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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표준형식>

회계세무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 Taxation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경영대학 가천관 716호 수여학위명 :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Business, Gachon Hall 716

Name of Conferment of Degree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Ph.D of

Business Administration

TEL : 031-750-5184 FAX : 031-750-5173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전반적인 회계와 세무이론의 충실한 연구

In-depth research on comprehensive accounting and tax theories

▶ 각자의 적성에 따라 선택된 특정 학문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Research in depth in the academic area of specialization chosen b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aptitude

▶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통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state by educating 

students to become creative and responsible professionals

▶ 인접학문과 학제적 연구를 통한 연구역량의 건실화 추구.

Building and maintaining research capability through undertaking researches in 

related studie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회계학, 세무관리 회계학, 세무관리

연구분야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세무회계, 조세법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세무회계, 조세법

Degrees Degree of Master Degree of Ph.D
Major Accounting, Tax Management Accounting, Tax Management

Field of

Study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Tax Accounting, Tax Law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Tax Accounting,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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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김완희 경영학박사(서울대학교) 관리회계 홈페이지용

교수 윤태화 경영학박사(연세대학교) 세무회계, 세무정책

부교수 이현아 경영학박사(연세대학교) 세무회계

부교수 신일항 경영학박사(연세대학교)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시험은 전반적으로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만 회계학

과 내규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2) 각 전형의 배점과 합격기준은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에 준한다.

(3) 전공시험에 있어서 전 과정 및 전 연구분야 공통으로 전공별로 각각 2문제씩

총 4문제를 출제하여 그 중 2문제를 선택하여 풀게 하고 각 과목당 100점씩

200점 만점으로 채점함

2) 지도교수

(1) 입학 후 한 학기가 지나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고, 매 학기 논문지도를 받

아야 한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에 등록하기 전,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3)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초에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주 1

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원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 수료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24학점, 박사과정의 경

우 36학점이다.

(2) 각 연구분야별로 해당 연구분야의 학과목을 석사과정의 경우 9학점이상, 박사

과정의 경우 15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4) 선수과목

유사전공자 및 타 전공 입학자는 개인의 학부이수과목에 따라12학점 이내를 한도로

다음의 선수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가) 석사과정 : 석․박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해당 학생의 향후 희망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주임교수가 결정.

(나) 박사과정 : 석․박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해당 학생의 향후 희망 연구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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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주임교수가 결정

5) 종합시험 과목

(가) 석사과정 : 조사방법론 , 회계학연구방법론 , 세무연구방법론 중 1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함

(나) 박사과정 : 조사방법론세미나 , 회계학연구방법론 , 세무연구방법론세미나

중 1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함

단, 동일교수 출제과목은 3과목이상 신청할 수 없음.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Ⅰ Ⅱ

석사과정

조사방법론,

회계학연구방법론

세무연구방법론

Ⅰ을 제외한 과목 중 1과목 선택 총 2과목

박사과정

조사방법론세미나,

회계학연구방법론

세무연구방법론세미나

Ⅰ을 제외한 과목 중 3과목 선택 총 4과목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가) 석사과정 : 석사과정의 논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

(나) 박사과정 :

① 연구계획서 심사 :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학위청구논문제출 학기 이전에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는 논문의 논리적 구성 및 연

구방법론, 연구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기여도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주된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서 자격이 주어지며, 학과 전체 교수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

교수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심사 :

-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심사일로부터 1개 학기 이전에 연구계획서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자격이 주어진다.

- 5학기 이전의 재학 중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연구)한 자는 6학기 중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이외의 학위청구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준 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02815 조사방법론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사회과학으로서의 회계학연구를 위한 철학적 과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경영이론의 형성과 개발을 위

한 제 연구방법을 검토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basis for accounting research and to discuss research methods for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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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heory.

03372 회계학연구방법론 (Accounting Methodology)

회계학을 사회과학으로서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한다. 즉, 조사방법론에서 연구한 과학

적 방법론을 회계학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기존의 연구논문을 연구하며 회계학을 연구하

기 위한 제반 연구방법론을 습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cientific methodology for studying accounting

as social science.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apply scientific methodology

which is acquired in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to accounting. In

specific, they learn various methodologies for researching accounting by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

02814 회계학연구 (Studies in Accounting)

회계학의 기초과목으로서 재무제표 작성중심의 기초이론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ourse that covers basic theory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03052 회계학세미나 (Seminar in Accounting)

회계학의 기초과목으로서 기본적 논문의 이해 및 회계의 기초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concepts of accounting and understanding

of research papers.

03373 재무회계연구 (Studies in Financial Accounting)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정보의 산출과 제공의 내용을 연구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회계의 기본

구조, 자산․부채의 평가, 이익의 측정, 재무제표의 작성 등이며, 자본시장회계․기업사회책임회계 등

특수분야회계도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produce accounting information provided to

external information users. In specific, the course emphasizes the e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calculation of profit, and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t also

discusses specific areas of accounting for capital marke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03374 회계이론연구 (Studies in Accounting Theory)

회계학의 기본개념, 구조, 회계목적의 체계, 회계대체안의 선택 및 회계학의 발전과정 등을 고찰한다.

특히 회계실무를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실증적 회계이론 및 연구방법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covers basic theory of accounting, structure of accounting

purposes, choice of alternative accounting methods, and development of

accounting. In specific, students learn empirical accounting theory and

research methodology in order to predict and explain accounting practices.

03375 고급회계연구 (Studies in Advanced Accounting)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계시스템의 변화와 대응전략, 리엔지니어링(회계절차재설계), 합병 및 연

결회계 등의 개념을 연구하며,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및 과정 등을 실제사례를 통

해 조사 연구하며 최근의 특수한 회계분야의 연구에 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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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iscusses changes of accounting system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ts confrontation strategy, reengineering, merger, and consolidation

accounting. Students study various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concepts by reviewing case studies in reality. This course also deals with latest

specific areas of accounting.

03377 회계학사연구 (History of Accounting)

회계학의 생성과정에서부터 현대의 각종 회계이론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공헌한 학자 및 연구내용, 발

전과정을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고찰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creation process of accounting, academic researchers wh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modern accounting theories, their literature, and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s.

03378 원가회계연구 (Studies in Cost Accounting)

원가계산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원가정보의 산출 및 관리적 활용기법 등을 연구한다. 더불어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는 활동기준원가계산 JIT원가계산 등 새로운 원가회계시스템의 구

조 및 관리적 의의를 고찰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roduction of cost information and managerial application

methods by going through various cost calculation methods. The course also discusses

new structure of cost accounting system including activity based cost, JIT cost, and

etc.

03379 관리회계연구 (Studies in Management Accounting)

경영관리를 위한 기업의 계획수립과 통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원가정보의 산출, 관리적 의사

결정의 기법, 성과평가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offers studies on the production of cost information, managerial decision

mak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are essential to planning and control

activities for business management.

02967 원가분석론(Cost Analysis)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분석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case studies on cost analysis in the real business

environment.

03380 회계정보시스템연구 (Studies i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계시스템의 변화와 대응전략, 리엔지니어링(회계절차재설계), 다운사이징,

벤치마킹 등의 개념을 회계시스템에 도입,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과정 등을 실제사례를

통해 조사,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changes of accounting system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ts confrontation strategies. They also

learn how the concepts of reengineering, downsizing, and benchmarking are introduced

and applied to accounting system by reviewing cases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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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81 전산회계연구 (Studies in EDPS Accounting)

전산화된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

작업 회계시스템으로부터 컴퓨터정보시스템으로의 이행과정, 각 회계 싸이클별 정보시스템의 내부통

제, EDPS감사, 회계정보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전문가시스템 등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This course discusses issues surrounding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omputerize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Representative topics include migration

process from hand-written accounting system to computerized accounting formation

system, internal control on information system for each accounting cycle, EDPS audit,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for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or professionals.

03382 세법총론연구 (Studies in Tax Laws)

국세기본법 등 세법상의 기본개념 및 이론을 포함하여 세법전반의 체계를 연구한다.

This course presents an overview of tax laws. Studies cover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tax laws including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03298 소득세연구 (Studies in Individual Income Tax)

소득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In this course, an overview of individual income tax is studied in depth.

03383 세무특수연구 (Studies in Special Tax Issues)

합병 및 분할, 연결납세, 파트너쉽 등 특수한 분야의 세무에 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special tax issues including merger, division, consolidated tax

return, and partnership.

02966 세무계획론 (Studies in Tax Planning)

기업의 절세전략과 세무계획 문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offers studies on tax saving strategy and tax planning.

03384 조세론연구 (Research in Tax Theory)

조세법의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 세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various concepts of tax laws and learn the current

tax laws.

03385 재무관리연구 (Studies in Financial Management)

재무론(Finance)분야의 기본과목으로서 투자의사결정, 자본조달결정, 기업인수합병 등 기업재무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자본예산의 특수문제, 최적자본구조이론, 자본자산의 가격결정모형,

재정가격결정모형, 옵션이론 등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corporate finance. The course covers investment

decision making, financing, and merger/acquisition. Related topics covered include

special issues in capital budgeting, optimal capital structure, asset pricing model,

arbitrage pricing model, and op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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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86 재무분석연구 (Studies in Financial Analysis)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기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비율분석, 레

버리지 분석, 다변수 판별분석, 요인분석 등 제반 통계적인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최근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재무정보시스템(Financial Information System)의 이론적인 기초를 연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methods of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or rational

financial decision making. Students learn various statistics analysis methods including

ratio analysis, leverage analysis, multi-variable discriminant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They also learn basic theory of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which is recently

becoming a major issue.

03387 자본시장회계연구 (Studies in Capital Market Accounting)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에 입각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검증에 대하여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investigat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capital market based on 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03388 행동회계연구 (Studies in Behavioral Accounting)

행동과학을 회계학에 도입하여 회계정보이용자의 행동반응을 분석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 검증에 대

하여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behavioral accounting which introduces behavioral

science to accounting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by analyzing

behavioral response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03389 전자상거래회계 (E-Business Accounting)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회계절차 및 세무전략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accounting procedures and tax strategies related to

electronic business.

03390 법인세연구 (Studies in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presents an overview of corporate income tax.

03391 지방세연구 (Studies in Local taxes)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중요성이 증대된 지방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n local taxes which have gained importance with

adoption of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03392 비교조세제도세미나(Seminar in Comparative Tax Systems)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 연구한다.

This course provides in-depth studies on tax systems of major countries.

03393 회계감사연구 (Research in Auditing Theory)

회계감사의 이론과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감사기준 및 준칙, 감사 증거수집, 감사프로그램

개발, 통계적 표본검사, EDP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감사인의 책임문제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reviews theories and methods for auditing and covers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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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regulations, development of auditing programs, statistical sampling, EDP

audit, production of audit reports, and responsibilities of auditors as main topics.

03394 기업회계법연구 (Research in Coporate Accounting Law)

기업회계를 규제하는 관계법령들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case studies for laws and regulations for corporate accounting.

03395 경영컨설팅연구 (Research in Management Consulting)

기업의 경영진단기법을 연구한 후 이를 적용하여 여러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management consulting techniques and their application

to multiple cases of corporations.

03396 조사방법론세미나 (Seminar in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고급수준의 조사방법론을 연구한다.

In this cours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d methodology is studied in depth.

03397 회계학연구사례분석 (Accounting Research Case Analysis)

회계학 논문을 연구하며 회계학연구사례가 어떤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회계학연구가 기업실무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research papers on accounting and learn how

accounting studies apply and contribute to the real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03299 재무회계세미나 (Seminar in Financial Accounting)

고급수준의 재무회계를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financial accounting is studied in this course.

03398 회계이론세미나 (Seminar in Accounting Theory)

고급수준의 회계이론을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accounting theory is studied in this course.

02968 회계사상 및 제도사 (History of Accouning Thought & System)

현행 회계의 생성과 발전에 영향을 준 제반의 사건, 사상 및 제도를 연구하여 회계기준과 회계이론의

배경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historical events, thoughts, and systems that affect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accounting. It also covers accounting principles

and backgrounds of accounting theory.

03399 원가회계세미나 (Seminar in Cost Accounting)

고급수준의 원가회계를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cost accounting is studied in this course.

03400 관리회계세미나 (Seminar in Management Accounting)

고급수준의 관리회계를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management accounting is studied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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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 회계정보시스템세미나 (Seminar i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고급수준의 회계정보시스템을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is studied in this course.

03401 조세소송사례세미나(Seminar in Tax Law Sue Case)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 관련 사례를 연구 분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case studies related to formal objection, appeal for review,

appeal to tax tribunal, and tax lawsuits.

03402 회계감사세미나 (Seminar in Auditing Theory)

고급수준의 회계감사를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auditing is studied in this course.

03403 세무회계연구세미나(Seminar in Tax Research)

세무연구 논문을 주제별로 심층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tax research papers in depth by topics.

03404 기업회계법세미나 (Seminar in Corporate Accounting Tax)

고급수준의 기업회계법을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corporate accounting tax is studied in this course.

03405 경영컨설팅세미나 (Seminar in Management Consulting)

고급수준의 경영컨설팅문제를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management consulting is studied in this course.

03406 창업회계론(Accounting in Enterpreurship)

창업과 관련된 제반 절차 및 회계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various procedures and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with a focus on business cases.

03407 창업세무론세미나( Seminar in Entrerpreneurship Tax)

창업과 관련된 제반 절차 및 세무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various procedures and tax issue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with a focus on business cases.

03408 투자론연구 (Studies in Investment)

주식, 채권 등 증권의 투자에 관한 제반이론 및 기법을 연구한다.

This course covers vari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of investment in securities -

stocks and bonds.

03409 고급회계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Accounting)

사례중심수준의 고급회계를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advanced accounting, with a focus on case studies.

03410 사회회계세미나 (Seminar in Social Accounting)



- 10 -

기업의 환경, 노사문제, 복지지원 등의 사회관련활동 및 관련사건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적을 보고하

는 문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covers business performance reporting with a focus on social activities and

cases related to labor/working environment, labor problems, and fringe benefits.

05730 간접세법연구(Studies in Indirect Tax Laws)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제의 과세체계 및 세법의 내용, 관련 쟁점 및 연구논문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axation structure of indirect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 and

special consumption tax, and covers their taxation system, tax law provisions, and

relevant issues/literature in depth.

05731 부동산조세연구 (Studies in Real Estate Tax)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등과 관련된 조세문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ax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of

real estate.

05732 조세법 세미나 (Seminar in Tax Laws)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조세의 기본적 공통적 법률과 각 세법상의 규정, 법률적 개념, 이론 및

쟁점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discusses basic common laws such a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ir tax law provisions, legal concepts, theories, and

issues in depth.

05733 세무연구방법론세미나 (Seminar in Tax Research Methodology)

통계학 이론과 다양한 통계적 방법들을 기초로 세무분야의 학술논문에의 적용 등 연구방법의 실제 연

구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apply statistics theory and various statistics

methodologies to tax research in depth.

05734 국제조세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Tax)

이전가격 등을 중심으로 과세관할, 조세회피 등 국제조세 문제를 연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및 조세조약 등의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international tax issues such as tax jurisdiction and tax

avoidance with a focus on transfer pricing. It also covers the laws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and tax treaty.

05735 조세정책세미나(Seminar in Tax Policy)

조세정책이 기업 및 개인 등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며 바람직한

조세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impact of tax policy on corporations or individuals. The

course also helps students to find desirable alternatives of tax policy through a

comparison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07002 재무분석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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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수준의 재무분석을 연구한다.

A high level of financial analysis is studied in this course.

07051 회계학연구사례세미나(Seminar in Accounting Research Case)

회계학 논문을 연구하며 회계학연구사례가 어떤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회계학 연구가

기업실무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심층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accounting research is developed by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 They also study in depth how accounting research contributes to

business practices.

03376 국제회계연구(Studie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국제회계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국제회계연구와 관련된 최근의 연

구흐름을 소개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topic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related to

multinational companies and introduces recent research flows related to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03411 국제회계세미나(Seminar in International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과 각국의 회계처리기준을 이해하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다양한 국제회

계 문제 및 쟁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standards in each country. also, it examines various international accounting

issues such as transfer pric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04506 세무계획및관리론(Tax Planning & Management)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전략적 세무계획과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관련 이론과 실무

를 연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importance of strategic tax planning and tax

management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and studies related theori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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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82 세무회계 제도연구(Research in Tax Accounting System)

세무회계의 개념적 틀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연구함으로서 현행 세무회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ent tax accounting system by understand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ax accounting and researching related systems.

05730 간접세연구(Studies in Indirect Tax)

간접세를 소개하고 조세제도 운영에 있어서 간접세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연

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indirect tax and social function of indirect tax with

regard to tax system.

09478 자본시장세무세미나(Tax Seminar on Capital Markets)

효율적 자본시장에서 세무정보가 가지는 유용성 및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논문을 소개하

여 최근의 연구흐름의 이해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This course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understand recent

research flows by introducing empirical research papers on the usefulness and

role of tax information in the efficient capital market.

09479 비영리회계연구(Research on government and Not for 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비영리회계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흐름을 고찰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accounting treatment and specific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also, it introduces recent research flows related to non-profit

accounting.

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국문/영문 홈페이지 제작용)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에서는 기업실무와 연구활동에서 고도의 소양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회계연구자, 기업조직에서 근무할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준비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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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에서는 총 24학점을 이
수하도록 요구하며, 외국어시험으로서 영어시험에 합격하고 종합시험으로 2과목을 모두 합
격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The master program in accounting and tax department has a goal of developing 
accounting experts with high qualities in industry fields and research activities by 
providing education to students who want to be an accounting researcher, business 
leader,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he program curriculum requires a minimum of 
24 credit hours for the degree. If a student passes English examination and qualifying 
examination composed of 2 courses, he or she must submit a thesis and pass the 
thesis examination.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은 회계전문가 및 회계연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재학 중 기초 
선수과목 이외에 전공과목 중 총 36학점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시험으
로서 영어시험에 합격하고 종합시험으로 4과목을 모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제출 1학기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최종적으로 논문을 제출하
여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The Ph. D. program in accounting and tax department aims to develop accounting 
experts and researchers. The program curriculum requires a minimum of 36 credit 
hours for the degree. The 36 credit hours must be composed of major courses. The 
credits earned from basic prerequisite courses will not be counted toward the 36 
credit hours required for the degree. If a student obtains all the credits required and 
passes English examination and comprehensive qualifying examination composed of 4 
courses, he or she must submit a research plan one semester prior to submitting the 
thesis. If a student is approved of his or her research plan, he or she is required to 
submit a thesis and pass the thesis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