 수입신용장발행 삭제 및  

차) 내국수입유산스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수입유산스 xxx  

  

 매각한 

우  

) 내국수입유산스 xxx  

� 타행인수어음을 매입한 경우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 매입한 타행인수어음을 매각한 경우  

   <난외> 배서어음 기재 - 만기일에 삭제  

까지 보유시  

     ㉮ 발행은행  

       <

               확정지급보증 인수 기재  

     ㉯ 인수은행  

       (

 

  � 발행은행이 자신이 인수한 어음을 매각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내국

      <난외> 확정지급보증 인수 기재

 

  � 발행은행 이외의 외국환은행이 자신이 인수한 어음을

경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난외> 배서어음 기재 - 만기일에 삭제  

 

  

     (차) 내국수입유산스 xxx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내국수입유산스 xxx  

  

  � 자행인수어음의 만기도래시  

     ㉮ 만기일



        (차) 고객계정 xxx               (대) 내국수입유산스 xxx  

에 매각한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 외화리스자산(Lease Assets in Foreign Currency)  

 리스자산을 리스회계준칙에 따라 처리하는 

정이다.  

 하였거나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본 계정은 위와 같은 

신 서비스, 카드론 및 기타신용카드채권 등이 

외

 

파 d Accounts in Foreign  

    Currency)  

 

 

     ㉯ 만기일 이전

      

        <난외> 확정지급보증 인수 삭제  

 

     ㉰ 위 ㉯어음의 매입은행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내국수입유산스 xxx  

 

카

 

  외화로 발생하는

계

 

타. 외화신용카드채권(Credit Card Accounts in Foreign  

    Currency)  

     

  신용카드채권은 은행의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하여 현금서비스를

선

용판매대금, 현금

화로 발생하였을 때 사용한다.  

. 외화직불카드채권(Debit Car



 

직 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입하거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시 가맹점 또는 

 

금정산기관으로부터 동 지급금액을 

회수하여 정리한다.  

 

불  

   

                    

 

은행)  

 

하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후 결제기일에 고객이 채무를 

결제하지 않아 은행이 대신하여 결제(지급보증채무의 

이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고객에 대한 구상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대지급금, 

차관인수 계대지급금, 수입물품선취보증대지 금, 

기타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등으로 구분되며. 상대은행에 

 해외 신용카드업자(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불카드회원이 국내에

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3 영업일

이내에 외국회원소속 자

<회계처리예시>  

 � 해외 직 카드회원이 국내에서 카드를이용한 경우  

     (차) 외화직불카드채권  xxx         (대) 고객계정*    xxx  

                             * 가맹점

 

 � 동 카드이용대금 정리를 완료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직불카드채권  xxx  

           (해외

.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Advances for Customer in  

   Foreign Currency)  

 

인수관계

관 급



실제로 지급보증하여 대지급한 원금 및 A/D Charge 등을 

포함한다.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이나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발채무 만 고객이 (및 관련이자)을 

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신용장에 행된 융자금(및 

관련이자)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장발행은행에게 대위변제가 

청구되면 은행의 확정채무가 된다.  

  은행이 이러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때, 은행은 

대지급과 동시에

 우 이지  신용장대금

 의해 실

 주채무자인 고객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증 급

과

 환산하여 

질내용이 외화자산임에도 

구하고 원화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세칙 <별표 4> 회계처리기준”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로 

만 기타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으로 

체처리한다.  

약정서에 의하면 

과 관련하여 대지급이  경우에는 실행 의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에 기표하게 될 것이다.  

수 있게 되는 바, 지급보 대지 금은 이 채권을 나타내는 

계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대출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외화관련 지급보증에 대해 대지급이 발생하면, 거에는 이를 

발생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기표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대지급금을 외화로 상환하기로 

고객과 약정한 경우는 동 채권의 실

불

“은행업감독업무시행

개정하면서(2000 년 12 월) 동 조항을 

고객과의 채권구상통화의 약정 내용에 따라 원화로 상환키

한 지급보증대지급금

대

  한편, 현행 고객과의 표준 외환거래

외화여신  발생한  당일

원화로 환산하여 확정하도록



  본 계정의 기표처리시는 난외계정의 해당 우발채무에 대한 

지급을 외화로 실행한 경우  

차)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 지급보증대지급을 원화로 실행한 경우  

   (차)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관련 난외계정 삭제  

 

 � 대지급금을 회수  경우  

차) 고객계정            (대)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xxx  

                                       또는 원화지급보증대지급금  

갸. 외화본지점(Inter-Office Account in Foreign 

Currency)  

 

  동일 외국환은행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상호간의 모든 

외화표시대차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는 양변계정으로서 차변잔액일 경우는 

자산계정이 되며, 대변잔액일 경우는 부채계정이 되는데, 

본지점 합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잔액이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정은  

국내본지점계정과 국내영업점과 국외영업점간의 거래를 

청산기표도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회계처리 예시>  

 � 지급보증대

   (

   관련 난외계정 삭제  

한

   (  xxx     

  본 국내영업점간의 거래를 처리하는



처리하는 국외본지점계정으로 구분되고, 국외본지점은 다시 

행

규 상  

본지점(Domestic Inter-Office Account in Foreign  

내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점포간 외화대차거래를 처리하는 

, 

별  

산 재무제표의 작성시에는 

전히 상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달거래가 발생하는 

 편의상 본 계정에서 처리하고 

었는데, 그 중 지금까지 외화본지점(미결제)계정으로 

참조

 (2) 국외본지점 (Overseas Inter-Office Account in Foreign  

     Currency)  

   

갑계정(Special A/C)과 을계정(Ordinary A/C)으로 나누어진다.  

  갑계정의 경우 국내 외국환은 이 해외지점에 영업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본점에는 차변잔액이 

일반적이지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대변잔액이 일반적이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본지점 갑계정 대변잔액에는 

국내에서의 외화대출 및 SWAP 재원이 기록되고 있으며, 

은행업감독 정 의 영업기금액 중 불입자본금에 해당하는 

갑기금은 산입되지 않고 있다.  

 

 (1) 국내

     Currency)  

 

  국

계정을 말하며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 로 집중관리를 하고있으므로 본지점간 

환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본지점합

완

경우에는 상쇄되지 않으므로

있

처리하였던 거래는 그 성격이 본지점간의 대차거래가 아니므로 

신설된 미결제외환계정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 ‘미결제외환’ 

)  



  외국환은행의 국내영업점과 국외영업점간의 대차거래를 

여 갑계정과 

거래시 갑계정은 영업자금, 창업비 및 비교적 

으로 분류되지 

는 단기운용자산 및 부채를 각각 처리한다.  

, 창업비  영업소

 

 ㅇ 을계정 : 갑계정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자금거래  

     - 무역 및 무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본지점간 경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본지점간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경우  

   

  계정처리는 외국환은행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 운영자금 등 

갑계정으로 처리할 자금을 공급하였을 때에는 지점에 대한 

채권으로서 국외본지점 차변에 기입하고, 동 자금을 

상환받거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본지점으로부터 

외화대출 및 SWAP 재원 등 영업자금을 공급받는 때에는 

처리하는 계정으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

을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 갑계정과 을계정의 구분  

 

  본지점간 자금

장기운용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을계정은 갑계정

않

 

 ㅇ 갑계정 : 즉시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본금 성격을 갖는 

자금거래  

     - 영업자금 , 기타이에 준하는  설치자금  

     - 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거래  



국외본지점에 대한 채무로 국외본지점 갑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에서 

지점에 

 차변에 기입하고, 

외지점에 대한 송금환의 취결, 본점에서 발행한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해외지점이 매입 또는 추심하는 경우 등의 

거래는 국외본지점 을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을 공급한 경우  

   (차) 국외본지점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갑계정)                              (해외은행)  

 

  

예치금 xxx             (대) 국외본지점 xxx  

         (해외은행)                          (을계정)  

 본점이 발행한 수입신용장에 의거, 해외지점이 현지 

                  (대) 국외본지점 xxx  

지급한 경우  

      (차) 국외본지점 xxx                 (대) 고객계정 xxx  

또한 해외지점에서 취결 한 송금환의 지급, 해외지점

발행한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매입 등의 거래는 해외

대한 채권으로서 국외본지점 을계정

해

  <회계처리 예시>  

  � 본점이 해외지점 설립시 운영자금

  

  � 본점이 해외지점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 외화타점

  

 

  �

수출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본점에서 

송부받아 국내수입업체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은 경우  

      (차) 고객계정 xxx 

                                               (을계정)  

 

  � 해외지점이 송금취결한 송금수표를 본점이 받고 고객에게 



           (을계정)  

 

냐. 국외고정자산(Overseas Fixed Assets)  

    

  은행이 해외에서 취득한 토지, 건물, 임차점포시설물 및 

(기

정이다.  

산 (Other Assets in Foreign Currency)  

(A le Cu

나 그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미수수익 로 되지는 았

발생주의  타당한 부분을 

결산정리 이 미 한

본 계정에

동산 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등) 등을 

처리하는 계

댜. 기타외화자

 

 (1) 외화미수금 ccounts Receivab  in Foreign rrency)  

 

   은행이 고유업무 이외에서 발생한 외화미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예를 들면, 국외고정자산, 외화대출채권 또는 

외화유가증권 등을 처분하였으

않는 경우등은 본 계정에 처리한다.  

 

 (2) 외화미수수익(Accrued Revenues Receivable in 

Foreign  

     Currency)  

이란 실제  현금이 수입  않 으나 

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으로서 계상함이

당기 손익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간손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계정인데, 와 같은 수수익이 외화로 발생  경우 

 처리한다.  



  은행의 

<별표 4> 다.  

않는다.  

   ㉮  자의 연체가 있는 

체 

   ㉯ 결

 

 채권의 미수수익  

 ㉰ 전 (가) 또는 (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  

� 제�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더라도 정부, 예금보험기금, 

제공

납입금이

미수수익 보정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보정처리하지 

결산일 현재 원금 또는 이

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포함), 지급보증대지급금, 

부도통지를 받은 매입외환 및 연 중인 

신용카드계정여신에 대한 미수수익  

산일 전영업일 현재 어음ㆍ수표부도거래처(어음교환소 

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대상을 말함), 

이자감면ㆍ유예거래처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 7 조 또는 제 8 조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모든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가 적용되는 기관(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한함)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로 된 예ㆍ적금의 예치금 또는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 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 해외지점의 경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기준에 따라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3) 외화가지급금 (Suspense Receivable in Foreign 

Curren

   

cy)  

으

 당해 지급금을 

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흔히 

금유용, 부실거래 은닉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정당계정으로 대체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계정에 처리되는 예로는 일반가지급금으로서 

 장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신과 

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약정 등과 같은 

산취득관련분과 여신성가지급금은 

구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지급은 발생하였지만 소속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혹은 과목은 확정되었 나 금액이 불확정인 경우에, 

그 과목과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가지급금이 외화로 

발생한 경우 본 계정에 처리한

자

있으므로 이 계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며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경비관련 지출, 기타 지출(임차계약금, 출납부족금 등 사고관련 

지출)과 여신성가지급금으로서 대출금관계 법적 수속비, 

담보물건관계 화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을 들 수 

있다.  

  여신성가지급금은 채권보전, 법적 절차 및 회수절차상 

부득이한 지출로서

유

확정계정처리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다.  

  가지급금 중 업무용부동

 



  (4) 외화선급비용 (Prepaid Expenses in Foreign 

Curren  

 

  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

cy) 

역의 제공을 

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로서 

되는 것을 말하며 선급된 보험료, 임차료, 

 

 경우

환 (Receivable Spot Exchange in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이란 거래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외화매입현물환거래에서 실제 

물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화미수미결제액을 

<회계처리 예시>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xxx  (대) 

받

단기간 내에 비용화

지급이자, 수선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선급비용이 외화로

발생하는  본 계정에 처리한다. 선급비용은 결산시 전액 

보정하여야 한다.  

 

  (5) 외화미수미결제현물

      Foreing Currency)  

 

  

결제가 이루어지는

실

계약체결시점에서 인식하여 처리하는 계정이다.  

 

  

  � 외화매입, 원화매도하여 당일 이후 결제시 거래의 계약일  

     (차) 

원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xxx  

 

  � 위 거래의 자금수도일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xxx  

         원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xxx      지준예치금          xxx  

 

  (6) 기 타 (Others)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외화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랴.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Bonds Purchased under 

Resale  

    Agreement in Foreign Currency)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란 환매조건으로 채권을 외화로 

매수하였을 경우 동 매수가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란 매매당사자가 매매되는 채권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이율에 의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RP 거래는 본질상 콜거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타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RP 거래는 증권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이며 현물과 선물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는 그 형식은 채권의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금융거래이므로 회계처리도 금융거래에 

단기자금

채권이며 동 채권이 담보

단기금융



따르고 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 채권을 외화로 매도하였을 

경우 이를 채권의 감소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부채과목인 

toring Rece

  Foreign Currency)  

   팩토 객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대출채권을 

매 리

 취득한 경우는 

없 대  선

고, 고객에 대한 

과 채권액면금액의 차이는 

급금계정에 표시한다.  

p in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부 채권을 

외화로 매수하였을 경우는 자산계정인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정에 계상한다.  

 

먀. 외화수출팩토링채권 (Export Fac ivable 

in  

  

 

링(Factoring)채권이란 고

외상매출

말하는데, 본 계정은 외국환은행이 국제팩토링거래에서 

수출팩터(Export Factor)가 되어 수출상의 수입상에 대한 

외상수출채권을 입한 경우 이를 처 하는 계정이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외상수출채권을

대금의 선지급액을 본 계정에 차기하였다가 회수하면 대기하며, 

상환청구권이 는 경우에는 금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외상수출채권 전액을 본 계정에 차기하

선지급액

외화수출팩토링미지

 

뱌. 외화출자전환채권 (Loans for Debt-Equity Swa

Foreign Currency)  

 



  외화출자전환채권이란 외화대출채권재조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키로 합

 정

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고 

면

권을 처리하는 경과계정이다.  

의 건전성분류에 따라 평가하고 이로 인한 

) 외화대출금     xxx  

 대

 조정 후 외화출자전환채권의 가액과 기존 

외화대손충당금 적  

        립액과의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시이며, 결산

        기마다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이  

        루어진 날 손충당금 적립을 생략하고 결산시 

건전성분  

        류 및 공정가액과의 차액을 외화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함  

 

  � 출자전환이 루어진 날  

     (차) 외화투자유가     (대) 외화출자전환채권 xxx  

          외화대손충당금 xxx                    

출자전환시까지 이자가 제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외화채

  외화출자전환채권은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목가액과 

기존대출금

평가손익의 증감액은 대손상각비에 가감한다.  

 

  <회계처리 예시>  

 � 출자전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  

    (차) 외화출자전환채권 xxx            (대

        손상각비  xxx                     외화대손충당금  xxx  

     * 채권재

차액을

  

일괄적으로 대손

 별도의 외화대

 이

증권 xxx           



샤. 역외외  Assets in Foreign 

rrency)  

  
역외외화예치금 

화자산(Off-shore

Cu

         

    

  

    

    
역외외화대출금 

    

    
역외외화증권 

  
역외외화자산 

  
역외외화본지점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역외파생상품자산 

    

    
역외기타외화자산 

    

  역외외화자산은 역외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 또는 예치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정이다.  

  역외금융거래는 반드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데 그 특성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역외금융거래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비거주자 및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또는 예금으로 운용될 수 있는바 

계



운용방법에 따라 역외외화예치금,  역외외화대출금, 

외국환은행은 매 거래시마다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인 

을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의 국내기업 현지법인 및 

융 대출이 국내에 환류되지 않도록 

의하여야 한다.  

에게서 역외로 운용할 목적으로 외화를 차입한 

  

  (2) 상기 중 일부  현지법인에 대출한 경우

차) 역외외화대출금   xxx             (대) 역외외화예치금     xxx  

                                              (해외은행)  

          

 

☞  역외금융거래제도  

1. 연혁 및 성격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침에 의거 88 년 1 월부터

시행되었고 91 년 9 월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시 동 내용을 

규정하였다.  

역외외화증권, 역외외화본지점,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역외기타외화자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것

해외지사 등에 대한 역외금

유

 

 

<회계처리예시>  

  (1) 비거주자

경우  

     (차) 역외외화예치금    xxx          (대) 역외외화차입금   xxx  

           (해외은행)                            (해외은행)  

 

자금 를   

     (

  

 

운용지  



  역외금융제도는 및 율의 격기능  제한적인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선진국의 제 

금융기법의 습득을 통한 국환은행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거래이다.  

  국내외

금리 환 가 이

 외

국환은행은 별도의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고 

반계정과 구분하여야 하며 역외금융계정과 일반계정과의 

에 

자금을 표시하는 대변과목의 합계액과 운용을 

 한다. 

하거나, 

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과 

가를 받도록 

고 있으며, 다만, 일반계정으로부터 역외계정으로의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외화자산평잔(월말잔액을 

 100분의 5 범위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범위(은행업감독규정 제 66조 2항)  

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o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o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일

자금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역외금융거래

의해 조달한 

나타내는 차변과목의 합계액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여야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체

역외외화유가증권의 취득가

장부가액에 가감하는 경우, 동 해당금액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2-10 조에 의하면 역외계정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

하

자금이체로서 

기준으로 한 평잔)의

있다.  

2. 

  - 자금조달  

   o 비거주자 또

  



   o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 자금운용  

   o 비거주자 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대한 대출 및 치  

   o 비거주자

 또   예

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역외외화예치금이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 역외계정으로 예치한 외화자금을 처리하는 

경 으

 

조달 

화자금을 거주자에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본점조달 

리하면 될 

이다. 역외외화예치금은 금융기관예치금과 기타예치금으로 

분류된다.   

   

3. 우대조치

  - 지준예치 : 면제  

  - 조세감면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다만, 

교육세는 0.5%부과)  

   

(1) 역외외화예치금(Off-Shore Due from Banks in Foreign  

    Currency)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 또는 

타

계정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우 본점 로부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분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외국은행 본점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속하므로 외화자금의 조달측면만 

고려하면 본점에서 조달한 외화자금 전액을 역외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은행법에 의거 본점

외

외화자금에서 역외로 운용될 부문만 역외계정으로 처

것



 

(2) 역외외화대출금(Off-Shore Loans in Foreign Currency)  

 

행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 

  역외외화대출금이란 외국환은 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조달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 및 

금융기관 역외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은행에 

한 대출금이 포함되며, 해외지사를 포함한 현지법인, 

금 포

ff-Shore Foreign Securities)  

외투자유가증권으로 

류되며, 역외계정은 일반적으로 대차가 일치하여야 하나 

경우 

외외화증권의 장부가액에 직접 차감하므로 동 해당금액만큼 

품유가증권(Off-Shore Trading Securities)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상품유가증권을 매입하였을 경우 

 계정이다.  

가증권도 외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주식, 

주식관련증권, 채권 및 기타로 분류한다.  

 

타

  외화대출금과는 달리 역외외화대출금에는 국내외

대

해외교포 및 외국기업 등에 대한 대출 도 이에 함된다.  

 

(3) 역외외화증권(O

 

  역외외화증권은 역외상품유가증권과 역

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역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역외상

 

  본 계정은 역외금융시장에서

비

처리하는

  역외상품유



 (나) 역외투자유가증권(Off-Shore Investment Securities)  

 

  본 계정은 역외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비거주자가 

행한 외화표시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자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및 기타로 구분하며, 

- u

 

고 외화본지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조건부채권매수(Off-Shore Bonds Purchased 

esale Agreements in Foreign Currency)  

가액을 

  외화환매조 매매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외화채권을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이율에 의한 가격으로 동일 외화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발

계정이다.  

  역외투

만기보유채권은 별도로 표시한다.  

 

(4) 역외외화본지점(Off-Shore Inter Office Acco nt in 

Foreign  

    Currency)  

 

  국내은행 본점과 국외지점간에 역외자금의 외화대차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국외지점에서는 역내외로 구분을 하지

않

 

(5) 역외환

under  

    R

    

  역외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환매조건부채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동 매수

처리하는 계정이다.  

건부채권



(6) 역외파생상품자산(Off-Shore Derivatives Assets in 

Foreign  

    Currency)  

    

을

  역외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으로 역외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하는 경우 동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이익의 

엄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역외기타외화자산(Off-Shore Other Assets in  Foreign 

Currency)  

    

  역외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역외기타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야.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Discount Present Value 

in  

    Foreign Currency)  

 

거래에 계약금액 현재가치와 

목상의 가액과의 차액 중 외화채권에서 발생한 할인차금을 

의 

차액도 본 계정으로 처리한다.  

 치할인차금은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며 환입금액은 이자수입으로 처리한다.  

누적분과 지급옵션프리미

(7)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서 발생한 외화채권 ․ 채무의 

명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외화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한편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한 이자율의 완화 등 

외화채권재조정시 외화대출채권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치

 외화현재가



 

쟈. 외화대손충당금(-) (Allowance for Credit Losses on 

Loans in Foreign Currency)

 

 

현

추

 

. 부채계정(Liabilities Account)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특정기업이 

다. 이러한 부채계정은 대차대조표의 대변항목으로 

표

에서 자본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외화대손충당금이란 외화대출금 등의 적정평가를 위하여 기말 

재의 외화대출채권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2

 

  

채권자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다. 즉 

과거 및 당기에 수취한 효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정된 

미래시점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특정기업의 

의무를 말한

기업자금의 조달면을 시하는 점에서 자본과 같으나 기업이 

상환의무를 지는 점

 

  가. 외화예수금(Deposits in Foreign Currency)  

 

  외화예수금의 예입으로 발생한 외화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예금의 예입은 대변에, 인출은 차변에 기입한다. 



잔액은 예금예입에 따른 채무잔액을 표시하며 반드시 대변에 

나타난다.  

  이때 외화예수금은 지정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의 

형태로 예수된다.  

  외국환은행은 모든 외화예수금에 하여 예수받은 해 외화 

또는 기타  지 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치하여야 

한다.  

  현행 외화예수금계정은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무 취급세칙상 

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정기적금으로 하고 며, 원화예수금과 지로 

회계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종의 경과계정인 외화별단예금이 

외화예수금에 포함된다.  

  한편, 동 예금은 예금주체 및 동 주체의 거주성에 따라 

대외계정, 거주자계

대 당

 지정통화로 급 예

업

 분류  있으 마찬가

정, 해외이주자계정으로 구분된다.  

 

 매입, 외국환은행 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처

  대외계정은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우리나라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개설하는 

외화예금계정으로서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기타 

「 외국환거래법 」 에 의하여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에 대한 송금, 

타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한 매각,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등으로 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계정은 인인 외국인 거주자, 우리나라 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그 동거가족을 제외한 내 거주자의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

개

및 국  

환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예치하는 

이다. 거주자계정의 처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다만 

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따른다.  

  해외이주자계정은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개설하는 

화예금계정으로서 해외이주자의 자기명의 국내재산, 

외동포의 자기명의 국내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로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매입한 

외지급수단을 예치하며 동 예금은 외국환은행 등에 

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또는 대외송금으로 처분할 수 

다.     

      

 

 

 

 

                      

 

 

계정

대

포

바에

외

재

내국지급수단을

대

내

있

 

 

 



 

 

 

외화예수금의 구

 

분  

      

    

외화당좌예

금  

     

    

외화보통예

금  

    

  

대외외화부

채  

외화통지예

금  

      

 대외계정(비거주자),해외이주자계정

으로 구분 

     

외화정기예

금    

      

     

외화정기적

금  
 대외계정(비거주자) 

외화예수

 금
       

     

외화당좌예

금
 

 
  

        

     

외화보통예

금    

      

   

외화통지예

금  
 거주자계정 

  

대내외화

채 

부

   

     

외화정기예

 금  

      

    

외화정기적

금   



      

    

외화별단예

금   

 

 

(1) 외화당좌예 rent Deposits in Foreign ency)  

 

  거주자, 해외

금(Cur  Curr

이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예수받은 

원 동

이

행 함

되는 이유는 결제자금으로서의 

도 때문이다.  

로부터의 요구불예금계정은 환결제계정이며 

의 국

일반적이 서의 교환성을 가지고 

다. 그러나 

화의 국제화를 위해 '93 년 10 월 1 일부터 

금자가 원할 경우 수출입거래 및 재보험거래 등에 대해 

원화로 개설될 수 있으며, 현재는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도 

요구불예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예금자의 거주성에 따라 

해외은행, 비거주자 및 해외이주자로부터의 예금은 대외부채로, 

외국환은행, 외국인 거주자 및 거주자로부터의 예금은 

대내부채로 구분된다.  

  외화당좌예금은 칙적으로  예금개설인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지급청구서에 의해 지급된다. 때 외화수표는 

예치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지시식 또는 기명식, 

지시금지기명식,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다.  

  외국환은행이 타외국환은 (한국은행 포 )에 

요구불예금계정을 개설하게 

용

  한편 해외은행으

성격상 예치할 은행  당해  통화표시로 개설하는 것이 

나 원화가 대외지급수단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외화표시로 개설되어 왔

원

비거주자자유원계정(Free Won Account)이 신설됨에 따라 

예



예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 외화예수금계정이 아닌 

원화예수금계정에 처리된다.  

 

<회계처리예시>  

  �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대전을 고객명의 

외화당좌예금에 입금한 경우  

x              (대) 외화당좌예금 xxx  

(2) 외 sits in Foreign Currency)  

거주자, 해외이주자 및 비거주자 등 거래주체가 예치금액, 

게 거래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화예수금과 

이다.  

 

<회계처리예시>  

로부터 한 수출환어음대전 고객명의 

외화보통예금에 입금한 경우  

    (차) 매입외환 xxx       대) 외화보통예금 xxx  

 

� 고객의 요청으로 외화보통예금을 외화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차) 외화보통예금 xxx      (대) 외화정기예금 xxx  

 

    (차) 매입외환 xx

 

화보통예금(Passbook Depo

 

  

예치기간 및 입출금횟수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

가장 전형적인 요구불예금의 일종인 것은 원

마찬가지

� 고객으  매입  을 

    (



� 외국인 비거주자가 보유중인 외화현찰을 본인명의의 

외화보통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차) 외국통화 xxx          (대) 외화보통예금(대외) xxx  

 국내재산처분 자금을 본인명의의 

 xxx           (대) 외화보통예금(해외이주자) xxx  

3) 외화통지예금(Notice Deposits in Foreign Currency)  

  거주 부터 예수한 외화표시 

상 

치한 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고할 것을 

효율적으 .  

 거주자의 외화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외화통지예금으로 

 

외화통지예금으로 입금한 경우  

금 xxx       (대) 외화통지예금(대외) xxx  

� 외국인 거주자가 보유중인 외화현찰을 본인명의로 개설한 

외화통지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 해외이주자가

외화보통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차) 고객계정

 

(

 

자, 해외이주자 및 비거주자로

통지예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통지예금이란 일정기간이

거

조건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의 일종이며 단기간의 여유자금을 

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회계처리예시>  

�

전환한 경우  

   (차) 외화정기예금 xxx         (대) 외화통지예금(거주자) xxx  

 

� 비거주자 앞으로 내도된 타발송금대전을 비거주자가 개설한

   (차) 외화타점예치

 



   (차) 외국통화 xxx             (대) 외화통지예금(대외) xxx  

(4) 외화정기예금(Time Deposits in Foreign Currency)  

표시 

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양도성정기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s),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증서(FRCD, Floating Rate 

Certificate of Deposits)를 발행한 경우에도 이 계정을 사용한다.  

 

<회계처리예시>  

�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를 받고 외화정기예금을 개설한 

경우  

) 외국통화 xxx     

 

자로부터 외화정기예금을 받는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정기예금(대외) xxx  

 

� 거주 터 외화정기예금  받는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정기예금 거주자

 

 해외이주자가 본인명의의 국내재산 처분자금을 

외화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정기예금(해외이주자) xxx  

(5) 외화정기적금(Installment Deposits in Foreign 

Currency)  

 

  거주자, 해외이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예수받은 외화

정기예금

    (차          (대) 외화정기예금(대외) xxx  

� 외국인거주

자로부 을

( ) xxx  

�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금제도로 장기저축성예금이며 대출에 대한 담보로 

6) 외화별단예금(Temporary Deposits in Foreign 

  원화별 격의 계정으로서 외국환업무의 

미결제 

리자금이나 특수거래에 따른 외화예금계좌 

 예금과목으로 

를 들면 

화수표 등의 추심의뢰에 따라 추심완료후 장기간 지급되지 

 때까지 예수 처리하는 경우 

이다.  

받

예

활용되기도 한다.  

 

 

<회계처리예시>  

  � 거주자가 3년 동안 매월 말 약정한 외화로 외화정기적금을 

예치한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정기적금(거주자) xxx  

 

(

Currency)  

 

단예금과 동일한 성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예수 성격의 

정

미개설인으로부터의 일시적 예수금 등 기타

처리하기 곤란한 예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예

외

않는 경우에 고객에게 지급할

등

 

<회계처리예시>  

  � 예금계좌 미개설인으로부터 외화수표 추심의뢰를 은 후 

추심이 완료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미지급외환 xxx  

 

 � 동 추심대전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 미지급외환 xxx               (대) 외화별단예금 xxx  

 

 

이   

나. 매도외환(Drafts Sold)  

  외국환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취결하거나 

타은행이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판매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송금대전 또는 여행자수표 대금이 외국에서 실제로 

지급되거나 위탁은행에 동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므로 이 기간중의 대외채무를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경과계정이다.  

  매도외환은 해외예치 환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예치금계정(본지점간 거래인 경우에는 본지점계정)을 통하여 

지급되지만 환거래은행과의 미달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화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예정대체일에 

자동적으로 결제기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신송금(T/T:Telegraphic Transfer)의 경우에는 

송금취결 즉시 송금지급지시가 지급은행에 도착하므로 

매도외환계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기표토록 하고 있으며, 

음(D/D:Demand Draft)의 경우에는 대금의 추심등을 

 지급은행에서 대금을 

 때에 

송금환어

위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한 후에 보내오는 차기통지서(Debit Advice)를 접수한

결제기표를 할 수 있다.  



  계정처리는 송금취결시에 대기하였다가 예정대체일 또는 

차기통지서 수령일에 차기한다.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해외환거래은행 앞으로 

 건에 대하여 예정대체일의 경우  

을 취결한 

우  

를 

또는 차기통지서를 수령한 

 

 

 

<회계처리예시>  

�

우편송금(M/T:Mail Transfer)을 취결한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매도외환  xxx  

 

� 상기

   (차) 매도외환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해외환거래은행 앞으로 전신송금

경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D/D(Demand Draft) 발행한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매도외환  xxx  

� 상기 건에 대하여 예정대체일 

경우  

  (차) 매도외환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다. 미지급외환 (Inward Remittance Payable)  

 



  외국으로부터 내도하는 타발송금의 경우 송금대전은 이미 

외국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계정에 입금되었으나 국내의 

급액을  으로서 발

는 계정

행의 경우에는 

금환(D/D:Demand Draft)거래에 있어서도 즉시 입금시켜 주는 

 계정처리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vice of Drafts 

동시에 

 대기하였다가 송금수취인이 

 되면 

다만, 특수한 송금환거래의 경우 먼저 고객에게 지급한 후에 

내면 

금시켜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지급시에 

외환  xxx  

        (해외은행)  

청에 따라 송금대전을 지급한 경우  

송금수취인에게 지급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송금도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잠정기간동안의 

대고객미지 처리하는 경과계정  그 생경위가 

매도외환과 정반대되 이다.  

  실제 타발송금거래시 외국은

송

것이 일반적이므로

또는 수표발행통지서(Advice of Check Issued/Ad

Drawn)가 내도하면 외화타점예치금계정에 차기함과 

미지급외환계정에

송금내도안내서를 받고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하게

미지급외환계정을 차기함으로써 완결된다.  

  

해외의 송금취결은행에 입금요청(Credit Request)을 보

입

매입외환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예정대체일에 

외화타점예치금계정으로 대체 처리한다.  

 

<회계처리예시>  

� 해외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서가 내도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미지급

  

� 송금수취인의 요

     (차) 미지급외환  xxx                (대) 고객계정  xxx  



 

라. 외화콜머니(Call Money in Foreign Currency)  

콜론(Call Loan)에 

다.  

인 외화자금 부족을 

당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은행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구분된다.  

금       xxx       (대) 외화콜머니     xxx  

. 외화차입금(Borrowings in Foreign Currency)  

, 및

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리하는 계정으로 외화자금의 차입은 대변에, 자금의 상환은 

변에 기입 다.   

 

  외화콜머니(Call Money)는 자산계정의 외화

대응하는 부채계정이며 콜자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외화콜머니는 보통 은행이 일시적

충

은행간 거래로 기간은 30일 이내(30일 포함)이며, 외국환은행

및

 

<회계처리 예시>  

� 국내의 타외국환은행에 외화콜머니를 요청하여 차입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

        (외국환은행)  

 

� 상기의 외화콜머니를 만기에 상환한 경우  

   (차) 외화콜머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외국환은행)  

 

마

 

  외국환은행이 정부, 한국은행  국내  해외의 

타금융기관

처

차 한



  외화차입  일반고객과의 외국환거래, 즉 수출, 수입, 

금거래 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단기차입과 일반고객거래  관련없이 

영자금 또는 중장기 자금차입의 두 가지가 

다. 일반 객거래와 직접 관련된 단기차입중 대표적인 

으로는 차월, 메일크레디 스 등을 들 수 있다.   

 

외화차입금은 차입방식에 행차입금, 

화표시원 차입금, 전대차입금, 화수탁금 및 기타로 

외화타점차  

금에는

송 등

와는 직접

운 조달목적의 단기 

있 고

것 트, 리파이넌

   따라 외화타점차, 은

외 화 외

구분된다.  

 

        

        
차월

        

       
은행차입금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대내외화차입금

 

       
외화표시원  화차입금

       

       
전대차입금 

        

       
외화수탁금

 
일반외화수탁금

          

외화차입금         
특별외화수탁금

          

          
차월 

        

        
외화타점차 메일크레디트 



          

          
리파이넌스 

        

    
대외외화차입금

 
은행차입금

   

          

       
전대차입금

   

          

          
기타 

  

(1) 외화타점차(Overdraft Due to Banks)  

 

  일상적인 대고객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환거래계약시에 설정된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내에서 차입하는 외화자금을 말하는 

데, 차입형식에 따라 차월, 메일크레디트, 리파이넌스 등으로 

세분된다.  

 

(Overdrafts)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은 신용공여한도에 의거하여 

건에 따라 외화타점예치금액을 초과하여 

  차월 되며

기준은  원장기준이므로 차입은행측이 기장하는 

t : 元計

dow Account : 備忙計定)이며 자금운용상 

필요에 따라 기장하는 것이다.  

  (가) 차월   

 

  

일정한 한도와 조

지급을 의뢰하였을 때 그 초과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은 거래상대방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대월이  잔액파악의 

 항상 대출은행의

차월계정은 상대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당방계정(Actual Accoun

定)에 대한 대응계정(Sha



  본 계정은 상환방식 수입신용장의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을 때 대기하고 당발송금 거래에 있어서는 

발송금 취결후 예정대체일에 대기한다. 자금조치가 되면 

류를 수령하였는데 잔액이 

없는 해외 환거래은행의 당방계정에서 동 수입대금이 

  (차) 미결제외환        xxx    (대) 외화타점차(차월)   xxx  

(차

  

 

  외국환은행이 자로부터 일람출급수출환어음을 매입한

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기간 즉, 

우편일수만큼 앞당겨 자금화하는 방식이 메일크레디트이다. 즉 

선적서류를 수령하였

당

차기하게 되므로 항상 대변에 잔액이 나타난다.  

 

<회계처리 예시>  

� 상환방식 일람출급수입 선적서

대기된 경우  

  

                                        

� 당발송금거래에서 잔액이 없는 해외 환거래은행의 

당방계정에서 동송금대금이 대기된 경우  

    (차) 매도외환          xxx    (대) 외화타점차 월)   xxx  

        또는 고객계정

 

� 다른 해외 예치환거래은행에서 상기 계좌로 자금조치를 한 

경우  

    (차) 외화타점차(차월)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나) 메일크레디트(Mail Credit)  

 

수출업  

날로부터 해외의 지급은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발송과 동시에 지급은행 앞으로 

어음금액만큼의 메일크레디트를 전신으로 요청하면 

지급은행은 선지급형식의 메일크레디트를 실행하여 

국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계정에 입금시켜 주고 우편기간 

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메일  은행으로서는 수출환어음매입과 

동 자금을 

음도착과 

로부터 어음대금을 추심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로서 쌍방간에 

이러한 메일크레디트는 대외결제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생기거나 거액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신속한 자금화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

�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해외 환거래은행에 메일크레디트를

  

        외화타점예치금      xxx           메일크레디트  xxx  

        (해외은행)  

� 상기건에 대하여 예정대체일이 도래한 경우  

    (차) 메일크레디트         xxx       (대) 매입외환      xxx  

 

) 리파이넌스(Refinance)  

외

후에 어음과 선적

추심하여 선지급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크레디트는 수출지

동시에 해외금리에 의한 단기금융을 받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이 있으며, 융자은행으로서는 어

동시에 수입업자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은 안전한 금융으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회계처리 예시   

 

요청한   경우

    (차) 매입외환            xxx       (대) 고객계정      xxx  

  (다



 

  리파이넌스(Refinance)란 일람출급조건(At Sight) 

입신용장에 의한 수입대금의 결제시 외국환은행의 

화타점예치금이 부족하여 상대은행인 해외 

부터 차월방식이 아닌 단기신용을 공여받아 

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차입을 말한다.  

타

        ( )  

파이넌스를 상환한 경우  

    (차) 리파이넌스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그

,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redit Line 이 설정되어 있는 환거래은행 앞으로 백지식 

 

수

외

환거래은행으로

결

 

<회계처리 예시>  

� 해외환거래은행에 리파이넌스를 요청한 경우  

    (차) 외화 점예치금      xxx       (대) 리파이넌스     xxx  

해외은행

� 상기의 리

xxx  

 

☞ 리파이넌스  

 

  리파이넌스는 내용적으로 인수금융방식(Acceptance 

Financing)과 선지급금융방식(Advance Financing)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수금융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에 의한 

경우에  대금지급을 어음인수형식으로 일정기간 금융하여 

주는 방식으로서

C

기한부어음을 송부하여 주면 신용공여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일람출급어음을 제시받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보관하고 



있던 백지어음에 금액과 일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그 

어음을 인수 할인하고 그 대금을 다시 외국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계정에 입금시켜 주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계정처리는 당해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일단 리파이넌스계정에 

음금액을 대기하게 되며 어음기일이 되면 신용공여은행이 

금을 정에

방  

액  

인

 의한 일람출급어음을 제시하면 동 

행은 대전을 지급하고 외국환은행 명의의 당방계정에 

장에서 보면 

어

어음대  외국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금계 서 인출하게 

되므로 이 계정을 차기하는 한편 외화타점예치금계정에 

대기하게 된다.  

 

  이 거래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것은 어음할인대금을 

입금시켜주는 식이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며 

어떤 은행은 어음 면금액을 입금처리하고 나서 할인료와 

인수수수료 등을 다시 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은행은 어음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만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미리 그 은행의 처리방식을 

알아두었다가 이에 따라 기표하여야 한다.  

 

  한편 선지급금융방식은 수출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신용장에

은

차기하여 대전을 상환받는다. 그러나 외국환은행과 

환거래은행간에 Credit Line 이 설정되어 있어 외국환은행이 

기한부금융을 요청하면 환거래은행은 외국환은행 명의의 

선지급금융계정에 차기하고 당방계정에 대기하여 자금을 

공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지급금융방식은 

인수금융방식에 비하여 신용공여은행에의 입



인수한 어음의 유통시장 매각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기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금부담이 있으며,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로 인수금융방식을 이용할 

다

자금수요를 예측하지 

리파이넌스 후자를 고한다.  

 

 

 (2) 은행차입금(Borrowings from Banks)  

 

  외국환은행이 국내 및 해외의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거나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30 일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차입일에 대기하고 상환일에 차기한다.  

국환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30일 초과 1년 이내(365일 포함)의 

단기차입이  이루며, 외화대출 등 장기융자재원 조달을 위한 

중장기차입 관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방식으로 차입하거나 

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형태(Bilateral Loan)를 취한다.  

자

신용을 공여받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부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난 .  

 

  이러한 리파이넌스는 원칙적으로 신용장상에 리파이넌스를 

요청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하나 

못하거나 개별신용장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여러 건을 

모아 리파이넌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자를 사전 

,  사후 리파이넌스라  

  외

 주를

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금융기

단



  과거 1 년 초과의 은행간 외화대출금은 외화타점대의 

 외화차입금은 

이 

중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30 일 초과의 

행간 외화대출금은 은행간외화대여금으로, 30 일 초과의 

행간 외화차입금은 본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내은행차입금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외국  환은행으로부터 차입

뱅크론(Bank Loan)으로, 1 년 초과의 은행간

은행차입금의 뱅크론(Bank Loan)으로 분류하여 뱅크론 계정

자산과 부채에 이

은

은

 

     

   
은행차입금 

   

     
 대외은행차입금  해외은행으로부터 차입 

                                                                       

   

행차입  상환한

     (대) 외 치금 xxx  

      )  

 

 (3) 외화표시원화차입금(Borrowings in Won Denominated 

 Currency)  

 

 

<회계처리 예시>  

� 해외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은행차입금     xxx  

         (해외은행)  

 

 

 � 상기의 은 금을  경우  

    (차) 은행차입금          xxx  화타점예

                                      (해외은행

in Foreign



  외화표시원화대출금의 원이 되는 차입금을 리하는 

로, 과거에는 원화 차입금으

재 처

계정으 로 처리하였으나 동 부채의 

이 적으 이므로 리한

 하되 차입 당일의 대고객 

 해당외화로 기표하며, 원리금의 

환산액 한다.  동 

업진흥공단으로부터 외화표시원화대출 재원을 

 경우로 제한된다.  

예시>  

매기준율 1,000원)  

(차) 지준예치금  ￦ 100,000,000   (대) 

원화차입금

                                                  

경우 원

치금  ￦

 

내용 실질 로 외화부채 성격 본 계정으로 처 다. 

동 차입금은 원화를 기준으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상환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 

으로 하되 해당외화로 기표

외화표시원화차입금으로의 계리는 산업은행 

및  중소기

전대받는

 

<회계처리

 �원화 1 억원을 외화표시원화차입금으로 차입한 

경우(매

    

외화표시    U$100,000  

  

 � 외화표시원화차입금(이자율 5%, 3개월 이자액 U$1,250)의 

이자를 지급한 (매매기준율 1,200 )  

    (차) 외화표시원화차입금이자 ￦1,500,000   (대) 지준예

1,500,000  

 

� 만기에 외화표시원화차입금을 원화로 상환한 경우(매매기준율 

1,300원)  

    (차) 외화표시원화차입금  U$100,000    (대) 지준예치금  ￦

130,000,000  



 

 (4) 전대차입금(Borrowings for Sub-loan)  

 

  전대차입금은 외국환은행이 차입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정부, 외국환은행, 해외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하는 외화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외국환은행이 미국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게 전대키로 하고 차입하는 

의 실수요자에게 

 동 수출대금을 

서류 등을 

 융자기간 만료에 

 계정의 대변잔액은 

대차관자금대출계정의 차변잔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나 

 사유로 인하여 불일치 되는 경우도 있다.  

 

 

<전대차입 흐름도>   

등으로부터 차입

  예를 들면 국내

발전기수입자금을 실수요자에

경우에, 외국에 있는 수출업자는 국내

발전기를 공급하면 미국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게 되고, 차입은행은 동 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선적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때 본 계정에 대기하고

따른 상환시 차기한다. 따라서 본

전

상환자금대지급 등의

                            



                             �수입신용장 발행  

                             

 

    � � �                                   
           

                               
 

                             �선적서류 송부   

                       �구매계약승인     �구매계약승인  
                     �  �  

    전 전 전대                                            수  선  
  대 대 대출                                                      입  적  

    신 승 차실                                      �전대차관자금  신  서  
                         지출신청과    용  류  

          자                                          승인          장  제  

                                                                    지  

 
계약 체결  

                                       

 

자금을 전대차입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전대차입금            xxx  

� 세계은행(IBRD) 자금이 만기가 되어 상환한 경우  

  

    청 인 관행               

          금                                                        통  시  

 

                              �수출입

 
                              �선 적  

 
 

<회계처리 예시>  

� 세계은행(IBRD) 

    (

         (해외은행)  

 



    (차) 전대차입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ue to Central Bank)  

 

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외화수탁금은 수출환어음매입 지원자금 등 단기영업자금으로 

 또는 차관 및 1년 

의 

IMF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외화자금 사정의 악화로 

 

 개선됨에 따라 외화수탁금 잔액은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금      xxx       (대) 외화수탁금     xxx  

� 상기의 외화수탁금을  경우

    (차) 외화수탁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

 

 (5) 외화수탁금(D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수탁 받았을

경우, 동 수탁자금

  

차입하는 일반외화수탁금과 시설재 수입자금

초과 은행차입금의 조기상환용 외화대출자금 등

특별외화수탁금으로 구분된다.   

  

외화수탁금 사용잔액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외국환은행의

국제금융시장 차입여건이

감

 

<회계처리 예시>  

�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수탁받은 경우  

    (차) 외화타점예

         (해외은행)  

 

 상환한   

6) 기타(Others)  

 



  외화차입금 중 외화타점차, 은행차입금, 외화표시원화차입금, 

전대차입금 및 외화수탁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가 도래하여 상환한 경우  

타점예치금    xxx  

ce Debentures Issued in  

  

 

  이 외화표시  발행하는 방법에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채권 발행시에 

대기하고 상환시에 차기함으로써 항상 대변에 미상환잔액이 

 된다.  

(Par), 

ou ), 구분되며, 

구분되며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된다.  

차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CP 발행에 의한 차입 등이 

해당된다.  

 

<회계처리 예시>  

� 해외에서 CP를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차입금(기타)    xxx  

        (해외은행)  

 

� 상기 CP의 만기

   (차) 외화차입금(기타)     xxx      (대) 외화

                                           (해외은행)  

 

바. 외화발행금융채권(Finan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행 금융채권을 의하여

나타나게

  외화발행금융채권은 발행가격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Disc nt 할증발행(Premium)으로 

발행방법에 따라 사모 및 공모에 의한 발행으로 



  실무상 주의해야할 것은 할인발행 및 할증발행의 경우에도 

액  외 인

 계정과목으 가 항

건과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의 한도는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조에서는 은행법상 행할 수 있도

정」에 따르면 5 천만불 이상의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예시>  

 (대

발행 x  

� 외화발행금융채권을 할증 발행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발행금융채권     xxx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xxx  

 분 발행형태  

액면가액을 본계정에 대기하여야 하며 액면가액과 할인 및 

할증발행 과의 차액은 각각 화채권할 발행차금 및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의 로 대변에 감 목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한편, 은행법 제 33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채권의 

발행조

정

5 배를 초과할 

제 19  자기자본의 3배까지 발 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경

 

<

� 외화발행금융채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 외화발행금융채권     xxx  

        (해외은행)  

        외화채권할인 차금 xx

 

    (

        (해외은행)           

구 채권발행자의 이자비용

 시장이자율=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표시이자율 

  

할인발행

  

비용= 외화로 지급될 이자액

  

 총이자비용= 외화로 지급될 이자액

             +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액면발행  총이자



 시장 자율 

  <표시이자율 

할증발행  총이자비용= 외화로 지급될 이자액이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채권발행시 채권발행 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 계정은 

율법에 의하여 채권기간에 배분되도록 

상각처리하여야 하며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예시>  

 (차) 외화발행금융채권이자  xxx       (대)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xxx  

                                             

  (외화채권

 

  채권발행시 채권발행 외국환은행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 계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채권기간에 배분되도록 

환입처리하여야 하며 동 환입액은 이자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예시>  

 외국환은행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유효이자

할증발행차금)  



 (차)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xxx       (대) 

. 외화리스부채(Lease Liabilities in Foreign 

외화리스부채의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준칙을 따른다.  

ts for L/G and Others in 

Foreign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담보금 및 

, 동 

정은 수입담보보증금, 수입물품선취보증금, 기타로 구분된다.  

v

 

입받은 외화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판단될 때에는 수입대금결제 담보를 위해 

입신용장 발행시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케 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수납받게 된다.  

외화발행금융채권이자 xxx  

 

사

Currency)  

 

  

 

아. 외화수입보증금(Deposi

    Currency)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보증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대내외화부채에 해당하는데

계

 

 

(1) 수입담보보증금(Guarantee Money Recei ed for Import 

in Foreign Currency)  

 

  수입신용장발행시 수입대금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

  외국환은행에서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수



  이러한 보증금은 은행이 부담  우발 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회계처리예시>  

고객으로

하는 채무

부터 외화로 수입담보보증금을 받은 경우  

 

리하는 계정이다.  

) 수입물품선취보증금 xxx  

위 수입담보보증금, 수입물품선취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 

 외화

  예를 들어, 파생상품 관련 증거금, Stand-By L/C 및 기타 

보증서의 발행시 고객으로부터 적립된 외화보증금 등이 있다.  

   

   (차) 고객계정 xxx             (대) 수입담보보증금 xxx  

 

 (2) 수입물품선취보증금(Guarantee Money Received for 

L/G)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외화로 수취한 

보증금을 처

 

<회계처리예시>  

고객으로부터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에 따른 보증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3) 기 타(Others)  

 

  

경우의 수입보증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자. 외화직불카드채무(Debit Card in Foreign 

Currency)  

 

  직불카드(Debit Card)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직불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물품 

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증표를 

계좌에서 인출한 

카드의 해외사용대금을 해외은행 정산시까지 처리하는 

출시 회원 

터

 자금정산을 완료한 경우  

타점예치금    xxx  

(Export Factoring 

또

신용카드업자(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말한다.  

  따라서 외화직불카드채무라 함은 고객

직불

계정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ATM 기를 통한 외화현금 인

결제계좌에서 인출하여 해외결제은행과의 

자금정산시까지(3 영업일 이내) 동 인출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회계처리 예시>  

� 해외결제은행으로부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통보 받은 경우  

    (차) 고객계정*  xxx          (대) 외화직불카드채무  xxx  

     * 회원결제계좌에서 인출  

 

� 해외결제은행과

    (차) 외화직불카드채무 xxx      (대) 외화

 

차.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Payable in  



    Foreign Currency)  

업무에 이 조건

경우 대금의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고 고객에 

한 선지급액과 채권액면금액의 차액을 처리하는 

정이다.(자산계정의 외화수출팩토링채권 참조)  

조건부채권매도(Bonds Sold under 

epurchase  

율에 의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매매이다.  

부 채권매매의 회계처리시 거래의 형식은 채권의 

도 실질적으로는 단기금융거래이므로 이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을 외화로 

매도하였  이를 채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부채과목인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계정에 계상한다.  

 

건부채권을 매도한 경우  

 

  팩토링  있어서 상환청구권 없는 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외화채권의 액면금액 전액을 팩토링채권으로

대

계

 

카. 외화환매

R

    Agreements in Foreign Currency)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란 환매조건으로 채권을 외화로 

매도하였을 경우 동 매도가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이

다

   환매조건

매매일지라

을 경우

<회계처리 예시>  

� 외화환매조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xxx  

환

                        (해외은행)  

. 외화본지점(Inter-Office Account in Foreign 

점 

다.  

                        

    

    
국

    

         (해외은행)  

 

� 상기의 외화환매조건부채권을 환매한 경우  

    (차) 외화 매조건부채권매도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타

Currency)  

 

  외화본지점계정은 외국환은행의 본점 및 지점간(해외지

포함) 또는 지점 상호간의 외화표시 대차관계를 제 계정과목에 

구애됨이 없이 상계결제하기 위한 계정이며 자산항목의 

본지점계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변잔액을 나타낼 수도 

있고 대변잔액을 나타낼 수도 있는 양변계정인데 대변잔액일 

때에는 부채항목이 된

 

    
내본지점 

외화본지점       

      
갑계정 

    
국외본지점 

  

        
을계정 

   

 



파. 기타외화부채 r es  Foreign 

Currency)

 

 (1) 외화미지급금(Accounts Payable in Foreign Currency)  

 

  특정한 계약에 의해 확정된 외화부채 중 아직 지급이

않 는 계정이다.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무추진비 등 제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일

외화가수금(Suspense Payable in Foreign Currency)  

 

경우에

 성질의 계정이다.  

본 계정의 지급은 목적변경이 없는 한 대체지급되며, 고객의 

 있으면 언제라도 현금 지급될 별단예금과는 구별된다. 

 가능한 한 단시

시에 대기하고 정당과목으로의 이체 또는 

 차기한다.  

      

(Othe Liabiliti  in

  

 끝나지 

은 부분을 처리하

  예를 들어, 외국환은행의 에서 

업

사용 로부터 결제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채무 등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2) 

  수입된 외화자금으로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거래금액이 미확정인  처리하는 미결산가계정으로 

자산계정의 가지급금계정과 비슷한

  

요구가

본계정은 일내에 정당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계정처리는 입금

환급시에

 

                 가수금과 별단예금의 비교  

 

구   분 가수금 별단예금 



성   질

�계정과목 또는 금액 미확정 

�정당계정 처리시까지 일시적으로

�미결제, 미정

�

처리하는 계정 

리자금 

회계목적상 설정된

예금계정 

지   급
 영수증빙 불요. 단, 

목적변경 등으로 환급될 때에는 영수증빙

므로

영수증빙 필요(수표, 

청구서, 기타) 

고객에게 직접 환급되지 않고

대체처리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환급되

필요 

처   리 결산 가계정으  단시일내에 정리 
지급기한은 

 
미 로

거래내용에

따라 상이함

부   리 무이자 무이자가 원칙 

지급준비 지급준비금 불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 

   

 (3) 외화선수수익(Unearned Revenues in Foreign 

cy)  

 

  자산계정의 선급비용계정과 같이 결산보정의 결과로 

 계정으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기간의 미경과로 

기의 수익에서 공제하는 선수수익을 

 

 (4) 외화  Foreign  

   Currency)  

Curren

발생하는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여 당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최초영업일에 해당

손익계정에 대체 환원처리한다.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s Payable in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금지급은 없었으나, 기간경과로 인한 

비용을 인식하여 처리함에 따라 당기에 부담하여야 하는 

 

 다

ang

 2 영업일 이내에 

제가 이루어지는 외화매도현물환거래에서 실제 

지지 않은 외화미지급미결제액을 

 계정이다.  

처리 예시>  

� 원화매입, 외화매도거래의 계약일  

(대) 

 거래의 자금수도일  

xx  

  

당금(Allowance for Acceptances and 

Guarantees Losses in Foreign Currency)  

결산정리계정으로 자산계정의 외화미수수익계정과는 달리 모든 

미지급이자 등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최초영업일에손익계정에 대체 환원처리한 .  

 

 (5)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Payable Spot Exch e in 

Foreign Currency)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이란 거래일 이후

결

실물인수도가 이루어

계약체결시점에서 인식하여 처리하는

 

  <회계

  

     (차)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 xxx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xxx  

 

   

  � 위

     (차) 지준예치금     xxx        (대)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 x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xxx      외화타점예치금      xxx

 

 (6) 외화지급보증충



 

  본 계정은 주채무가 확정된 외화지급보증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은행이 

로 

는 계정이다.  

한 외화대손충당금이 외화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인 

또는 

영 증 전

증  

외화지급보증대지급 발생시에는 전액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예시>  

증충당금 설정시

금전입액 xxx     (대) 외화지급보증충당금 

xxx  

 

�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시(결산기말이 다른  가정   

    (차)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차) 외화지급보증충당금  xxx      (대) 지급보증충당금환입 

 외화대손충당금 설정)  

주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에 대하여 외화

충당금을 설정하

  또

것과 달리 외화지급보증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으로 

외화지급보증대지급 발생시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채무가 확정된 외화지급보증에 대한 평가후 추가설정 

환입되어 기타 업비용(지급보 충당금 입액) 또는 

기타영업수익(지급보 충당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

� 지급보 (결산시)  

    (차) 지급보증충당

경우 )

    <난외> 해당확정외화지급보증 삭제  

xxx  

         대손상각비     xxx               외화대손충당금         xxx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에 대한



 

본 계정은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기타외화부채를 처리한다.  

 

하. 역외외화부채(Off-Shore Liabilities in Foreign  

    Currency)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운용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서 

을

외화본지점, 

칙적으로 

역외외화자산의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예수받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7) 기타(Others)  

 

   

  역외외화부채는 비거주자

외화자금을 조달하였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역외외화부채는 차입형태에 따라 역외외화예수금, 

역외외화차입금, 역외발행금융채권, 역외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역외파생상품부채 및 

역외기타외화부채로 세분되며 이 계정의 잔액은 원

 

 (1) 역외외화예수금(Off Shore Deposits in Foreign 

Currency)  

  역외외화예수금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및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운용할 목적으로 역외금융

 (2) 역외외화차입금(Off-Shore Borrowings)  



  역외외화차입금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운용할 목적으로 역외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행금융채권(Off-Shore Finance Debentures  

reign Currency)  

정에 운용할 목적으로 역외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4) 역외외화본지점(Off-Shore Inter-Office Account in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운용하기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동 매도가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6) 역외파생상품부채(Off-Shore Derivatives Liabilities in  

     Foreign Currency)  

 

 (3) 역외발

     Issued in Fo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역외외화본지점은 국내은행과 국외지점간에 역외자금의 

외화대차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국외지점에서는 역내외 

구분을 하지 않고 외화본지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5)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Off-Shore Bonds Sol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in Foreign Currency)  

  

위하여 역외금융시장에서 외화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역외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동 

 

 

  상기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역외외화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Foreign Currency)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채권․채무의 계약금액 현재가치와 명목상의 가액과의 

차액 중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할인차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외화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상각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Footnotes)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실의 누적분과 수입옵션프리미엄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7) 역외기타외화부채(Off-Shore Other Liabilities in 

Foreign  

     Currency)  

갸.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Discount Present Value 

in  

3. 난외계정



  재무제 회

우발적인

등 재무 의

통하여 

  이러한

이해하는

표시토록

도로 

우발채  (확

주채무

표시함 관련 

있다.  

난외계정에 표시되는 사항은 통상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리스크의 한 거래구조 

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시 관련 리스크가 높아 

에 자

문에 

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거래형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 본문(난내)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보중 은행의 

 채무관계, 재무제표 작성상의 중요한 원칙이나 방법 

제표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미있는 정보는 주석을 

제공된다.  

 주석사항중 특히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데 필요한 사항을 대차대조표의 난외계정에 별도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난외계정에 별 표시하는 사항에는 은행의 

무{주채무가 확정된 우발채무 정지급보증)와 

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미확정지급보증)를 구분 

}, 약정사항의 종류별 금액, 배서어음, 파생상품 

약정사항과 은행감독정책 필요상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목 등이 

  

Transaction)라 칭하고 있다. 부외거래는 보증료 등 수익증대, 

 이전 등 경제적 효율성은 높은 반면, 복잡

등

부외거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부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  포함시켜 부외 산에 대하여도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부외거래는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

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금전채무의 지급이나 특정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 

 

확정된 확정지급보증과 

에 표 방

과 보

 인수약정(Note 

Issuance Facilities), 회 용한도약정(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Credit Line제공 등이 있다.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Outstanding Face or Contract 

Amount)을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별로 표시한다.  

 

 가. 확정외화지급보증(Determinable Guarantees and 

Acceptances in Foreign Currency)  

 

  외화지급보증계정은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우발채무는 주채무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채무와 미확정채무로 구분하여 

난외계정에 표시하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익자의 거주성에 

따라 대외지급보증과 대내지급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급보증으로 사채발행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상업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 수입신용장관련보증 어음의 

인수, 수입물품선취보증,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보증, 

신용장발행 등이 있는데 주채무가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지급보증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확정된 지급보증을 

대차대조표 난내  대조계정으로 시하던 식에서 

수정되어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 증을 모두 

난외에 표시하고 있다.  

  � 일정한도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약정(Commitment)으로 단기채권

전인수신

  �

 



   (1) 수입신용장관련 외화보증(Guarantees for L/C)  

장을 개설한 후 선적서류를 

해외의 

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했다가 그 인수어음을 

  기한부신용장은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나누어 

지는데, Shipper's Usance 는 Usance 기간의 여신을 Shipper 가 

 거래로서,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을 

rawee(어음지급인)로 하고, 발행은행에 수입어음과 

송서류가 내도하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여부를 결정토록 

여 동 인수사실 및 기일을 매입은행 앞으로 통지하고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이다.  

 

<Shipper's Usance 흐름도>  

 

 

    (가) 인수(Acceptances)  

 

  수입업자의 의뢰로 기한부신용

인수하거나, 내국수입유산스 L/C 를 발행하고 

수

매각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공여하는

D

운

하



  

                     �Usance L/C 발행                

                       �인수요청  

                                                     

        �Usance L/C 발행신청                     �L/C 통지  

                                                         

              �인수후 만기일 결제                    �매입신청  

                                                           후 지급  

 

 

 

 

                       �만기일 지급  

  

  

  

  

 

                                                           �Discount  

  

 

                             �매매계약체결  

 



  한편 ance 는 Usance 기간의 여신을 

어음인수은행이 공여하  국내외국환 행(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

, Banker's Us

 며 은

) 또는 발행은행의 해외지점을 

rawee Bank(어음지급은행)로 하여 어음의 인수 및 어음대금의 

급을 어음인수은행이 담당토록 하는 형태로서 인수은행이 

 Discount Charge 등이 

시된 인수통지서(Acceptance Advice)를 첨부하여 보내온다.  

 

급보증인 신용장발행이 삭제되고, 확정지급보증인 

인수가 기재된다.  

 

s >  

D

지

발행은행 앞으로 만기일, 인수수수료 또는

명

  기한부수입어음이 인수되면 신용장 발행시에 처리된

미확정지

<Banker's U ance 흐름도

 

                            �Usance L/C 발행  

           �Discount Charge 선차기             �결제요청  

   �만기일에 대금지급                �어음인수 및 대금지급          



                                                 

   �Usance L/C 발행신청                                        �L/C 통지  

                                                 

     �Discount 이자징구                                  �Usance 어음  

                                          

 

              매입신청  

      �만기일에 대금결제                                �어음금액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의 목적은 수입화물이 국내항구에 

에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입신용장발행은행이 L/G 를 발행해 

여 는데

 급보증

물

 

  

                                                              지급  

  

                           �매매계약체결  

 

 

 

   (나) 수입물품선취보증(Acceptance for L/G)  

 

  

도착하였으나 원본서류가 외국환은행

인

주어 수입상으로 하 금 화물을 먼저 인도받도록 하  있다.  

  L/G 발행과 함께 신용장 발행시의 미확정지 인 

신용장발행은 삭제되고, 선박회사 앞 확정지급보증인 

수입 품선취보증이 기재된다.  

 

 

(2) 기타외화보증(Other Guarantees)  



  (가) 수입팩토링인수(Acceptances for Import Factoring)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의 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발생하는 

매출채 제공하는 

거래방 그 당사자는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입팩터로 구성되며 수출팩터는 수출상과 수출채권 

청에 따라 

입상의 신용상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수출팩터에게 

을 용  

팩터인 외국환은행은 신용승락시 

, 

도(Cre

rrency)  

도하는

정이다.  

 (다) 차관인수(Acceptances for Foreign Loans)  

수입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권을 팩토링회사가 인수하여 금융을 

식을 말한다. 

수

매입한도를 약정하고,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

수

신용승락  통보하게 되고 이 신 승락을 믿고 수출상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선적하며 수입팩터는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수입

미확정지급보증인 기타미확정외화보증을 기재하고, 선적서류 

인수시 기타미확정외화보증을 삭제하고 확정지급보증인 

수입팩토링인수를 기재한다.  

 

(나)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 dit Derivatives for 

Guarantees Sold in Foreign Cu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CLN(Credit 

Linked Note) 등의 외화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  경우 신용위험 매도은행이 우발채무를 

처리하는 계

 



 

  차관은 자금차관과 물자차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자금차관의 

경우에는 동 차관자금의 입금시에 미확정지급보증인 

과 차관외화보증을 삭제하고 확정지급보증인 

  수입팩토링인수,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차관인수 

이외의 외화지급보증을 처리하며, 수출관련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선수금 수령일, Stand-By 

L/C 및 기타보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 확정일에 

미확정지급보증인 기타미확정외화보증을 삭제하고 본 

계정으로 기재한다. 단, 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금(Bid 

Bond),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선수금 등을 위한 

지급보증 및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발행시 확정된 채무로 간주하여 본 계정으로 처리된다.  

 

나. 미확정외화지급보증(Non-Determinable 

Guarantees and Acceptances in Foreign 

Currency)  

 

 (1) 수입신용장 발행(Import L/C Outstanding)  

차관외화보증을 삭제하고 확정지급보증인 차관인수를 

기재하며, 물자차관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인수시,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행시에 미확정지급보증인 

수입신용장발행

차관인수를 기재한다.  

 

 (라) 기타외화지급보증(Others)  

 



 

  은행이 외화로 표시된 신용장 발행에 따라 부담하는 

발채무(Re-Open 시 1 차 발행은행의 우발채무도 포함)를 

  은행이 조건 또는 기한부출급조건의 수입신용장을 

 수입신용장발행계정에 기재하고, 추후 

적서류를 수령하거나(상환방식 일람출급조건), 수입어음을 

(송금방식 일람출급조건), 

인수하거나(기한부출급 ), 수입물품선취보증서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동 계정을 삭제한다.  

 재발행(Re-Open)한 경우에 1차 발행은행은 

차 발행은행으로부터인수 및 결제통보를  경우(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 차 발행은행은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는 확정지급보증 인수계정(기한부출급조건의

우

삭제한다.  

  여기에서 우발채무란 주채무자인 신용장발행의뢰인 즉 

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신용장발행은행이 대신 채무이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후, 신용장 

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입신용장 발행금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또는  수입이 루어지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있다.  

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일람출급

발행하면 난외

선

결제하거나

조건  

  또한 수입신용장을

2  받는  

 

 

경우)으로 기재하고, 미확정 발채무인 수입신용장발행을 

수입업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채무자인 

 

 

유효기일  

일부 이  

 



  보통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수출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출지에서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상품을 선적하고, 정당하게 

송중에 있을 수도 

 

었다 

 난외계정을 바로 삭제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 경과된 상태에  방치하게 되면 부외자산 

보유에 따른 BIS 자기자본 기준 계산시 불이익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유효기일로부터 30 일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내도하지 아니한 수입신용장에 대하여는 

개설의뢰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신청서 

접수일에, 개설의뢰인의 취소여부 또는 기일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 유효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최종영업일에 동 금액을 

삭제한다.   다만, 당해 신용장에 의한 선적이 확인된 경우 및 

기타 신용장 개설은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발행(Local L/C Outstanding in 

있으므로 비록 국내에서 유효기일이 경과되었다 

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운

있다.  

  그러므로 외국환은행은 단지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

하여

유효기일 서 장기간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화표시내국신용

Foreign  

     Currency)  

 



  내국신용장제도는 수출용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용 완제품의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운용을 위한 필수적인 

되  

어 시

당해어음을 

내국신용장의 개설대상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있

표시통

외화부기(원화로 하되 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3) 차관외화보증(Guarantees for Foreign Loans)  

 

  차관관계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기재한다.  

  단, 물자차관의 도입을 위하여 신용장을 별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 계정과 수입신용장발행을 동시에 기재한다.  

 

수단이 고 있다. 

  내국신용장 발행도 여신의 일종인 지급보증행위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어음교환실을 통하여 

내국신용장어음이 내도하거나 내국신용장 수혜자로부터 직접 

내국신용장 음의 지급제 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제시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해당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또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수 다.  

  동 내국신용장은 화에 따라 원화, 외화, 

원화표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로 나누는데, 본 계정은 외화표시와 

원화표시외화부기를 처리한다.  

 



(4) 기타미확정외화보증(Others)  

확정일 또는 보증종료일에 

 외화어음을 양도하면서 동 어음에 

서함에 따른 소구권(상환청구권)으로 인한 우발채무를 

국 유  

 매입하였다가 이를 타행 또는 일반에게 

인매각할 경우나, 다른 금융기관에 재매입을 의뢰(Renego시) 

기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우발채무로 

시하여야 한다.  

한편, 소구권이 없는 경우(Without Recou

 는다는 점에서 이를 난외  기재하지 않는다

실례로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 Forfaiting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즉 미래 만기채권을 소구권 면제(Without 

 

  수출관련 선수금 환급보증서, Stand-By L/C 및 기타보증서등을 

발행하였거나, 수입팩토링에서 신용승락을 하였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미확정우발채무를 표시하는 계정이다. 또한 

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제 2 차 지급보증(L/C 

Confirmation)으로 인한 우발채무도 동 계정에서 처리한다.  

수출선수금 환급보증은 수출선수금 수령일에, Stand-By L/C 및 

기타보증서는 보증채무

기타미확정외화보증이 삭제된다.  

 

다. 배서어음(Bills Endorsed)  

 

  본 계정은 외국환은행이

배

계상하는 계정이다.  

  예를 들면 내 수입 산스의 취급에 있어서 타행이 인수한 

은행인수어음을 할인

할

한 경우, 동 대금은 어음지급인으로부터 결제된 것이 아니

때문에 어음지급인이 동

표

  rse)는 리스크를 

부담하지않 계정으로 . 



Recourse) 조건으로 채권매입전문금융기관(Forfaiter)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라. 외화약정(Commitments in Foreign Currency)  

 

  동 계정은 일정한도를 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경우 그 한도를  계정이다. 동 계정은 차입자가 

약정한 한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Option Buyer 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은행은 차입자에 대한 Option 

Seller 로서 프레미엄인 인수수수료 등을 받게 되는 형식을 

취한다.  

계상하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계리되는 약정은 기간이 1 년 

, 은행의 의도로 취소할 수 없는 약정에 대해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외화대출약정(Commitments on Loans in Foreign  

     Currency)  

  동 내

외화대출

계정이다   

약정이나 1 나 의

약정

약정

  또한 약정관련 내용 중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거래처의 

신용악화시 약정의 취소가 가능하여 직접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약정에 대하여는 난외계정에 별도  

계정에

초과이고

 

계정은 고객과 일정한도 에서 장래에 발생할 

공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한도를 계상하는 

. 대출과 관련된 약정중 대표적인 것은 당좌대출 

 계약기간이 년 이내이거 , 거래처  신용악화시 

의 취소가 가능하여 직접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에 대해서는 난외계정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계정  의

약정

 

 (2) 

in  

     F e

 

  동 

역외

계상

itments on Acceptance for  

 계정은 회전발행조건 증권인 NIF(Note Issuance 

)를 인수 약정하였을 경우 동 인수약정한도를 계상하는 

  NIF

하나

판매

체결 ～ 6 개월 만기의 

기채권을 회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판매그룹을 

 매각하고도 미판매분이 발생한 경우 

에 

다. 따라서 차입자는 NIF 발행 약정금액 

에는 기간이 1년 초과이면서 은행  의도로 취소할 수 없는 

만 처리하여야 한다.  

  장기외화대출 약정후 미인출잔액 등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역외외화대출약정(Commitments on Off-shore Loans 

oreign Curr ncy)  

계정은 고객에게 일정한도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외화대출 공여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한도를 

하는 계정이다.  

 

(3) 외화증권인수약정(Comm

     Foreign Securities)  

 

  동 외화유가

Facility

계정이다.  

는 유로시장에서 이용되는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의 

로서 차입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인수단, 모집대리인, 

그룹과 각각 NIF에 관한 인수약정, 판매대행 관련 계약을 

하고 약정기간(통상 5 ～ 7 년)중 3

단

통해 일반투자가에게

당초의 인수약정액 범위내에서 인수은행이 자신의 약정비율

따라 인수하게 된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고  인  있

  동 

Facil  Facility), 

RUF(Transferable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등 다양한 

하다.  

 〈난외〉 외화증권인수약정 기재  

 - 매  

 

인수금액은 미확정상태이나, 향후 일반투자가에게 

인 실을 통지받은 시점에서 

우발채무 부담이 시작된다. 따라서 NIF 발행액중 미판매분 

 NIF 차입자는 매회 단기증권 발행시의 시장상황과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발 로 조달할 수 있는 

편의가 주어진다. 한편 인수은행은 발행액내에서 

미판매분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으로써 

차입자는 Option 을 행사할 수 있는 Option Buyer 와 같은 

있 , 금융기관은 수수수료 등을 얻을 수 는 이점이 있다.  

유가증권은 발행기관에 따라 RUF(Revolving Underwriting 

ity), SNIF(Short-term Note Issuance

T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기본구조는 대동소이

 

<NIF인수 관련 회계처리예시>  

 � 매회초 단기증권 발행한 경우  

    

 

회초 모집대리인이 NIF 단기증권을 발행대행하면서 이를 

인수은행에게 통지한 경우 인수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사실만을 통지받은 상태이며 미판매분 발생에 따른

매각하고 남는 미판매분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수의무가 부과되므로 발행사

발생액에 대한 해당은행의 인수약정 한도금액을 

“외화증권인수약정”에 계상한다.  

 -

 당초 발행계약 체결시에 설정한

행한도내에서 소요자금을 탄력적으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인수은행은 차입자에 대한 Option 

Seller 로서 프레미엄인 인수수수료 등을 지급받게 되는 

형식을 취한다.  

 

 � 미판매 잔량을 인수한 경우  

     (차) 외화증권    xxx                (대) 외화타점예치금     xxx  

                                                  (해외은행)  

단기증권을 일반에게 매각하고 미판매분이 발생하여 

인수은행의 자격으로서 당초 인수약정액 범위내에서 

자신의 인수비율 만큼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 “외화증권인수약정” 계정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 

난내 “외화증권” 계정에 차기한다.  

 

만기도래한 경우  

           

 

 인수은행이 인수한 단기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부 받

 

   유가증권이자       xxx  

  

    〈난외〉 외화증권인수약정 삭제  

 

 - 

    

 �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증권     xxx  

 (해외은행)  

 -

차입자로 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 은 경우 해당 

만기 도래분을 “외화증권” 계정에 대기한다.  

 

 �인수관련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익발생시)  

     (차)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 외화증권           xxx  

           (해외은행)                       



                                              유가증권매매익     xxx  

   

 - 인수은행으로서 상기의

 

 미판매잔량을 인수한 후 이를 만기 

이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과이자(이표채의 

, 

한다.  

한도를 계상하는 과목이다.  

(5)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Securities in Foreign Currency)  

 

  동 계정은 외화증권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시하는 계정으로, 정형화된 외화증권 매입부분은 난내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후 해당 시장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거래는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에 표시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결제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서 

일정일 이후에 유가증권 실물을 인수도하기로 한 경우 난외에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으로 표시토록 한다.  

 

경우에 한함)는 손익계산서상의 “유가증권이자” 계정에

매매손익은 “유가증권매매익(손)” 계정에 각각 계상

 

 (4) 역외외화증권인수약정(Commitments on Loans in Off-

shore Foreign Currency)  

 

  동 계정은 역외금융시장에서 외화증권 인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동 약정

 

(Commitments on Purchase of 



(6) 기타외화약정(Other Commitments in Foreign 

Currency)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외화약정 사항을 처리한다.  

 

 

Foreign Currency)  

 

정  

이다

칙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 

    Derivatives Purchased in Foreign Currency)  

 

 

마. 외화대손상각채권(Written-Offs Claims in Foreign 

Currency 또는 Receivable Charge-Offs in 

  동 계 은 금융기관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외화채권의 

잔액을 계상하는 과목 .  

  은행업회계처리준

주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대손상각채권의 잔액은 금융기관이 

상각처리한 회수불가능채권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외화채권 

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외화채권액이 된다.  

 

바.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Contracts on Credit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CLN(Credit Linked Note) 등의 파생상품거래에서, 기초자산의 

 증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리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는 경우(예 : 6 개월) 및 

절차 폐지결정 및 화의 취소결정 등으로 변제계획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무수익외화여신(부실외화채권)을 매각한 

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ack Option)을 포함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에 환매특약내용이 포함된 금액을 처리하는 

동 계정의 잔액은 환매특약을 맺어 매각한 

 중 환매되지 않은 대출의 매각가액을 표시하며, 

로 외화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야 하는 우발채무를 의미한다.  

4. 외화파생상품계정  

 

가. 외화파생상품의 개요  

채무불이행시 해당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을 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경우 신용위험 매입은행이 본 계정으로 

처리한다.  

사.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Loans Sold under 

Repurchase Agreements in Foreign Currency)  

  동 계정은 「 금융기관 부실자산

자

금융기관이 자산관리공사 등에 조건부환매특약내용(채무자가 

변제원

회사정리

의한 외화채권

환매)을 포함하여

경우와 국내외 기관투자

환매특약내용(Put B

매각한 경우

계정이다. 따라서 

외화대출채권

이는 정상적으

은행이 다시 환매하

 



 

에서의 외화파생상품은 그 의의 및 분류체계가 

」에서 정한 파생상품과 동일하나 평가시점의 

익이 원화가 아닌 외화로 나타나는 

다.  이러한 외화파생상품은 은행이 취급하는 

 속하는 것이므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 」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를 

 관련 자산 및 부채가 외화로 표시된다는 

다.  

을 외화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외화대차대조표에 

 부채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은행, 

 외환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 또한 자산 및 부채의 표시통화가 기말에 모두 

이유는 외화대차대조표가 미달러화로 

.  

품에 대한 처리지침 및 방법이 제시되지 

아 많은 은행들이 외화대차대조표에 파생상품 자산 및 

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를 「 외국환계정 

 해설책자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를 

구분과 동일하게 외화파생상품은 

또는 선도(Forwards), 스왑(Swaps), 

변수에 따라 통화관련, 이자율관련, 

으로 구분된다.  또한 회계처리방법에 

 매매목적의 거래(Trading)로 구분되는 

와 동일하다.  

  외화회계

「기업회계기준

공정가액과의 평가차

파생상품을 말한

다양한 파생상품에

기본적으로 

것이 없으며, 다만

점에서만 다르

  외화파생상품

파생상품 자산 및

외환당국 및 감독당국의

하는 것이다

미달러화로 환산되는 

일괄 작성되는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외화파생상

않

부채를 계상

회계처리기준 」및 본

계상하여야 한다.  

  일반 대차대조표에서의 

거래형태에 따라 선물(Futures) 

옵션(Options)으로 구분되며, 기초

주식관련, 신용관련 파생상품

따라 위험회피회계(Hedging) 및

것도 일반 파생상품의 경우



 

  외화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외화파생상품 계정과목은 아래와 

자산>  

 - 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 매입이자율옵션  

 ◦ 통화관련  

   - 매입통화옵션  

 ◦ 주식관련  

   - 주식선도  

   - 주식관련스왑  

   - 매입주식관련옵션  

 ◦ 신용관련  

   - 신용파생상품스왑  

   - 매입신용 옵션  

 기타파생상품자산  

 ◦ 이자율관련

도  

왑  

매도이자율옵션  

   - 매도통화옵션  

같다.  

<

 ◦ 이자율관련  

  

   - 

파생상품

 ◦

 

<부채>  

  

   - 이자율선

   - 이자율스

   - 

 ◦ 통화관련  



 ◦ 주식관련  

주식선도   -   

션  

 -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련

 외화대차대조표상의 외화파생상품도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 회계처리기준과 동일하게 

   - 주식관련스왑  

   - 매도주식관련옵

 ◦ 신용관련  

   - 신용파생상품스왑  

  

 ◦ 기타파생상품부채  

 

<난외계정>  

 ◦ 외화파생상품거래  

   -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 이자율관  파생상품매입  

   -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 기타 파생상품매입  

   - 기타 파생상품매도  

 

나. 외화파생상품의 계리방법  

 

(1) 계리원칙  

 

  본질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화파생상품자산 ․ 부채도 

계약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은행이 보유한 전체 외화파생상품 

계약의 평가자산․부채를 통화별로 상계하거나 거래종류별로 

액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의 

파생상품자산 또는 

의 계약에 대해 

에 

가한 결과가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외화파생상품자산으로 

계상되었다면 2 에 계상되었던 

자산을 먼저 제거한 후에 외화파생상품부채를 계상한다.  

0 고정금리 연 6%를 수취하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A 를 평가한 결과 

는 U$100 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2 년도에는 

U$15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1년 결산일)  

(차)이자율스왑(파생상품자산)    U$100  (대)평가이익(수익)    K

RW xxx  

                                                               (U$100)  

년 결산일)  

(차)평가손실(비용)  KRW 

xxx      (대)이자율스왑(파생상품자산)  U$100  

    (

상계하여 순

외화파생상품계약에 대해서는 하나의 외화

외화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하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되어서는 안된다.  즉 1 차년도

평

차년도 손실 발생시 1 차년도

 

<회계처리예시>  

U$10,0 0 에 대해 

연 Libor+50bp 를 

2××1 년도에

 (2××2

                 U$150)        이자율스왑(파생상품부채) U$50  

 

(2)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외화계정처리 예외  



 

  위와 같이 외화파생상품의 계상방법은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회계처리기준과 동일하나 통화관련 외화파생상품은 

외화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는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이 이종통화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손익을 하나의 통화로 

계상할

 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환포지션 관리 및 

화유동성 관리시 이종통화로 이루어진 난외계정의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파생상품계약을 기말환율로 평가함으로써 

지션관리 및 건전성감독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 의  

일 러화 도

에는 

래와 같이 기재됨  

<난외

◦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U$1,000,000 (U$)  

◦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U$980,734* (￥)  

  * 1,000,000×106.9(6개월 선도환율)/109.0(8.1일 현물환율)  

 

외

외화파생상품거래가 기말의 시장환율인 대미달러 환산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되어 원화대차대조표에 산입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통화관련파생상품의 자산 또는 부채인식은 

평가차익의 이중계상 문제를

난외계정 통화관련

포

외화대차대조표에 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난내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시>  

  2001년 8월 1  미달  1백만불을 6개월 선 환율 106.9

￥에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난외계정

아

계정>  

￥/U$ 현물환율 및 선물환율  



       

현물환율 선도환율 
일  자 

￥/U$ 만기 ￥  /U$

2001. 8. 9 1 109.0 6개월 106.

2001.12.31 109.5 1개월 109.1 

2002. 1.31 110     .0 

 

  환율이 와 같이 변동       

된다.  

품매입 U$1,000,000 (U$)  

◦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U$996,347*(￥)  

  * 1,000,000×109.1(1개월 선도환율)/109.5(12.31 현물환율)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는 U$15,613(U$996,347-U$980,733)만큼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정가액 평가차익인 

U$20,291(U$1,000,000×(109.1(12.31 1 개월 선도환율)-106.9(8.1 일 

약정환율))/109.5(현물환율))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파생상품계약의 가치변동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통화선도자산을 인식하게 되면 난내외를 통한 가치변동분이 

U$35,904(U$15,613+U$20,291)이 되어 외국환포지션 또는 

외화유동성비율 계산시 평가차익이 이중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통화관련 옵션프리미엄의 수수는 특정통화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수수한 통화가 외화일 경우 계약당시 

위 할경우난외계정은아래와같이변동하게

 

<난외계정>  

◦ 통화관련 파생상

  



외화로 계상하되 기말 환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손익은 

 난외계정 계상  

게 모든 

화파생상품계약 내용을 난외계정에 

외화대차대조표에는 옵션프레미엄을 제외한 

고 있으나 동 

외계정에는 모든 외화파생상품계약을 기재하여야 

상한다.  

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별 계약금액 표시방법

외화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3)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처리기준과 동일하

외

기재한다.  

통화관련 파생상품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

난

한다.  난외계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

 

  

 

        

구  분 통화관련 이자율관련 주식관련 

원화대 

외화기준

매도통화선도계정으로 

하여 한

매도이자율선도계정으로 

  

또는

매도주식관련선도계정으로 

 

  

외화 

으로 매입 또는 

쪽으로 관리 

매입 또는

하여 한쪽으로 관리 
  

매입 

하여 한쪽으로 관리
  

선  도 

외화대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계정으로 

하여 양쪽

    

외화 

으로 관리 

선  물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계정으로 

하여 한쪽으로 관리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계정으로 

하여 한쪽으로 관리 

상  동 

스  왑 상  동 매도이자율스왑계정으로 

하여 양쪽으로 관리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계정으로 

하여 한쪽으로 관리 

매입 및 매입 

옵  션 권리매매기준으로 매입 권리매매기준으로 매입 또는 권리매매기준으로 매입 또는



또는 

매도통 옵션계정으로 

구분하여 한쪽으로 관리 

구분하여 한쪽으로 관리 

으로 

구분하여 한쪽으로 관리 화

매도이자율옵션계정으로 매도주식관련옵션계정

 

(4) 거래소 선물거래  

 

  일반 파생상품기준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 

관리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를 위한 

  로 계상하고 일일정산차금은 

 

로 관리하는 

은  일일가격변동분을 매일매일 거래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으로 과대해지는 회계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  

장부가액은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되 

>  

)외화미수금      xxx      (대)정산이익    xxx  

� 결산일  

   (차)정산이익        xxx      (대)거래이익    xxx  

손익은 일일정산차금으로 

예탁금 등은 외화기타예치금으

별도계정으로 관리후 전․환매시, 만기시, 결산일에 거래건별로

손익으로 대체한다. 일일정산차금을 별도계정으

것

손익이 비정상적

위함이다

  선물거래의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경우는 개별법도 가능하다.  

 

<회계처리예시

� 일일정산, 이익발생한 경우  

   (차

   

� 익일 일일정산 결제시  

   (차)외화기타예치금  xxx      (대)외화미수금  xxx  

 

 



� 결산일 이전에 전․환매 또는 만기일 도래시  

   (차)정산이익        xxx      (대)거래이익    xxx  

회계처리방법  

련  

 

말하며 회계처리방법은 파생상품 회계처리기준과 

 

.  

 이익발생  

도(파생상품자산)     xxx     (대)평가이익         xx

(대)이자율선도(파생상품부채)     xx

 (대)이자율선도(파생상품자산)     xx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이자율선도(파생상품부채)     xxx      (대)거래이익         xx
x  

 

(5) 계정과목별 

 

(가) 이자율관

  기초변수가 이자율이며 거래손익이 외화로 수수되는

파생상품을 

동일하나 공정가액 평가로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외화로

계상된다

 

� 이자율선도  

  (평가)  

 ㉮

    (차)이자율선

x  

 ㉯ 손실발생  

    (차)평가손실         xxx      

x  

  (만기)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차)거래손실         xxx     

x  

       (또는 거래이익 축소)  

 ㉯

    (차



                                               (또는 거래손실 축소)  

 

� 이자율스왑  

 (평가)  

 ㉮ 이익발생  

  (차)이자율스왑(파생상품자산)     xxx      (대)평가이익         xx

실         xxx       (대)이자율스왑(파생상품부채)    xx

만기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손실 xxx      (대)이자율스왑(파생상품자산)     xx

)이자율스왑(파생상품부채)    xxx      (대)거래이익          xx

또는 거래손실 축소)  

 ㉮ 수취시  

차)외화타점예치금        xxx        (대)매도이자율옵션       xxx  

  

율옵션        xxx        (대)외화타점예치금       xxx  

  

x  

 ㉯ 손실발생  

    (차)평가손

x  

  ( )

    (차          
x  
       (또는 거래이익 축소)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차
x  
                                              (

 

 

� 이자율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

 ㉯ 지급시

    (차)매입이자



  (평가)  

 ㉮ 이익발생  

    (차)매입이자율옵션        xxx        (대)평가이익             xxx  

      (또는 매도이자율옵션)  

        (대)매도이자율옵션       xxx  

입이자율옵션)  

    (차)매도이자율옵션        xxx         (대)거래이익            xxx  

                           (또는 거래손실 축소)  

 있는 경우  

율옵션      xxx  

변수가 각 통화간 환율인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말하는데 외화회계에서는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나머지 

차)외화타점예치금        xxx          (대)매도통화옵션      xxx  

   

㉯ 손실발생  

    (차)평가손실              xxx

                                          (또는 매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 매입옵션이

    (차)거래손실              xxx         (대)매입이자

      (또는 거래이익 축소)  

 

(나) 통화관련  

  기초

통화옵션

통화옵션의 프리미엄만 외화자산

상품은 외화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통화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 수취시  

    (



 ㉯ 지급시  

    (차)매입통화옵션          xxx          (대)외화타점예치금     xxx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xxx          (대)거래이익           xxx  

                                            (또는 거래손실 축소)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차)거래손실              xxx          (대)매입통화옵션       xxx  

또는 거래이익 축소)  

지수이며 거래손익이 외화로 

선도, 주가지수선물, 주식스왑, 주가지수옵션 

이익          xxx  

차 평가손실 )주식선도(파생상품부채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xxx         (대)주식선도(파생상품자산)   xxx  

      (또는 거래이익 축소)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xxx  

  

� 주식관련스왑  

  (전․환매시, 행사시, 만기)  

 ㉮

    (차)매도통화옵션

    (

      (

 

(다) 주식관련  

  기초변수가 주식 또는 주가

나타나는 주식

등을 말하며 회계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주식선도  

  (평가)  

 ㉮ 이익발생  

    (차)주식선도(파생상품자산)    xxx       (대)평가

 ㉯ 손실발생  

    ( )           xxx         (대 )   xxx  

  (만기)  

 ㉮

    (차)거래손실

    (차)주식선도(파생상품부채)      xxx     (대)거래이익          

                                            (또는 거래손실축소)  



  (평가)  

 ㉮ 이익발생  

    (차)주식관련스왑(파생상품자산) 

          xxx  

생  

         xxx    (대)주식관련스왑(파생상품부채)    x

기)  

익이 있는 경우  

      (또는 거래이익 축소)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차)주식관련스왑(파생상품부채)  xxx     (대)거래이익           x

                                       (또는 거래손실 축소)  

� 주식관련옵션  

  (옵션프리미엄수수)  

  

관련옵션     xx

  

      xxx         (대)외화타점예치금       xx

 이익발생  

  (차)매입주식관련옵션      xxx         (대)평가이익             xxx  

xxx      (대)평가이익

 ㉯ 손실발

    (차)평가손실

xx  

  (만

 ㉮ 누적평가이

    (차)거래손실         xxx     (대)주식관련스왑(파생상품자산)    x
xx  

xx  
       

 ㉮ 수취시

    (차)외화타점예치금        xxx         (대)매도주식

x

 ㉯ 지급시  

    (차)매입주식관련옵션

x  

  (평가)  

 ㉮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  

차)평가손실            xxx           (대)매도주식관련옵션     xxx  

                           (또는 매입주식관련옵션)  

사시, 만기)  

x         (대)거래이익             xxx  

                   (또는 거래손실 축소)  

션     xxx  

    (또는 거래이익 축소)  

 

 Linked Note 등을 

건에 따른 지급이 채무불이행시 

 

처리한다.  

 신용관련스왑  

발생  

차)신용관련스왑(파생상품자산)   xxx     (대)평가이익         x

 ㉯ 손실발생  

    (차)평가손실        xxx    (대)신용관련스왑(파생상품부채)     x

xx  

 ㉯ 손실발생  

    (

                

 (전․환매시, 행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차)매도주식관련옵션      xx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차)거래손실              xxx         (대)매입주식관련옵

  

 

(라) 신용관련  

  신용도(Credit Rating)를 기초변수로 하는 외화파생상품으로

Credit Default Swap, Total Return Swap, Credit

말한다.  한편 해당 계약조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화신용파생상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종의 지급보증으로 회계

 

�

 (평가)  

 ㉮ 이익

    (

xx  



 (만기)  

 ㉮ 누적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차)거래손실        xxx     (대)신용관련스왑(파생상품자산)     x

    (차 이익           x

              

 

� 신용관

(옵션프리미엄수수)  

)외화타점예치금      xxx       (대)매도신용관련옵션         xx

x  

타점예치금           xx

  

 ㉮ 이익발생  

            xxx  

      (또는 매도신용관련옵션)  

 ㉯ 손실발생  

    (차)평가손실            xxx        (대)매도신용관련옵션        xxx  

                                 (또는 매입신용관련옵션)  

  (행사

xx  
      (또는 거래이익 축소)  

 ㉯ 누적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신용관련스왑(파생상품부채)    xxx   (대)거래
xx  

                                (또는 거래손실 축소)  

련옵션  

  

 ㉮ 수취시  

    (차

 

 ㉯ 지급시  

    (차)매입신용관련옵션    xxx       (대)외화

x  

  (평가)

    (차)매입신용관련옵션    xxx        (대)평가이익    

        

 

시, 만기)  



 ㉮ 매도옵션이 있는 경우  

    (차)매도신용관련옵션    xxx        (대)거래이익                xxx  

                                      (또는 거래손실 축소)  

      (또는 거래이익 축소)  

(6) 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따른 지급이 채무불이행시 이루어지는 

    

계약금액

수수료 

신용위험매입은행은 계약금액을 난외계정의 

「 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 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지급액은 

계약기간동안 배분하여 보정처리 .  

시>  

wap  

하고 있으며 

을 체결함  

   - 유가증권(reference asset)의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시 

B 은행이 A 은행 앞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 유가증권을 인도 받기로 하고 A 은행은 

B은행에게 수수료 U$100을 지급함  

 

은행]  

  

 ㉯ 매입옵션이 있는 경우  

    (차)거래손실            xxx        (대)매입신용관련옵션        xxx  

 

 

(가) 해당계약조건에 

경우  

  지급보증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며 신용위험매도은행은 

을 난외계정의 「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로 처리하고 

수입액은 계약기간동안 배분하여 보정처리한다. 

한다

 

<회계처리예

� Credit Default S

   A은행은 액면금액 U$10,000의 유가증권을 보유

B은행과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계약

     [B



     (계약체결시)  

     (차)외화타점예치금    U$100         (대)수입보증료*   KRW  xx

x  

                                                              (U$1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기재  

 결산일에 보정처리 함  

유가증권의 무불이행 발생시)  

차)외화증권         U$10,000    (대)외화타점예치금     U$10,0

00  

난외계정 「 품 」삭제  

     [A은행]  

     (계약체결시)  

점예치금    U$1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기재  

 함  

     (유가증권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U$10,0

00  

파생상품보증매입」삭제  

� Total Retu   

   A은행은 액면금액 U$10,000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은행과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동안

     (  채

      (

       외화신용파생상 보증매도

 

     (차)지급보증료*   KRW  xxx    (대)외화타

                               (U$100)  

  

       *계약기간동안 결산일에 보정처리

 

      (차)외화타점예치금     U$10,000     (대)외화증권

       난외계정 「외화신용

 

rn Swap



   -A은행은 유가증권(reference asset)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Libor+ 

50bp)를 B 은행에 지급하고 B 은행  고정금리 5%를 

A은행에 지급하며 동 유가증권의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시 

은

B은행이 A은행 앞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증권을 인도 받기로 함  

     (계 결시)  

   (이자교환시, Libor 5.5%가정)  

보증료   KRW 

                                              (U$100)  

     *계약기간동안 결산일에 보정처리 함  

행 발생시)  

     (계약체결시)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기재  

 

     (이자교환시, Libor 5.5%가정)  

동 유

 

     [B은행]  

약체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기재  

  

      (차)외화타점예치금   U$100*         (대)수입

xxx  

              

       *U$10,000×[(5.5%+0.5%)-5%)]=U$100  

  

 

     (유가증권의 채무불이

     (차)외화증권         U$10,000      (대)외화타점예치금    U$10,0

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삭제  

 

     [A은행]  



      (차)지급보증료      KRW 

+0.5%)-5

타점예치금       U$10,000    (대)외화증권      U$10,00

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삭제  

 

� Credit Linked Note  

   A은행은 D회사 발행 액면금액 U$10,000의 유가증권과 연계하여 

B은행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Credit Linked Note U$10,000를 

발행하였다.  

   - 유가증권(reference asset)의 채무불이행 상황 발생시 

B 은행이 A 은행보유 D 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액면금액에 인수하여 Credit Linked Note를 상환 받음  

 

     [B은행]  

     (CLN인수시)  

     (차)외화증권         U$10,000      (대)외화타점예치금    U$10,0

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기재  

 

     (D회사 발행 유가증권 채무불이행 발생시)  

xxx       (대)외화타점예치금   U$100*  

                           (U$100)  

       *U$10,000×[(5.5% %)]=U$100  

       *계약기간동안 결산일에 보정처리 함  

 

     (유가증권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차)외화



     (차)외화증권(D회사)  U$10,000      (대)외화증권(CLN)    U$1

0,0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삭제  

 

     [A은행]  

     (CLN발행시)  

     (차)외화타점예치금    U$10,000    (대)외화발행금융채권   U$

10,0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기재  

 

     (D회사 발행 유가증권 채무불이행 발생시)  

     (차)외화발행금융채권   U$10,000   (대)유가증권(D회사)    U

$10,000  

       난외계정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삭제  

(나) 해당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신용도 등 기초변수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며 신용위험매도은행은 계약금액을 

난외계정의 기타파생상품매도-신용파생상품매도로 처리하고 

신용위험매입은행은 계약금액을 난외계정의 

기타파생상품매입-신용파생상품매입으로 처리하며 

수수료수입액 및 지급액은 각각 파생상품부채 및 

파생상품자산으로 계상한 후 공정가액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