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명

교수명 (한글) (영문)

소속

직위

전공분야

학력사항

연구/경력사항

과목개요

강의목표

출판사 연도

경문사 2021

순번 년월일 차시유형

1 2021.09.01(수) 대표차시

2 2021.09.03(금) 추가차시

3 2021.09.03(금) 추가차시

4 2021.09.08(수) 대표차시

5 2021.09.10(금) 추가차시

6 2021.09.10(금) 추가차시

7 2021.09.15(수) 대표차시

8 2021.09.17(금) 추가차시

9 2021.09.17(금) 추가차시

10 2021.09.22(수) 대표차시

11 2021.09.24(금) 추가차시

12 2021.09.29(수) 대표차시

13 2021.10.01(금) 추가차시

14 2021.10.01(금) 추가차시

15 2021.10.06(수) 대표차시

16 2021.10.08(금) 추가차시

17 2021.10.08(금) 추가차시

18 2021.10.13(수) 대표차시

19 2021.10.15(금) 추가차시

20 2021.10.15(금) 제3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추가차시

(한글) 금융상품회계 (영문) Accounting for Financial Instruments 이수구분: 전공선택

가톨릭대하교 회계학과

교수

기업가치평가, 재무제표분석, 재무회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학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Olin Business School, MBA(석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박사)

교수프로필

김종일 JONG-IL KIM

교재

도서명 저자

IFRS 중급회계 (최신판) 정운오 외 3인

12장 금웅자산 I 제1절 지분투자

제4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위한 분류

IFRS로 인해 금융상품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에서 이루어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회계기준을 심도있게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때때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습과 사후적인 복습이 요구된다. 특히 교재

내의 예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다. 시험에 닥쳐 한꺼번에 학습할 경우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

의일정에 맞추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주 연습문제 과제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재여부

교재

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2008.03~현재)

전, Deloitte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컨설팅본부

전, EY 한영회계법인 국제본부

전, 한국씨티은행 기업여신심사팀

전,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본부 Equity Capital Market

전, 삼성화재 기업연금파트

11장 금융상품

11장 금융상품 제4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위한 분류

12장 금웅자산 I 개요, 제1절 지분투자

11장 금융상품 제2절 파생금융상품

11장 금융상품 제3절 금융상품의 재무제표상 표시를 위한 분류

11장 금융상품 제3절 금융상품의 재무제표상 표시를 위한 분류

강 의 명 주차강의별 설명

강의 소개 교과목 개요, 주요 강의 내용 REVIEW

11장 금융상품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 제2절 파생금융상품

본 과정의 주요 목표는 (1)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금융상품별 해당 국제회계기준의 이해 및 적용 (3) 금융상품별 여러 가지의 회

계 절차가 기업의 재무재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강자들은

(1) 서로 다른 회계 절차들이 기업의 재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2) 회계에 관련이 있는 정보와 비관련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3) 일상적 상황에서 뿐만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도 회계의 개념과 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

(4) 회계의 개념과 절차를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며,

(5) 기업과 관련된 회계 및 기타 정보들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금웅자산 I 제2절 채권투자

12장 금웅자산 I 제2절 채권투자

12장 금웅자산 I 제2절 채권투자

12장 금웅자산 I 제2절 채권투자

12장 금웅자산 I 제2절 채권투자

12장 금웅자산 I 제2절 채권투자

13장 금융자산 II 제1절 수취채권과 대여금

13장 금융자산 II 제1절 수취채권과 대여금

13장 금융자산 II 제2절 금융자산의 제거

13장 금융자산 II

13장 금융자산 II

제3절 금융자산의 제거, 제3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 2021.10.20(수) 대표차시

22 2021.10.27(수) 대표차시

23 2021.10.29(금) 추가차시

24 2021.11.03(수) 대표차시

25 2021.11.05(금) 추가차시

26 2021.11.05(금) 추가차시

27 2021.11.10(수) 대표차시

28 2021.11.12(금) 추가차시

29 2021.11.12(금) 추가차시

30 2021.11.17(수) 대표차시

31 2021.11.19(금) 추가차시

32 2021.11.19(금) 추가차시

33 2021.11.24(수) 대표차시

34 2021.11.26(금) 추가차시

35 2021.11.26(금) 추가차시

36 2021.12.01(수) 대표차시

37 2021.12.03(금) 추가차시

38 2021.12.03(금) 추가차시

39 2021.12.15(수) 대표차시

제3절 퇴직급여

제2절 사채회계

제2절 사채회계

제2절 사채회계, 제3절 금융부채 조건의 차이 및 조건의 변경

제3절 퇴직급여

제3절 퇴직급여

14장 특수한 지분투자와 영업권

15장 금융부채

15장 금융부채

15장 금융부채

15장 금융부채

15장 금융부채

15장 금융부채

24장 종업원 급여

24장 종업원 급여

24장 종업원 급여

24장 종업원 급여

24장 종업원 급여

24장 종업원 급여

24장 종업원 급여

제3절 금융부채 조건의 차이 및 조건의 변경

개요, 제1절 종업업급여의 정의와 분류

제2절 단기종업원급여

제3절 퇴직급여

제3절 퇴직급여

총정리 총정리

24장 종업원 급여,

20장 주식기준보상

제4절 해고급여, 제5절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제1절 주식기준보상 주요 용어

제2절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 원칙

14장 특수한 지분투자와 영업권

14장 특수한 지분투자와 영업권

14장 특수한 지분투자와 영업권

개요, 제1절 특수한 지분투자와 재무보고

제2절 지분법적용투자

제2절 지분법적용투자

제3절 영업권

개요, 제1절 금융부채회계

제1절 금융부채회계, 제2절 사채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