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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무한경쟁의 세계경제 하에서 국가나 기업이 성공적

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경제적 의사결

정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다. 대학원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업실무와 연구 활동

에서 고도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과과정은 회계

전문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Consultant, 감사인, 세무전문가 그리고 전문경영자

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

회계 및 회계정보시스템 등의 회계학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외에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및 기업법 분야의 핵심적인 과목에 대한 교육도 병행

하고 있다. 회계학과 교육목표의 핵심은 필요한 회계

정보를 생산과 이용을 통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

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출 뿐만 아

니라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회계학 및 세무회계학의 교육목적은 복잡한 경영환

경 하에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현행회

계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및 세무회계학 이외에도 경제학과 경영학 그리

고 기업법 등 인접학문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능력

이 필요하므로 이들 인접학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회계정보의 생산과 활용단

계에서 Computer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Computer의 활용능력의 배양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최근의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연구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광범위한 세계화, 극심한 경쟁, 최고의 효율을 추구

하는 최근의 경제 환경 하에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와 모든 비정부기관에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

성이 중요시되고 이에 따라 회계전문가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취업진로는 다음

과 같다. 기업의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공인회

계사 또는 세무사자격 취득 후 자유 직업인으로 진

출, 경영자문회사의 전문가, 정부기관의 회계전문

직, 각종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재무담당전문직, 대

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있다.

과정별 개설전공

■ 석사학위과정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 박사학위과정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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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학원 회계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

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분야) 

1) 석사학위과정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2) 박사학위과정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제3조(입학시험) 본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

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이수학점) 본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

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필수과목/수강과목) 본교 학칙 및 일반대학

원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선수과목)

2019학년도부터 폐지한다. (본 내규는 기존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함)

제7조(종합시험) 대학원 회계학과 내규에 따른다.

제8조(논문심사) 본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

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2020년도부터 석사 학위 논

문 대체를 시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편)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내규에 준한다.

제10조(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내규에 준한다.

■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회계학과 종합시험

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

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

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이B0 

(3.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B0 

(3.0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 초

와 9월 초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 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아래 별표와 같다.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

된 장소에서학과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종합시험의 시간은 과목당 80분

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가.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나.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0조(관련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

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 한다.

제11조(결과 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

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인준)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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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 선수과목 : 폐지
■ 종합시험 과목표

과정
전공별 시험과목

(통과기준)
시험과목

석사
공통(1) 연구방법론

세부전공
(전공포함 택1)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박사
공통(1) 조사방법론

전공분야 
(전공포함 택2)

회계감사세미나, 세무회계세미나, 관리회계세미나, 자본시장회계연구, 
실증적회계연구

※ 공통과목 응시자격 : 회계연구방법론, 회계연구방법세미나, 조사방법론, 조사방법연구 중 1과목 이상 수강한 자

석사 학위논문 대체 방법 

■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 국내저명(KCI등재지) 1편

■ 시행시기 : 2020년도 가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부터 적용

■ 석사 학위논문 대체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교수소개

김 진 선
전 공 분 야 재무회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회계학과 회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재무분석

대 표 저 서 회계원리, 경문사

대 표 논 문

투자보수율 규제 제도하에서의 회계정보의 역할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경영연구 동국대학교 경제경영
연구원

“Ohlson 모형에서의 기타정보의 역할: 영업고정자산 신규투자를 중심으로,” 증권학회지 (제35권 제4호): 
한국증권학회

“재무변수 및 주식가격 변수를 이용한 회사채 신용등급 예측모형의 개발,” 회계와 감사연구 (제 43호): 한국공
인회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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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완
전 공 분 야 회계학

세부연구분야 회계감사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효과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텍사스주립대학교(오스틴) 회계학과 회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회계감사 회계감사사례연구 영문재무보고 재무회계

대 표 저 서
IFRS회계원리(2009,경문사)

IFRS재무회계(2009, 명경사)

대 표 논 문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수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2008

“Strategic Audit Timing Plans” 회계학연구 (2005)

“Allocating Audit Resources to Minimize Organizational Losses due to Theft”, with Paul Newman and 
Reed Smith, 1998. Auditing: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김 갑 순
전 공 분 야 세무회계

세부연구분야 세무회계/재무회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법인세회계1 법인세회계2 회계원리

대 표 저 서

분개법원리로 풀이한 세법개론, 도서출판 어울림, 2009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주)영화조세통람, 2008

IFRS 회계원리, 박영사, 2009

대 표 논 문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학연구(제31권 제4호), 한국회계학회

내재세 실현의 새로운 증거와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의 전가, 경영학연구(제30권 제2호), 한국경영학회

조세혜택의 증분으로 인한 기업의 내재적 조세, 회계학연구(제24호 제3호), 한국회계학회

양 동 훈
전 공 분 야 회계학

세부연구분야 재무회계, 통신회계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Iowa 대학교 회계학 회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Syracuse 대학교 회계학과 회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무제표분석 재무회계 고급회계

대 표 저 서
양동훈, 김갑순, 김태식 저, “고급회계,” 2007, 도서출판 원(One)

양동훈 외 8인 역, “경영분석과 가치평가,” 2004, 신영사

대 표 논 문

Dong-Hoon Yang, 2009, “Signaling through Accounting Accruals vs. Financial policy: Evidence from 
Bank Loan loss provisions and Dividend Changes,” Review of Pacific Basin Financial Markets and 
Policies Vol. 12(3), pp. 377-402

Dong-Hoon Yang, K. Kanagaretnam, and G. Lobo, 2005, “Determinants of Signaling by Banks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58(March), pp. 312-320 

Dong-Hoon Yang, K. Kanagaretnam, and G. Lobo, 2004, “Joint Tests of Signaling and Income 
Smoothing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4), pp. 84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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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남 혜 정
전 공 분 야 회계학

세부연구분야
기업가치(Valuation), 기업가치 평가모형(Accounting-based valuation model), 시장이상현상(Market 
Anomaly)

학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무회계 소득세회계 부가가치세회계

대 표 논 문

Conditional Conservatism, Listing Status, and Auditor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vol.33, No.2, 
pp.145-183(2008)

The Effect of Regulation Fair Disclosure on the Case of Earning Su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8 no.6 (2009)

The Effect of listing Status and Audit Quality on Earnings Quality-Focused on Small Companies. Korean 
Auditing Journal vol.19 No.3 pp.55-82(2010)

조 광 희
전 공 분 야 경영학

세부연구분야 재무회계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조지워싱턴대학교 회계학과 회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리노이대학교(시카고)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급회계 재무회계 회계원리 조사방법론(대학원)

대 표 논 문

How actuarial assumptions affect the DBO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vidence 

from Korea,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22, (2014)

The Effec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on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Volume 51,(2015)

The Rol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Cross-Border Mergers: A Perspective from Bidder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ume 55, Issue 5,  pp 615–646 (2015)

박 청 규
전 공 분 야 재무회계

세부연구분야 재무보고의 질, 기업가치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Louisiana Tech University 회계학과 회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Kentucky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무회계

대 표 논 문

 Financial Reporting Conservatism and Voluntary CSR Disclosure, Accounting Horizons, 2020

 The Trading Volume Reaction to Gulf Coast Hurricanes, Oil, Gas & Energy Quarterly, 2014

 Measu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PA Journ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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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ACG7020 재무회계 3 3 - 전공 공통

ACG7021 회계감사 3 3 - 전공 공통

ACG7022 세무회계 3 3 - 전공 공통

ACG7023 관리회계 3 3 - 전공 공통

ACG7025 재무회계연구 3 3 - 전공 공통

ACG7009 회계감사연구 3 3 - 전공 공통

ACG7010 세무회계연구 3 3 - 전공 공통

ACG7011 관리회계연구 3 3 - 전공 공통

ACG7018 재무분석과기업가치평가론 3 3 - 전공 공통

ACG7024 회계연구방법론 3 3 - 전공 공통 4과목 중 
석사1과목/
박사2과목 

필수

ACG7019 조사방법론 3 3 - 전공 공통

ACG7020 조사방법연구 3 3 - 전공 공통

ACG8039 회계연구방법세미나 3 3 - 전공 박사

ACG8040 재무회계세미나1 3 3 - 전공 박사

ACG8041 재무회계세미나2 3 3 - 전공 박사

ACG8014 회계감사세미나 3 3 - 전공 박사

ACG8019 세무회계세미나 3 3 - 전공 박사

ACG8007 관리회계세미나 3 3 - 전공 박사

ACG8042 재무회계특강 3 3 - 전공 박사

ACG8043 회계감사특강 3 3 - 전공 박사

ACG8044 세무회계특강 3 3 - 전공 박사

ACG8045 관리회계특강 3 3 - 전공 박사

ACG8046 재무회계이론 3 3 - 전공 박사

ACG8047 자본시장회계 3 3 - 전공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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