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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과

1. 학과현황

1.1 연혁

1.2 교수진

연도 주요 연혁 비고

1977.12 회계학과(주간) 개설 (정원100명)

1980.3 회계학과(야간) 제1회 입학 정원 40명

1999.3 회계학과 →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전공40명) 명칭변경

2005.3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 회계학과 명칭변경

2009.2 주간 2,340명, 야간 824명

2015.2 주/야간 통합 (주간3,749명)

이름 생년
출신교 최종

학위명
전공분야 주요담당과목

학사 석사 박사
김영태
(명예교수)

1955 한남대 연세대 아주대 박사 재무회계 회계원리, 국제회계, 재무제표분석

김진호 1958 연세대 연세대 연세대 박사
회계정보

시스템
중급회계Ⅰ/Ⅱ

나원호

(명예교수)
1949 성균관대 서울대 인하대 박사 재무회계 회계원리

심석무
(명예교수)

1950 전북대 전북대 전북대 박사 세무회계 실용세무

정홍진

(명예교수)
1953 중앙대 서울대 중앙대 박사 관리회계 회계원리

이장순 1966 서강대 서울대 고려대 박사 회계감사
세무회계, 세무관리,

세법개론Ⅰ/Ⅱ
이용석 1978 한양대 한양대 한양대 박사 재무회계 회계원리, 고급회계
선은정 1980 성균관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박사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영리회계, 원가회계

조상민 1972 서강대
서강대

/충남대
한양대 박사 재무회계 회계감사, 중급회계Ⅰ/Ⅱ

추재연 1986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박사 재무회계 회계원리, 관리회계

윤용석 1986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박사
재무회계,
회계감사

회계원리, 중급회계

김지혜 1980 서강대 고려대 고려대 박사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세법개론Ⅰ

이민영 1982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박사 관리회계 고급회계, 중급회계Ⅲ, 회계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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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시설 및 설비

명칭(유형) 호실 주요설비현황 개수 기타

회계실습실 50501
LCD프로젝터 1

PC 1

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대학목적 ․ 교육목표 체계

2.2 교육과정 편제

2.3 학부(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
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
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
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
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회계전문가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의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학과(전공)
교육목표

기업경영에 있어 세무의사 결
정능력 함양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회계인
양성

자본시장개방화에 진취적인
회계인 양성

한남대학교
교 육 목 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교육목표 전공교과목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
덕적 지성인 양성 회계전문가로 사

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
의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경영에 있어 세무의사
결정능력 함양

회계원리 Ⅰ․Ⅱ, 중급회계Ⅰ․Ⅱ․Ⅲ,
세무회계, 세법개론Ⅰ․Ⅱ, 세무관리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적 전문인 양성

창의적인사고와 실용적인지
식을갖춘전문회계인양성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고급
회계, 전산회계Ⅰ․Ⅱ

국가와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하는지도자양성

자본시장의 개방화에 진취적
인 회계인 양성

국제회계, 회계원강Ⅰ․Ⅱ․Ⅲ․Ⅳ,
회계실무, 비영리회계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필수 선택필수 계열기초 계 부전공 교직

경상대학 회계학과 15 51 66 22 7 9 38 (21) 폐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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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계학과 교육과정 편성표

학

년

학

기

전공기초 전공일반

전공필수

(다전공필수:◯필)
학강실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1
1

19148 회계원리 ◯필○코

10270 경제학개론 ◯필
3-3-0

3-3-0

2 10239 경영학원론 ◯필 3-3-0 24052 회계원리심화 ○코 3-3-0

2

1 13381 중급회계Ⅰ ○코 3-3-0

19495 회계원강Ⅰ

13031 재무관리

11415 민법

22600 전산회계Ⅰ

22603 세법개론Ⅰ ○코

3-3-0

3-3-0

3-3-0

3-3-0

3-3-0

2
12627 원가회계

13382 중급회계Ⅱ ○코

3-3-0

3-3-0

22605 세법개론Ⅱ

19496 회계원강Ⅱ

14185 회사법

22602 회계학연습Ⅰ

22607 전산회계Ⅱ

3-3-0

3-3-0

3-3-0

3-3-0

3-3-0

3

1 12000 세무회계 3-3-0

24610 중급회계Ⅲ ○코

10480 관리회계 ○코

14139 회계감사

19497 회계원강Ⅲ

15224 인적자원관리

3-3-0

3-3-0

3-3-0

3-3-0

3-3-0

2

11999 세무관리

14169 회계정보시스템

11205 마케팅관리

13039 재정학

14855 재무제표분석

19498 회계원강Ⅳ

3-3-0

3-3-0

3-3-0

3-3-0

3-3-0

3-3-0

4

1

10340 고급회계

22608 창업과회계

11653 비영리회계

24613 회계실무캡스톤디

자인

3-3-0

3-3-0

3-3-0

3-3-0

2

24614 국제회계실무

24615 창업과세무

23623 회계캡스톤디자인

22606 회계학연습Ⅱ

3-3-0

3-3-0

3-3-0

3-3-0

학점계 학점(9) - 강의(9) - 실험(0) 학점(15) - 강의(15) - 실험(0) 학점(87) - 강의(87) - 실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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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24052  회계원리심화                  3-3-0

Accounting Principles Ⅱ

회계학개론에서 배운 회계기초개념 및 순환과정 원리

의 토대 위에 회계정보의 주요내용인 자산, 부채 및 자

본과 수익 및 비용들의 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를 체계적

으로 습득시킨 후 현금흐름표 작성원리, 연결재무제표

의 기본원리 및 재무제표분석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한

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중급회계, 원가회계 및 세

무회계는 물론이고, 고급회계 영역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과목은 다른 회계학과목을 수강하기 전 선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

13381  중급회계Ⅰ              3-3-0

Intermediate AccountingⅠ

회계원리Ⅱ에 이은 과목으로 회계학과의 전공과목들

을 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문으로 재무회계 분

야에서의 기본지식 및 실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의 환경과 회계

기준, 재무회계의 개념구조, 기본적인 회계절차와 재무

제표의 작성요령, 이자의 회계처리, 투자자산에 대한 회

계처리, 유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이연자산

에 대한 회계처리문제를 주로 다룬다.

12000  세무회계      3-3-0

Tax Accounting

세무회계 중 실질적인 세무회계(협의의 세무회계)로

서 기업과 관련된 법인세 회계, 부가가치세회계를 이해

한다. 또한 개별세목에 대한 세액계산의 방법 및 절차

와 세무조정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무에 관한

실무적용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한다. 특히 법인세

회계는 세무조정 능력을 고양시키고, 법인세실무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간접세 분야에

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이것을 부가

가치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의 기초를 다룬다.

12627  원가회계      3-3-0

Cost Accounting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업체에 있어서 제조원가를 계산

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원가계산은 재무제표를 작성하

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가를 관리

하는 준비단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단계 및 각종 경

영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는 원가정보를

작성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산의 목적과 계산절차

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로 원가

를 계산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절차를 배운다. 물론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며, 그 밖의 논리적 사고훈련을

실시한다.

10340  고급회계        3-3-0

Advanced Accounting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문과 실무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안과 중급회계수준에서 다루

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단순한 개념이 아닌 특징과 응

용방법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되

어 연결 재무제표의 공시와 외부감사가 의무화됨에 따

라 우리나라 연결회계제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았고,

증권거래법의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 보호조항이 완화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매수 및 합병”이 본격화되

어 있어 연결회계로 구성되는 기업결합회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9495  회계원강Ⅰ          3-3-0

Accounting in EnglishⅠ

기초적인 회계지식을 영문서적을 통해 이론과 실습으

로 재습득하여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

문 회계인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다. 회계원강 원서의

독해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회계학 제분야에 관한 이

해력을 향상시키고, 최근 이론의 발전 및 해외실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13031  재무관리            3-3-0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는 기업에서 자금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계획

하고 조정, 통제하는 관리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기

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자금의 효율

적 활용은 재무관리의 주요 관리 분야이다. 따라서 재

무관리 수업의 목적은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

양한 재무의사결정 이론을 이해시키고 이를 기업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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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재무관리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흐름의 측정과 자본구조이론, 장단기

자본조달, 배당정책, 운전자본관리, 재무 분석과 레버리

지분석, 재무계획, 파생금융상품, 기업의 인수․합병 등

이 있다.

11415  민법      3-3-0

Civil Law

법의 의의와 법원의 기본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를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리

의 종류, 권리의 보호,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

을 다룬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의 대리

등 권리의 변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13382  중급회계Ⅱ       3-3-0

Intermediate Accounting Ⅱ

중급회계Ⅰ에 이은 과목으로 회계학과의 전공과목들

의 심화과정으로 재무회계 분야에서의 기본지식 및 실

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채, 자본(소유주지분), 전환증권, 주당이익

등에 대한 회계처리문제를 주로 다룬다. 재무회계의 환

경과 회계기준, 재무회계의 개념구조, 기본적인 회계절

차와 재무제표의 작성요령, 이자의 회계처리, 투자자산

에 대한 회계처리, 유·무형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이연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제를 주로 다룬다.

19496  회계원강Ⅱ       3-3-0

Accounting in EnglishⅡ

회계원리Ⅱ에서 배운 기초적인 회계지식을 영문서적을

통해 재습득하여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

문 회계인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다. 강의는 Accounting

Priniciples, Financial Accounting-information for decisions,

Introductory Financial Accounting 등의 교재를 중십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교육한다. 특히 영문

재무제표의 작성에 중점을 두어 외국 기업들의 재무정보

에 대한 이해력 및 분석력을 제고한다. 본 강의에서 주로

다루는 학습 내용은 실습 및 Accounting for Asset,

Liabilities, Stockholders' Equity, Revenues, Expenses,

Incom 와 Financial Reporting Issues 및 Measuring Cash

Flows 와 Income Taxes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Special

Topics 등이다.

10480  관리회계             3-3-0

Management Accounting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입장이 아니라. 회계정보를 경영

의사결정과 업적평가에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

서 과목이 개설되었다.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 등 재무

회계의 기초과목을 이수한 다음, 경영관리목적으로 회

계정보를 재작성 또는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한

다.

14139  회계감사               3-3-0

Auditing

대학에서 가르치는 회계학과목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과목들이다. 그러나 정보제공의 유용

성이 보장되려면 사후 점검절차가 필요하다. 즉, 제공된

정보가 믿을 수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공된 정보의 비판적 평가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는 그 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

로 감사기법, 감사기술 및 감사절차를 이해시킨 다음,

통계기법과 EDP기법을 응용함으로써 실무상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마지막 점검을 하도

록 한다. 그리고 또한 이 과목은 공인회계사시험의 2차

시험 필수과목이고,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가 회계감사

업무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다.

19497  회계원강Ⅲ         3-3-0

Accounting in EnglishⅢ

중급회계에서 배운 재무회계에 관한 체계화 된 회계

지식을 영문서적을 통해 재습득하여 국제화시대에 자본

시장의 자유화에 대비 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문

회계인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다. 강의는 Intermediate

Accounting을 교재로 사용하여 계정과목별 회계처리방

법을 영문으로 학습하여 이론과 실습으로 선진국의 새

로운 회계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무

정보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해 연구한다. 본 강의에서 주

로 다루는 학습내용은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Accounting Process,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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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Valuation, and Financial Instruments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처리방법과 회계정보의 활

용방법 등이다.

14169  회계정보시스템       3-3-0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컴퓨터시스템은 조직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

관리자의 의사결정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 점에

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이용자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의사결정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직의 경영의사

결정에 적합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념과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중역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학습한다.

11205  마케팅관리             3-3-0

Marketing Management

현대 마케팅의 기본적 이론과 실제를 숙지시킨다. 주

요내용으로는 기본적 마케팅개념, 마케팅관리과정, 마케

팅환경, 소비자 행동, 마케팅조사 및 마케팅 정보시스

템, 마케팅믹스(제품, 가격, 유통경로, 촉진)등이 있다.

13039  재정학        3-3-0

Public Finance

오늘날 혼합경제체제하에서 공공부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은 계속 증대되

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재정학의 연구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정부재정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제도적인 틀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수성 및 그 과제에 대해

연구하며 본 강의를 통해 공공경제학과 공공선택학 등

재정학의 인접과목에 대한 이해도 돕는다. 이 강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내용은 재정의 주요기능, 공공경비

의 결정과 팽창이론, 예산론, 비용-편익분석, 공공선택

이론,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이

론 등이다.

14855  재무제표분석             3-3-0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최적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의 기업의 경영내

용, 재무적 건전도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 교육하고

학습한다.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경영평가방법, 현금흐

름분석, 미래경영성과의 예측을 위한 양적 및 질적 경

영분석, 재무예측과 끝으로 신용분석, 증권분석, 기업인

수, 합병시의 재무 분석 등의 재무제표분석의 응용에

관한 것이다.

19498  회계원강Ⅳ                     3-3-0

Accounting in English Ⅳ

회계원강Ⅰ․Ⅱ․Ⅲ에서 익히고 배운 회계원강에 관

한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회계이론

및 실무를 다루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고 토론하

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즉,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Accounting Process, Financial

Statements, Inventory Valuation 등에 관련된 여러 가

지 외국 서적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고 요약 발

표하는 훈련을 시켜 영문회계지식을 심화시킨다.

15224  인적자원관리            3-3-0

Human Resource Management

경영의 요소 중 사람은 중요한 요소이다. 재무, 생산,

판매관리에 있어 인적자원관리 없이 실효적인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전통적인 인사관리의 사무적인 종업원

관리보다 장기적, 다면적, 종합적 관점에서 활용중심에

서 개발중심의 종업원 관리를 해야 할 학문이다.

24614 국제회계실무        3-3-0

International Accounting Practice

국제회계에서는 해외기업활동과 관련한 회계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학습한다. 세계화시대의

WTO경제체계하에서 개방화의 물결 속에 기업들은 해

외로 진출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성과를 통해 평가받

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존속과 성장이 결정된다. 세

계화, 개방화 시대에 해외기업활동을 회계측면에서 분

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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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의 회계처리, 외화환산 회계

처리, 국제회계기준의 실무적 적용, 국제회계기준, 해외

거래의 회계처리 주요 실무를 다룬다.

11999  세무관리         3-3-0

Tax Management

세법 및 세무회계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키는 교과목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

속세를 중심으로 한 세법의 적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무사례를 반복 연습한다. 특히 법인세회계

와 사업소득세회계분야에서 재무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세무실무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

한다. 또한 소득세의 일부분야, 부가가치세 및 상속세분

야에서는 각 세법의 논리를 세무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과 그 적용사례를 다룬다.

11653  비영리회계              3-3-0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

복식부기의 원리를 비영리조직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

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부기관 및 대학 그리고 병

원 등 비영리조직회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을 목적

으로 한다. 지식을 어느 정도 터득한 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비영리조직회계의 특수성을 익

힌 다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도모한다. 대학 및 학과에

서 가르치는 회계학과목의 거의 모두가(재무회계, 관리

회계 및 세무회계) 영리회계의 과목들인 반면, 비영리

회계분야는 정부회계, 대학회계, 병원회계는 물론 많은

비영리기관들의 회계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2600  전산회계Ⅰ                 3-3-0

Accounting for Electronic Data ProcessⅠ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다. 본 강좌는 이러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각각의 필요한 정보를 기존 Software

를 이용하여 활용함으로서 기존에 습득한 회계지식을

활용하고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본지식과 Software에

관한 운영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22602  회계학연습Ⅰ                3-3-0

Accounting PracticeⅠ

현대회계학의 기초적 이론과 체계를 이해하고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의 현대 회계이론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회계학의 원리에 관

한 이해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학이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추론

의 과정과 수미일관된 논리체계의 학문이라는 점을 인

식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이론이 완전한 이론으로

성숙되기까지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22603  세법개론Ⅰ         3-3-0

Introduction of Tax LawⅠ

세법의 내용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제반 경제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접근이 쉽

지 않다. 그러므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하게 하고 세법에 관한 전

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세법에 관한 기초적

인 이론의 정립과 국세 및 지방세의 각 개별세법에 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세법에 대한 실무적용 능

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특히 세무회계에서 상세히 다루

지 못한 소득세 회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회계

의 법 이론과 실무적용기법의 기초를 다룬다.

22605  세법개론Ⅱ                      3-3-0

Introduction of Tax LawⅡ

세법의 내용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제반 경제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접근이 쉽

지 않다. 그러므로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하게 하고 세법에 관한 전

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세법에 관한 기초적

인 이론의 정립과 국세 및 지방세의 각 개별세법에 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세법에 대한 실무적용 능

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특히 세무회계에서 상세히 다루

지 못한 소득세 회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회계

의 법 이론과 실무적용기법의 기초를 다룬다. (세법개

론Ⅰ의 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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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6  회계학연습Ⅱ                3-3-0

Accounting PracticeⅡ

현대회계학의 기초적 이론과 체계를 이해하고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의 현대 회계이론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회계학의 원리에 관

한 이해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학이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추론

의 과정과 수미일관된 논리체계의 학문이라는 점을 인

식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이론이 완전한 이론으로

성숙되기까지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회계학연습Ⅰ의 심화과정)

22607  전산회계Ⅱ         3-3-0

Accounting for Electronic Data ProcessⅡ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다. 본 강좌는 이러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을 습득하고, 각각의 필요한 정보를 기존 Software

를 이용하여 활용함으로서 기존에 습득한 회계지식을

활용하고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본지식과 Software에

관한 운영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전산회계Ⅰ의 심화과

정)

22608  창업과회계                  3-3-0

Starting a Business and Accounting

회계학의 전반적인 패러다임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회

계학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회계측정, 배분, 평가에 관한 제이론들을 살펴보며, 앞

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금융업, 보험업, 농

업, 광업, 수산업 등 업종별로 특수한 회계문제를 연구

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기업법, 세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본 강좌는 주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 재무

정보의 공시, 가격결정과 원가계산 방법, 즉시생산방식

과 활동회계기준에 따른 회계문제, 세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감

사 등을 다룬다.

23623 회계캡스톤디자인                 3-3-0

Capstone Design in Accounting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분석과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 분석대상 기업의

산업과 경영전략 등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기업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른다. 가치평가의 최종목표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치분석에서 전통적 가치평

가방법인 DDM과 DCF 기법을 소개하고, RIM기업을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

24615 창업과세무                      3-3-0

Starting a business and Tax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내용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의 차이 내용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창업

시 관련 세무업무, 원천징수 업무, 부가가치세 관련 업

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룬다.

24613 회계실무캡스톤디자인            3-3-0

Capston Design in Accounting Practice

실제 기업의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수행하는 업

무를 이해하고 연습한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재무제표 작성 연습을 실제로 해본다.

재무제표 작성 실무업무 프로세스, 산업과 기업을 선정

하여 재무제표 작성, 전산회계의 실무적용, 회계순환과

정의 실무적용을 다룬다.

14185 회사법                  3-3-0

Corporation LAW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에 따른 회사제도에 관한 법

을 학습하여 법률규정과 중요 판례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종류와 설립, 회사 내외부

관계에 관한 법률,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다룬다.

24610 중급회계Ⅲ                 3-3-0

Intermediate Accounting Ⅲ

중급회계Ⅱ에 이은 과목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수 회계 분야인 종업원급여, 리스, 법인세회계 및 회

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