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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회계원리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기본적인 회계용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가 어떠한 원리로 작성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3. IFRS에 의해 다양한 회계적 거래가 어떻게 인식, 측정되어 보고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회계원리 / 배길수, 정재욱 / 2012 / IFRS 회계원리 / 학현사

회계원리 / 최정호, 김성중, 박상연 / 2020 / K-IFRS 회계원리이해, 제 2판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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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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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정보의 개념

2. 강의목표

  - 교과목운영내용, 평가방법 

3. 강의 세부내용

  - 회계원리 교과목 강의계획, 교

과목평가 방법 및 배점비율, 정보와 

자료의 차이점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개념

2. 강의목표

  -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의 개념을 

알고 정보를 분류한다.

  - 기업경영활동에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의사결정과정, 정보의 분류, 기

업의 목표, 조직의 개념, 경영활동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장 회계의 기초

  제1절 의사결정과 회계정보

   1.1 의사결정과 회계정보

   1.2 회계정보의 개념

   1.3 기업경영과 회계정보

p22~25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회계의 정의

2. 강의목표

  - 회계의 정의를 알고 회계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한다.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장 회계의 기초

  제2절 회계의 개념

   2.1 회계의 정의

-  교재1 활용

-  교재2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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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정보 이용자 집단별 정보

요구에 대하여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회계의 정의, 정보시스템의 구

성, 회계정보시스템의 역할, 회계정

보이용자 집단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2 회계정보시스템

  제3절 회계정보의 이용자

p26~32

교재 2. IFRS 회계원리

제1장 재무회계에 대한 개요

  1.3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제주체들

    1) 회계정보의 수요자 (의사결정자)

    2) 회계정보의 공급자 (기업)

    3) 회계정보의 감사인 (외부감사인, 

independent Auditions)

p5~10

제 

2 

주

1

1. 강의주제

  - 회계의 분류

2. 강의목표

  - 회계보고대상에 따른 회계를 

알고 부기와 회계를 구분할 수 있

다.

3. 강의 세부내용

  - 회계의 분류, 기타의 회계분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장 회계의 기초

  제4절 회계의 분류

    4.1 회계보고 대상에 따른 회계

    4.2 기타 회계의 분류

    4.3 부기와 회계

p33~36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2. 강의목표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에 대하여 학습하고 회계보고

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제

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와 특성,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공인회계사와 외부감사제도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장 회계의 기초

  제5절 회계원칙과 외부감사제도

    5.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5.2 국제회계 기준 (IFRS)

    5.3 외부 감사 제도

   객관식 연습 문제

p36~43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재무제표 요소

2. 강의목표

  - 재무제표요소인 자산, 부채, 자

본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자산의 개념과 분류, 부채와 자

본의 개념과 분류, 수익과 비용의 

개념과 분류.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2장 재무제표의 이해

   제1절 재무제표의 요소

     1.1 자산

     1.2 부채와 자본

     1.3 수익

     1.4 비용

p46~52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재무제표의 종류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2장 재무제표의 이해

   제2절 재무제표의 종류

     2.1 재무상태표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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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목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의의를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재무상태표의 의의와 구조, 포

괄손익계산서의 의의와 구조, 거래

접근법과 순자산접근법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2 포괄손익계산서

     2.3 자본변동표

     2.4 현금흐름표

p52~59

2

1. 강의주제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2. 강의목표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기

본가정을 학습한다. 특히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 기본 가정을 

학습하고, 회계 기본 가정과 연결된 

회계 원칙을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회계가정의 의의, 계속 기업가

정, 발생기준, 기업실체 가정, 회계

기간 가정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2장 재무제표의 이해

   제3절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3.1 계속기업

    3.2 발생기준

p60~31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 보충자료 : 일반기업 회계 기

준 회계 가정

3

1. 강의주제

  -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2. 강의목표

  -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

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특성

을 이해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

적 특성, 1차적 질적 특성과 2차적 

질적 특성, 질적 특성간의 상충관계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2장 재무제표의 이해

   제4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4.1 근본적 질적 특성

     4.2 보강적 질적 특성

     4.3 회계정보 질적 특성의 제약

　　　　요인

     객관식 연습 문제

p62~6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4 

주

1

1. 강의주제

  - 회계거래의 기록원리

2. 강의목표

  - 회계상의 거래가 무엇인지 알

고 거래를 구분한다. 회계등식을 학

습하고 회계등식에 따른 거래기록

원리를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회계상의 거래, 거래의 종류, 

회계등식, 회계등식을 활용한 거래 

분석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3장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1절 거래와 기록원리

   1.1 회계상의 거래

   1.2 거래와 회계등식

   주관식 연습문제 3-1,3-2

p74~81, 105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  교재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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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계정기입의 법칙과 분개

2. 강의목표

  - 회계등식을 활용한 계정기입법

칙을 이해하고 거래를 계정기입 법

칙에 따라 기입할 수 있다.

  - 분개기록을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계정기입법칙에 따른 거래 분

석, 계정 과목의 종류, 분개기록방

법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제3장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2절 계정기입법칙

    2.1 계정

    2.2 계정과목의 종류

    2.3 차변과 대변 및 계정기입법칙

    2.4 분개

p81~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분개장과 원장기록

2. 강의목표

  - 회계상의 거래를 분개하고 분

개장에 기록하며,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를 할 수 있다. 회계거래를 기

록하는 원장을 구분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분개장, 총계정원장,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 전표, 예제를 통한 

분개, 전기 및 전표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3장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3절 분개장과 원장기록

    3.1 분개장

    3.2 원장 기록

    3.3 전표 기록

    3.4 분개장과 원장 작성의 예

p91~9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5 

주

1

1. 강의주제

  - 분개와 원장전기 연습

2. 강의목표

  -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하고, 계

정 기업 법칙에 따라 분개하며 총

계정원장으로 전기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교수가 제시하는 연습문제를 

통한 거래의 분석, 분개, 전기 연습

4. 강의방법

  - 강의(교재,별도제공자료,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3장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3절 분개장과 원장 기록

    3.1 분개장

    3.2 원장기록

    3.3 전표기록

    3.4 분개장과 원장 작성의 예

p91~98

    주관식 연습 문제 3-5, 3-6

p107~10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인쇄물 : 총계정원장 양식

- 정기 과제물 부여 : 교수가 

제공 분개 연습자료

2

1. 강의주제

  - 시산표 작성

2. 강의목표

  - 대차 평균 원리란 무엇인지 이

해하고,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 작

성하는 시산표를 작성한다. 시산표

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무엇

인지 이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시산표의 의의, 잔액시산표의 

작성 방법, 잔액 시산표의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별도제공자료,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3장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4절 시산표의 의의

    4.1 시산표의 의의

    4.2 시산표와 회계오류

p98~100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인쇄물 : 수정 전 시산표 양

식

-  1차시 연습문제를 활용한 

시산표 작성

3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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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시산표 작성 연습

2. 강의목표

  - 회계 기록 시스템의 이해를 위

하여 거래의 분개로부터 시작하여, 

총계정원장으로 전지 및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거래분개, 총계정원장으로 전

기, 시산표의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별도제공자료, PPT 

활용)

제3장 회계의 기본 시스템

  제4절 시산표의 의의

    4.1 시산표의 의의

    4.2 시산표와 회계 오류

    주관식 연습 문제

p98~100, 105~10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인쇄물1 : 총계정원장 양식

- 인쇄물2 : 수정전시산표 양

식

- 1차시 연습문제를 활용한 시

산표 작성

제 

6 

주

1

1. 강의주제

  - 결산1

2. 강의목표

  - 회계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결산 수정 분개의 필요성을 학습하

며, 결산 수정 분개를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회계의 순환과정의 의의, 결산 

수정 분개의 필요성과 결산 수정 

분개 항목 (이연항목과 발생 항목)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4장 회계의 순환과정

   제1절 회계의 순환 과정

   제2절 결산수정분개

     2.1 결산수정분개의 필요성

     2.2 결산수정분개항복

     2.3 수정분개에 대한 종합 예제

p112~127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결산2

2. 강의목표

  -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과정을 

정리하는 정산표의 작성방법을 학

습하고 정산표를 작성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교과서 예제를 활용한 정산표

의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4장 회계의 순환과정

   제3절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

   제4절 정산표 작성

    4.1 정산표의 기능

    4.2 정산표 작성 요령

p127~131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인쇄물 : 정산표양식

3

1. 강의주제

  - 결산3

2. 강의목표

  - 회계거래부터 전기, 수정 전 시

산표 작성, 정산표 작성의 일련의 

회계 순환 과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장부 작성을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거래 예제를 통한 분개, 전기, 

시산표 작성, 결산 수정 분개, 정산

표 작성 연습

4. 강의방법

  - 예제를 통한 실습

* 정기과제물 제출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4장 회계의 순환과정

   제3절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

   제4절 정산표 작성

    4.1 정산표의 기능

    4.2 정산표 작성 요령

p129~131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인쇄물 : 계정 양식, 정산표 

양식, 교수자 제공 예제

- 정기과제물 제출

제 

7 

주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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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주

1

1. 강의주제

  - 결산4

2. 강의목표

  - 정산표를 통하여 약식 손익 계

산서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손익 계산서의 양식과 작성, 

재무 상태표의 양식과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4장 회계의 순환 과정

  제5절 재무제표의 작성

p148~152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프

- 인쇄물 : 손익 계산서 양식, 

재무 상태표 양식

2

1. 강의주제

  - 결산5 (수익 비용계정 마감)

2. 강의목표

  -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분개를 

하고 회계 장부 마감을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집합 손익 계정과 마감분개, 임

시 계정과 영구 계정, 자산, 부채 

계정의 마감, 이월 시산표의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4장 회계의 순환 과정

  제6절 장부의 마감

    6.1 수익과 비용계정의 마감

    6.2 마감분개 요령 

    6.3 회계장부의 마감

  제7절 이월 시산표의 작성

    6장 객관식 연습 문제 풀이

p133~147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결산6

2. 강의목표

  - 정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마감 분개를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정산표 작성, 손익 계산서의 작

성, 재무 상태표 작성, 마감 분개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 4장 회계의 순환 과정

    제6절 주관식 연습 문제 풀이

p148~152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프

- 인쇄물 : 정산표 양식,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양식 

제 

9 

주

1

1. 강의주제

  -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2. 강의목표

  - 상품 판매 기업의 회계와 관련

하여 매출 원가와 매출 총 이익의 

개념을 이해하고 매출과 매입의 수

정항목에 대하여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매출 원가와 매출 총 이익, 매

입 에누리와 환출, 매출 에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5장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제1절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1.1 매출 원가와 매출 총 이익

   제2절 상품 매매거래의 기록

    2.1 상품의 판매와 매입 및 대금 

　　　　지급

     2.2 매입부대비용과 매출부대비용

     2.3 매출에누리 (매입 에누리)와 

　　　　환입 (환출)

     2.4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

p154~160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2

2. 강의목표

  - 실지재고 조사법하에서 매출원

가를 산출하기 위한 수정분개의 개

념을 학습하고 수정분개를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매출원가 산출을 위한 결산수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5장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제3절 상품 매매거래에 대한 결산 

　　　　　수정 분개

     3.1 상품거래에 대한 분개

     3.2 매출 원가 산출을 위한 결산 

　　　　수정 분개

     주관식 연습문제 4-5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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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개.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p161~177, 183~188

3

1. 강의주제

  -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3

2. 강의목표

  - 실지재고 조사법하에서 매출원

가를 산출하기 위한 수정분개의 개

념을 학습하고 수정분개를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매출원가 산출을 위한 결산수

정분개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5장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객관식 연습문제

    주관식 연습문제

p178~18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인쇄물 : 정산표 양식 , 손익 

계산서 양식, 재무 상태표 양

식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이론

2. 강의목표

  - 재무제표의 의의와 양식, 작성

의 일반 원칙을 학습한다.

  -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요소를 분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 작

성의 일반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

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기준

  - 재무 상태표의 작성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6장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이론

   제1절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1.1 재무제표의 종류

     1.2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일반 사항

   제2절 재무상태표

     2.1 재무상태표의 의의와 양식

     2.2 재무상태표의 내용

     2.3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

p190~199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이론2

2. 강의목표

  - 포괄 손익 계산서의 의의와 양

식을 학습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

준에 따른 손익 계산서를 작성한다.

  -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학

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포괄 손익 계산서 작성,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6장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이론

   제3절 포괄 손익 계산서

     3.1 포괄 손익 계산서의 의의와 

         양식

     3.2 포괄 손익 계산서의 내용

   제4절 수익과 비용

     4.1 수익의 인식

     4.2 비용의 인식

   제5절 주석

p199~212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 상품매매기업의 회계순환 과정 

연습

2. 강의목표

  - 상품 매매기업의 회계 보고서

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상품 매매기업의 회계 순환 과

정에 따른 회계 보고서 작성퀴즈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5장 상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p154~188

- 교재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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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주

1

1. 강의주제

  -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

2. 강의목표

  - 회계상현금을 구분하고 회계 

보고서상 기록되는 현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좌수표

발행을 위한 거래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7장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

   제1절 당좌자산

     1.1 당좌자산의 의의

     1.2 당좌자산의 종류

   제2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 현금 및 현성성 자산의 의의

     2.2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p226~231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2

2. 강의목표

  - 현금 통제 계정에 대하여 학습

하고,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현금과부족 계정, 소액현금제

도, 은행 계정 조정표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7장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

   제2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3 현금을 통제하기 위한 회계　

　　　　제도

p232~237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3

2. 강의목표

  - 단기 금융 상품과 기타의 당좌 

자산에 대하여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단기 대

여금 등의 회계처리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7장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

   제3절 단기 금융 상품과 기타 

      당좌 자산

     3.1 단기 금융 상품

     3.2 기타의 당좌 자산

p238~240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채권과 채무

2. 강의목표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를 구분하

고 채권과 채무가 발생되었을 때의 

회계기록을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채권과 채무, 외상매출금과 외

상 매입금의 기록, 받을 어음과 지

급 어음 회계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8장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제1절 채권과 채무

    1.1 채권과 채무

    1.2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기록

    1.3 신용카드 결재를 통한 매출 

     채권 기록

    1.4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회계

p252~25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수취 채권의 손상

2. 강의목표

  - 수취 채권의 미회수 손실인 대

손회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회계처

리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손상 차손과 대손상각의 의미,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8장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제2절 수취채권의 손상

    2.1 손상차손과 대손상각의 의미

     2.2 수취채권의 손상회계- 대손상각

     주관식 연습문제 8-2, 8-3

p259~262, 276~277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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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의 설정과 대손회계처리.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3

1. 강의주제

  - 기타 채권 및 채무계정과 수취 

채권 회계

2. 강의목표

  - 비매출 채권의 종류와 각 계정

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 예수

금, 가지급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수취채권 손상 연습문제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8장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제3절 기타 채권 및 채무 계정

     3.1 대여금과 차입금

     3.2 미수금과 미지급금

     3.3 예수금

     3.4 선급금과 선수금

     3.5 가지급금과 가수금

     3.6 이연법인제 자산과 이연법

        인세 부채

     객관식 연습문제

     주관식 연습문제 8-4

p262~267, 271~274, 27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재고자산회계1

2. 강의목표

  - 재고 자산의 의의와 재고 자산 

원가 측정의 중요성을 알고 재고 

자산 포함 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재고 자산의 의의, 재고 자산 

원가 결정의 중요성, 재고취득 원가 

결정, 재고 포함 항목 결정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9장 재고자산

   제1절 재고자산의 개념

     1.1 재고자산의 의의

     1.2 재고자산 원가 결정의 중요성

     1.3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의 결정

   제2절 재고자산 포함항목 결정

     2.1 미착상품

     2.2 위탁판매

     2.3 시용판매

     2.4 할부판매

p280~285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재고자산회계2 (수량결정방법)

2. 강의목표

  - 재고자산의 수량기록 방법인 

계속 기록법과 실지재고 조사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회계처리 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실지재고 조사법과 계속 기록

법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9장 재고자산

   제3절 재고자산의 수량기록방법

     3.1 실지재고 조사법

     3.2 계속 기록법

     3.3 실지재고 조사법과 계속 

        기록법하의 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p286~289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재고자산회계3 (원가흐름의 가

정)

2. 강의목표

  -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

을 계산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선입 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

법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9장 재고자산

   제4절 재고자산 원가흐름의 가정

     4.1 개별법

     4.2 실지재고 조사법에서의 

         재고자산 원가 결정

    4.3 계속 기록법에서의 재고자산   

       원가 결정

     4.4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의   

        상호 비교

p290~302

- 교재1 활용

- 교재2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주관식 연

습문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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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과제물 부여

제 

14 

주

1

1. 강의주제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2. 강의목표

  - 유형자산의 취득유형별 취득 

원가를 결정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유형자산의 의의, 취득 원가 결

정 원칙, 유형별 원가 측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1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1절 유형자산의 취득

     1.1 유형자산의 의의

     1.2 유형 자산 최초 원가 결정 원칙

     1.3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별 원가 측정

     1.4 후속 원가

p340~348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유형자산 감가상각

2. 강의목표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학습하고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정액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 유형자산 처분손익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1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2절 감가상각

     2.1 감가상각의 의의

     2.2 감가상각비의 기록

     2.3 감가상각의 요소

     2.4 감가상각방법

     2.5 감가상각 방법의 비교

     주관식 연습문제 11-4

p348~359, 375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사채회계

2. 강의목표

  - 사채의 발행의 종류별 회계 처

리를 하며,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발행 차금 상각 원리를 학습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사채,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

발행, 사채발행 차금의 상각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제출

교재1. K-IFRS 최신회계원리 이해

제12장 부채

   제2절 사채

     2.1 사채의 의의

     2.2 사채발행의 회계처리

     2.3 사채발행 차금의 상각

     주관식 연습문제 12-2

p381~390, 401

- 교재1 활용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제 

15 

주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