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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정보론 수업계획서 

2.  회계전공 자격증 소개 

2013. 1학기 경영정보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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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목표 

▶ 경영정보 중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의 산출원리를 이해 

▶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전산회계2급 및 1급, 기업회계3급, 회계관리 2 급 등 취득.  

 

◆ 수업진행 방식 

▶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회계원리 이론 복습, 분개 연습, 따라하기 등 실습)  

▶ 스터디 그룹 구성(서로 도우며, 함께 자격증 취득!) 

▶ 매주 1시간 이론(test 및 풀이), 2시간 전산실습(test 및 풀이) 

 

1. 경영정보론 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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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방법 

▶ 출석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15%, 수시평가 15% 

▶  중간고사: ERP정보관리사 회계2급 시험으로 대체 

▶  기말고사: ERP정보관리사 회계2급 시험으로 대체 

▶  해당 학기 중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시 성적 가산점 부여 

 

◆ 교재 

▶ 지식과경영, ERP정보관리사 회계/인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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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전공 자격증 소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시험범위 
이론(객관식): 회계원리(30%) 

실습: 재무회계(70%) 

이론(객관식):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부가가치세(5%) 

실습: 재무회계 (40%), 부가가치세(30%) 

합격기준 자격증 시험별로 이론, 실기 합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시험시간 60분 

시험일정 1년에 4회(4,6,10,12월 초)/ 2급과 1급은 동시 응시 가능함.  

응시료 자격증 시험별로 20,000원 

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국가공인) 

관련 학과목 회계학원론, 전산회계 회계학원론, 원가회계, 전산회계, 전산세무 

학습방법(예상기간) 
관련 수험서 1권 구입, 혼자 또는 스터
디그룹으로 학습/실습(1~2개월) 

관련 수험서 1권 구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룹
으로 학습/실습(2~3개월) 

홈폐이지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http://www.kacpta.or.kr) 

취득 적정학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성적장학금 반영 5점 6점 

비고 관련 학과목 성적 가산점 부여(각 과목별 교수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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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3급 기업회계2급 회계관리2급 

시험범위 
이론(객관식): 회계원리
(100%) 

이론(객관식): 회계원리, 원
가회계 

이론(객관식): 회계원리 

합격기준 70점 

시험시간 60분 80분 50분 

시험일정 1년에 4회(4,6,10,12월 초) 1년에 4회(3.6.9.12월) 

응시료 20,000원 20,000원 30,000 

주관기관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인증) 삼일회계법인(국가공인) 

관련 학과목 회계학원론 회계학원론, 원가회계 회계학원론 

학습방법(예
상기간) 

관련 수험서 1권 구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룹으로 학습
(1~2개월) 

관련 수험서 1권 구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룹으로 학습
(3~4개월) 

 

관련 수험서 1권 구입, 혼자 또는 스
터디그룹으로 학습(1~2개월) 

 

홈폐이지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http://www.kacpta.or.kr) 
삼일회계법인
(www.samilexam.com) 

취득 적정학
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1학년 2학기 

성적장학금 
반영 

5점 7점 5점 

비고 관련 학과목 성적 가산점 부여(교수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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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
용사3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1급 
ERP정보관리사 

(회계 2급) 

ERP정보관리사 

(회계 1급) 

시험범위 

이론: 회계원리 

실기: 회계시스
템운용 

이론: 재무회계, 원
가회계 

실기: 회계시스템운
용(재무회계, 원가회
계) 

이론: 재무회계, 원가관
리회계, 세무회계(국기
법, 법인세, 소득세, 부
가세) 

실기: 회계시스템 운용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론(객관식): 회계원론 

실기: 재무회계 

 

이론(객관식): 중급회계, 
부가세, 법인세, 원가관
리회계 

실기: 재무회계, 부가세, 
법인세 

합격기준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실기: 70점 
이론, 실기  각 40점 이
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이론, 실기  각 60점 이
상 합산평균 70점 이상 

시험시간 
이론: 40분 

실기: 60분 

이론: 60분 

실기: 80분 

이론: 80분 

실기: 100분 

이론: 40분 

실기: 40분 

이론: 40분 

실기: 40분 

시험일정 1년에 4회(3(필),5(실),9(필),11(실)월) 1년에 5회(2, 5, 7, 9, 11월) 

응시료 필기: 9,700원, 실기: 13,600원 25,000원 37,000원 

주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국가기술자격) 한국생산성본부(국가공인) 

관련 학과
목 

회계학원론, 전
산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전산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관
리회계, 전산회계, 전산
세무, 조세법총론, 간접
세회계, 소득세회계, 법
인세회계 

회계학원론, 전산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관
리회계, 전산회계, 전산
세무, 간접세회계, 법인
세회계 

학습방법
(예상기간) 

관련 수험서 구
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룹으
로 학습/실습
(1~2개월) 

관련 수험서 구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
룹으로 학습/실습
(동영상강좌 활
용)(2~3개월) 

관련 수험서 구입, 스
터디그룹으로 학습/실
습(동영상강좌 활
용)(4~6개월) 

관련 수험서 구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룹으로 학
습/실습(1~2개월) 

관련 수험서 구입, 혼자 
또는 스터디그룹으로 학
습/실습(동영상강좌 활
용)(4~6개월) 

홈폐이지 http://license.korcham.net 

접수기간 

취득 적정
학기 

1학년 1학기~2
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2학년 1학
기 

3학년 1학기~3학년 2학
기 

성적장학
금 반영 

5점 6점 7점 

비고 관련 학과목 성적가산점 부여(교수재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