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1. 학과소개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 310관 401호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나. 연락처 : caugs38@cau.ac.kr

(2) 학과소개

  회계학과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회계학을 연구하고 발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분야별 전공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로 나누어진다. 학문의 성격상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행동과학 등의 연구방법론을 응용하

여 학제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경

영전문화 또는 다국적 기업경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회계의 

역할을 특히 중요시 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회계혁

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 부응하여 회계정보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대학원 회계학 전공에서는 세부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3) 교육목표

가. 석사과정은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실무와 직접 연관된 

사례연구 및 회계전략을 연구하여 능력 있는 전문 회계

인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나.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서 학습한 회계학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정보의 역할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궁극적으

로 대학교수나 연구원을 목표로 필요한 기초이론 및 연

구방법론 등의 지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 세부전공

  회계학 (Accounting)

(5) 교수진

교수명 직위 최종출신교 학위명 연구분야
전화번호

(연구실)

나  영 교수 Rutgers 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회계 5161

김창수 교수
Florida International Univ. 

(The State Univ. of Florida)
경영학박사 회계정보론, 재무회계 6388

황인태 교수 뉴욕 주립대학(SUNY - Buffalo) 경영학박사 재무회계 5571

전영순 교수 Georgia 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회계 5572

홍철규 교수 런던정경대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경영학박사 관리회계 5575

최국현 교수 Goerge Washington 대학교 회계학박사 재무회계, 회계감사 5577

박재환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세무회계, 회계감사 5295

정도진 부교수 University of Kentucky 경영학박사 재무회계 5556

강선민 부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회계 5541

양대천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관리회계, 행동회계 5459

모경원 조교수 KAIST 경영학박사 재무회계 5533



2. 학과내규

(1)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 대상

   ․석사과정(15학점) : 중급재무회계Ⅰ(재무회계), 중급재무

회계Ⅱ(중급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세법)

  회계학과 이외의 타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칙에 의거하여 학과장이 결정하여 교과과정표

상에 명시한 전공별 학과 선수과목 또는 이와 동등한 과목 

15학점(5개과목 중 필수 1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계학과 이외의 타전공 분야 졸업자로서 CPA(회계사) 또

는 CTA(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건을 갖출 경우 학과장

의 승인 하에 선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박사과정(9학점) : 통계학, 연구방법론, 재무회계이론, 관

리회계이론, 세무회계이론 중 택 3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석사학위가 타전공(전문대

학원 또는 유사학과 졸업자 포함)일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본 학과의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교과과정표상에 

명시한 전공별 학과 선수과목 또는 이와 동등한 과목 9학점

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한다. 단, 

선수과목은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수강신청 시 교과학점과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선수과목

(2) 교과과정 구성

  가.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학제간 연구와 관련 있는 타학과의 학과목의 수강은 재학 중 석사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만 허용함. (단,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에 한하며, 그 외 타학과 과목을 수

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수동의서(지도교수가 미정인 학생들은 학과장승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나.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1) 석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필수과목 4과목 반드시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선수과목 

[5과목 이수]

중급재무회계Ⅰ(재무회계) [필수]

중급재무회계Ⅱ(중급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세법) 중 택 4

필수과목 

[4과목 이수]
연구방법론, 재무회계이론 통계학, 관리회계이론

선택과목

세무전략, 재무제표분석, 자본시장회계,

회계정보시스템, 관리회계사례연구, 회계학사,

원가회계이론, 의사결정회계, 회계감사사례연구,

정부회계

회계감사이론, 회계정보경제학, 세무회계이론,

비영리회계, 정보시스템감사사례연구, 회계학이론,

국제회계, 행위회계, 재무회계사례연구, 

사회회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3학점
중급재무회계Ⅰ

(재무회계) [필수]
3학점 통계학

3학점
중급재무회계Ⅱ

(중급회계)
3학점 연구방법론

3학점 원가회계 3학점 재무회계이론

3학점 관리회계 3학점 관리회계이론

3학점 회계감사 3학점 세무회계이론

3학점 세무회계(세법)



  2) 박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필수과목 6과목 반드시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선수과목 

[3과목 이수]
통계학, 연구방법론, 재무회계이론, 관리회계이론, 세무회계이론 중 택 3

필수과목 

[6과목 이수]
회계감사세미나, 관리회계세미나, 세무회계세미나 회계학연구방법론, 재무회계세미나, 회계정보시스템세미나

선택과목

세무전략, 재무제표분석, 자본시장회계,

회계정보시스템, 관리회계사례연구, 회계학사,

원가회계이론, 의사결정회계, 회계감사사례연구,

정부회계

회계감사이론, 회계정보경제학, 세무회계이론,

비영리회계, 정보시스템감사사례연구, 회계학이론,

국제회계, 행위회계, 재무회계사례연구, 

사회회계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20과목 60학점, 전공연구 4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필수과목 10과목 반드시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선수과목 

[5과목 이수]

중급재무회계Ⅰ(재무회계) [필수]

중급재무회계Ⅱ(중급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세법) 중 택 4

필수과목 

[10과목 이수]

연구방법론, 재무회계이론, 회계감사세미나, 

관리회계세미나, 세무회계세미나

통계학, 관리회계이론, 회계학연구방법론, 

재무회계세미나, 회계정보시스템세미나

선택과목

세무전략, 재무제표분석, 자본시장회계,

회계정보시스템, 관리회계사례연구, 회계학사,

원가회계이론, 의사결정회계, 회계감사사례연구,

정부회계

회계감사이론, 회계정보경제학, 세무회계이론,

비영리회계, 정보시스템감사사례연구, 회계학이론,

국제회계, 행위회계, 재무회계사례연구, 

사회회계 

(3)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어학시험

  나. 전공시험

   1) 대학원 규정에 의거 석·박사과정의 경우 2차학기 이상 

수료 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4차학기 이상 수

료 후, 해당 시험과목을 이수 완료한 이후 종합(전공)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응시이전에 반드시 해당

과목의 성적이 B학점(80점)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과목은 석사과정은 전공필수 2과목(재무회계이론, 

관리회계이론) 및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하며, 박사과정은 

전공필수과목(재무회계세미나, 관리회계세미나, 회계감

사세미나, 세무회계세미나, 회계정보시스템세미나, 회계

학연구방법론)중 4과목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차 학기에 1과목 이

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는 5차 학기에 1과목 

이상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4)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영어강좌의 수강자격은 영어시험

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4.12.1., 

적용 2015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5) 시험의 출제교수는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과장이 정

하며, 일인의 교수가 두 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하지 못하

도록 한다. 

   6) 시험에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도 동일한 과목 

또는 위 2)항의 전공시험과목 내에서 이에 준하는 과목

을 응시해야 한다. 이후 연속하여 불합격한 경우도 동일

하다. <수정 2018.5.1., 2018년 1학기부터 적용>

   7) 시험출제 및 채점은 과목당 1명의 교수로 함을 원칙으

대상자 1학차부터 신청 가능

석사

시험과목
영어

박사

시험과목

영어

(2001년도 2학기부터 제2외국어시험 폐지)

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의 성적은 계열별 상위 70% 내외에서 대

학원위원회가 최종 합격을 정한다.<개정 2015.9.18.>

다만, 토익 780점, 토플 530점(CBT 233점, IBT 91

점), TEPS 664점이면 시험 대체 가능함.(단, 어학시

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



로 하나 필요에 따라 복수인원의 교수로 구성할 수 있

다. 

   8) 시험출제 및 채점교수는 경우에 따라서 타대학 교수에

게 위임할 수 있다. 

(4)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학위논문 제출자격

   1)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박

사과정의 경우 학칙에 따른 논문예비발표에 합격한 자

로서 학위논문 제1차 심사 전까지 국내외 저명전문학술

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

춘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인정되는 국내외 저명전문학술지: SSCI, SCI, 

SCOPUS,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경영학연구, 관리회계연구, 세무학연구, 증권학회지

    ※ 학위논문 제출자격 취득을 위해 국내외 저명 학술지

에 게재한 논문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공저한 논문이어

야 인정된다.

   2) 석/박사과정 공히 3차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논

문제목과 개요, 참고문헌과 희망지도교수를 명시한 연구

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과장은 논문계획서의 제출이 마감된 후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고,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논문지도교

수를 해당학생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학과장은 지도

교수의 논문지도학생수(석사 2명과 박사 2명을 가능한 

한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하여야 한다. 

   4) 학과로부터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월1회 이

상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학위논문 예비발표 (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

   1) 학위 논문제출 예비심사제도는 본 학과 학생들이 우수

한 졸업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내용이 부

실한 논문을 사전에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자 

시행한다. 

   2) 논문의 예비발표는 박사학위과정 원생만 한하여 실시

한다. 

   3) 논문의 예비발표는 다음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1., 2015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

    ⓛ 수료한 자. (최소 5차 학기 이상부터 예비발표 가능)

    ②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인 어학시험과 전공시험을 모

두 통과한 자. 

   4) 논문예비발표는 최소한 논문제출 1학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5) 논문예비발표는 전임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공통으로 참

여하는 공개적인 발표회로 한다. 

   6) 박사학위 논문제출 예비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

하여 본교 전임교수 4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

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지도교수가 6인의 심사위원을 요청하고, 학과장이 

대학원학칙에 준하여 4인의 심사위원을 결정하여 해당

학생에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수정 

2018.5.1., 2018년 1학기부터 적용>

   7) 논문제출 예비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는 다음 학기부

터 논문예비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수정 2018.5.1., 

2018년 1학기부터 적용>

(5) 학위논문심사

   1) 논문심사위원회는 예비발표 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이 대

학원학칙에 준하여 결정하여 해당학생에 통보한다. 단, 

논문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제출 예비심사위원회의 심

사위원 중 반드시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정 

2018.5.1., 2018년 2학기부터 적용>

   3) 학과내규 상에 명시된 인정되는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증명서를 제1차 학위논문심사 때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2차 학기말까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

을 모두 합하여 연간 3인(정원외 입학생 제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신설2010.12.1]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④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

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2차 학기말까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

을 모두 합하여 연간 3인(정원외 입학생 제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신설2010.12.1]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를 변경한 후 1학기 이

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

시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학기)․

Ⅲ(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2차 학기말까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

을 모두 합하여 연간 3인(정원외 입학생 제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신설2010.12.1]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를 변경한 후 1학기 이

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학기)․Ⅲ(8차

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교과과정

(1) 필수 교과목

  가. 석사과정 필수과목

통계학(Statistics) 3학점

  통계학의 이론과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다. 

특히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 등을 포함한 모수통계의 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3학점

  경영 및 회계 문제 등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연구방법론의 

이론과 조사 연구 과정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연구한다. 

주로 연구방법의 변천, 접근방법의 분류, 사회과학과 자연과

학의 방법론, 귀납법 및 연역법, 자료 준비 및 분석방법 등

을 연구한다.

재무회계이론(Financial Accounting Theory) 3학점

  기업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체계와 관련된 이론과 

기업회계기준, 회계규제 등을 연구한다.

관리회계이론(Managerial Accounting Theory) 3학점

  경영계획과 통제를 수행하는데 회계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보고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과 그 이론적 측면을 연구하고, 

제조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리회계 분야에 대한 

기법을 연구한다.

  나. 박사과정 필수과목

회계학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in Accounting) 3학점

  회계학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연구방법 즉, 실증적 

연구와 분석적 연구 및 행위론적 연구 등 관련 기법에 대하

여 연구한다.

재무회계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Accounting) 3학점

  재무회계에 관한 외국 및 국내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회계학의 여러 주제에 대한 분석 및 발표를 통하

여 재무회계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한다.

회계감사세미나(Seminar in Auditing) 3학점

  회계감사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감사의 諸분야에 대하

여 특정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연구수행 능

력을 증진시킨다.

세무회계세미나(Seminar in Taxation) 3학점

  조세의 목적과 기능, 조세의 원칙과 종류 및 체계에 대한 

연구와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및 

행위론적 접근방법 등을 통하여 논의한다.

관리회계세미나(Seminar in Managerial Accounting) 3학점

  관리회계에 있어서 외국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 발표회를 통하여 연구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

회계정보시스템세미나

(Seminar i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3학점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하야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분석과 평가 및 설계

에 대하여 연구하고, 타정보시스템과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

적 연계성을 연구한다.

(2) 선택 교과목(공통)

세무회계이론(Tax Accounting Theory) 3학점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 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세액산정에 관한 세무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특히,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표

준 및 세액 산정에 관하여 연구한다.

재무제표분석(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학점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자료로하여 과거 경영실태 및 경영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

를 통하여 미래의 재무성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통계적 분석기법, 부실기업의 원인 분석과 



예측 등 주요 과제를 연구한다.

관리회계사례연구

(Case Studies in Managerial Accounting) 3학점

  현행 관리회계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새로운 관리회

계 모형에 대한 적응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학제간의 연구를 

도모한다.

원가회계이론(Cost Accounting Theory) 3학점

  원가 정보의 산출과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고, 원가회계의 

이론과 실제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제품의 원

가 산정 절차 및 방법과 제도화 방안 모색, 원가관리와 특수 

원가 조사 분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회계감사이론(Auditing Theory) 3학점

  회계정보 작성의 적절한 회계기준의 준거 여부, 회계관행,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독립적인 감사인이 행하는 감사계획, 

과정 및 감사 실시 결과의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이론과 실

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자본시장회계(Capital Market-Based Accounting) 3학점

  기업의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론

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회

계 정보와 기업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세무전략

(Strategic Planning and Research in Taxation) 3학점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의 체계를 연구하고 특히 국세기본법 

등의 일반 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액정산과 기타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기업의 다양한 세무전략에 관하

여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회계정보시스템(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3학점

  복식부기 체제와 행렬수식에 기초한 행렬부기의 체계를 비

교하여 컴퓨터에 이용하기 쉬운 회계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

도록 연구한다.

의사결정회계

(Decision Making and Accounting Information) 3학점

  회계정보를 이용한 제반 경영의사결정 문제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문제를 이론과 실제면에서 접근한

다. 관리회계 또는 관리회계이론의 후속 과목으로서 의사결

정의 제반 문제에서 사용되는 모형, 불확실성, 의사결정과 

조직 형태, 대리이론과 의사결정 문제, 의사결정과 정보시스

템, 의사결정과 인공지능, 의사결정과 통제문제 등과 관련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며, 또

한 이를 통하여 이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을 습득하고

자 한다.

회계감사사례연구(Case Studies in Auditing) 3학점

  회계감사 분야의 일반 이론과 특수이론 및 당면 과제 등을 

선택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분석 연구한다. 특히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 3학점

  국가간의 외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이전과 변동 상태를 

보고통화로 측정하여 전달하는 회계처리 방식에 관하여 연구

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외화환산 회계, 기타 국제적 영업

활동에 따른 회계문제를 연구한다.

행위회계(Behavioral Accounting) 3학점

  회계정보가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행동과학 및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특히 회

계보고서 등의 정보가 가지게 되는 행동적인 영향과 의사결

정 지향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회계학이론(Accounting Theory) 3학점

  현실세계의 경험적 현상을 다루고 분석적으로 논리의 체계

화를 시도하는 측면에서 회계이론을 연구하기 위하여 회계이

론의 틀, 자산평가와 이익 측정 및 여러 회계이론 등을 연구

한다.

재무회계사례연구

(Case Studies in Financial Accounting) 3학점

  고도의 이론과 실무관행에서 등장하는 재무회계 분야의 특

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해당 특정문제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정보시스템사례연구

(Case Studies in Accounting System) 3학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과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적 분석 및 설계기법, 그리고 컴퓨터 지원 도구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회계정보경제학(Accounting Information Economics) 3학점

  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미시경제의 일반균형이론에 있어서 회계

정보의 공적인 역할을 분석하고 대리이론을 정보의 차이로 

인한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내

용을 연구한다.

비영리회계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 3학점

  정부, 지방행정 기관, 교육기관, 병원 및 기타 각종 비영리 

회사와 단체 등 비영리기관의 회계를 연구하며, 회계 기준의 

원칙과 특성 및 재무 및 관리회계의 기초 이론 등을 내용으

로 이론과 실무면에서 이를 고찰한다.

사회회계(Social Accounting) 3학점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기업

의 사회적 업적 정보의 내외부 잠재적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기업의 사회적 보고에 관한 제기준, 사회회계, 모델, 사회적 

측정 기법 및 문제점 등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연구한다.

회계학사(History of Accounting) 3학점

  회계의 학문적 발전 과정과 역사를 연구한다. 주로 회계학

사 연구의 대상과 방법, 시대별 회계학 발전 연구로서 기초



적 회계방법, 회계이론, 관리회계 발전과정 정통을 체계적으

로 분석 연구한다.

정부회계(Governmental Accounting) 3학점

  공공적 자금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유자산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에 관한 회계로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공공적 

자본에 의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독립채산 사업의 회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발표(Research Workshop) 3학점

  회계학에 관한 최근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

환하여 그 내용을 연구 발표한다.

(3) 전공연구

전공연구Ⅰ(Studies in Major Field Ⅰ) 2학점

전공연구Ⅱ(Studies in Major Field Ⅱ) 2학점

전공연구Ⅲ(Studies in Major Field Ⅲ) 2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