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학 원론 (WIP, 3 학점), 2018.05.29 (last update)

회계학은 경제 주체들의 경영 활동, 예를 들어서 조직의 생산/역무 자산을 운영한다든지 재정 감독 활동, 여타 경제 주체들과의 대차/자본 거래, 또는 감독 기구에 대한 보고에서 발생하는 자료-정보를 기록, 관리, 이용하여서 재차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생산, 제공까지 범위에 둔 응용 학문이다.

여기서는 회계학 강의 전에 필요한 개념들을 요약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회계학의 역사와 경제학과의 관계 ('루카 파브리지오' eg.)
1.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과 계측(measurement) 지표

1. 회계적 인식(recognition) 기준
경영 주체(business entity) 기준: 인지(과거나 미래 시점 이익이지만 발생이 법익/의무 관계에서 확실한 손익이나 자산 eg.), 발생(회기내 경상/자본 영업 이익 eg.), 이연(이연 조세 부채나 이연 자산 eg.) 기준
감독 기구(surveilance entity) 기준: 관계 법령(조사인: 감사인,이 보고해야 하는 특정 계정들로 포괄 이익이나 파생 상품 별도 공시  eg.), 또는 급부 행정 법리(leisverwaltungrecht) 기준 (sumptuary law cf.)

1. 계정(들)과 보고서의 분류

자산 (debit)
상품: 상품, 중간품, 원자재 (양수권의 현실화: 완료), 재고, 반품, 위탁품, 운송 중인 상품, 양도 계약, '데이터베이스', 외.
현금성 자산: 물품 보관증, 현금 (외환 포함), 수표, 단기 어음, 우표나 인지, 창고 보관증, 상품권, 은행 보관증, 외.
고정 자산 (생산 설비 및 부동산): 운영/유휴 생산 설비 및 부동산, '리스' 자산, -감가상각비, 외.
투자 자산: 주식, 정부채, 지방채, 회사채, 해외 발행 채권, 현금성 양도 증서, 외환 '스왑'이나 양도-양수/매도-매수 계약, '플레인 바닐라 옵션', 지수(index) 교환 계약, 외.
충당금 및 상각금: 대손 상각, 자사주 상각 충당, 감모 상각 충당, 원자재 구매 충당, 외.
미수금: 위탁 판매 매출,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 선지급 임금, 외.
이연 자산: 이연 세금 (부가가치세), 이연 수익, 외.
파생 상품: 현금 수급 계약, 물품 수급 계약, 외환 수급 계약, 선물 계약, 파생 상품, 외.
지적 재산권
영업권 (미국)

부채 (debit)
차입금: 발행 회사채, 양수 계약의 현실화, 줄 어음, 발행 수표, 외.
미납금: 매출 미납금(위탁 판매 포함), 외.
외상 매입금: 상품-비품, 원자재 (생산 활동 관련), 할부금, '리스'료, 외.
미지급금: 임금 (기본급, 성과급, 복리 후생비,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공적 보험/연금 납입 준비금, 배당 준비금, 외.
연금: 회초 연금 평가 부채, 연금 평가 증가분, 외.

수익 (debit)

자본 (credit)
발행주: 보통주, 자기주, 우선주, 전환주, 외.
자본 잉여금: 전년 순이익, 투자 자산 평가 손익, 회기후 상각 복구, +이연 조세, 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 자본 재평가 손익, 연금 평가 손익, (-배당), 외.
사업 준비금: 각 '프로젝트'별, 
자본 비용화 연구비 (영업권, '유럽')

비용 (credit)
자산성 비용: 전열비, 선전비, 보험비, 수리비, 임대비, 등록비, 영업비, 통신비, 물품비, 출장-운임비, 사무-유지비, 연금, 연구비(기간성), 경조사비, 용역비, 판매비, 대손 상각비, 토지/부동산 원상 복구비 외.
자본 비용: 회사채 발행, 주식 발행, 회사채 할인/감모 상각, 자사주 감자/상각, 환경 복구비, '스톡 옵션', 연구비 (자본화->), 자본화 '리스' 평가 손익, 이연 조세, 조세, 외.
세무 회계 기준:
직접세, 간접세, 일반세, 목적세, 중앙세, 지방세, (취득세, 금융/거래세, 판매세, 신고-등록세) 법인세, 근로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외.

(직접법)
총계정 원장 (현금 계산서 icld.)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포괄 대차대조표, 청산 대차대조표, 연결 대차대조표, eg.)
생산-수율 계산서
예산 부속서 (예측, 예보 포함)
자본 변동표
(간접법 외.)

1. 감사 단계론 (정책 단계론 cf.)
감사 위험 설정 모형의 차이 (미국, 국제), '트러스트'와 '카르텔', 공공 감사 모형, 외.
산업 분석 및 진입 위험율 산정 (생산 공정 경우, 관리 회계 응용 cf.) -> 내부 통제 위험율 산정 (부관 관련 내부 감사 이론 응용 cf.) -> 내부 통제 시험, 계정 감사 및 주 위험율 산정 -> 예측 위험율 (예측 표본 위험율 cf.) 적용 평가 및 의견 제출 -> 협회 정기 보고 및 품질 검사 -> 감사 의견 보정 및 첨부

1. 내부 통제와 주요 위험 요인
관리 활동, 위험 계측: assessment, measurement, ‘reckoning’ (assurance, evaluation, ‘beaconing’ cf.), 정보 처리, 임무 분리-자산 특성별 통제, 환경과 환류 (Market: Basel I, II, III agreement & risk-stratified asset classes I, II, III) 외.

1. 내부 통제 시험 및 감사 기법
재현(reperformance), 실험(examination), 분석 절차 (Analytical Procedure, 사고-판단 및 결부), 전/후 회기 비교 (bauch/trace), 부속/ 서류 조사 (inspection, footing cf.), 계수 (counting, footing cf.), 질의 (inquiry), 관찰 (observation), 부정/ 긍정 확증 절차 (confirmation)

1. R-지표 (공공 부문 포함)
물가 인상율(CPI, 생산자 '라스파예스', 공공 부문), 매도-매수/시장-생산-(집계)보고 환율, 특정 자산 위험율(beta), 재고 순환율, 채권(note) 순환율, 거시 경제 지표들, 외.

1. 회사법 (민법 중, 기업법, 공공 부문-보험 비용 포함, ‘스티글리츠’ eg.)
사단이나 단체, 법인의 종류
사단과 법인, 재단 법인
회사의 종류
투자 조합
일인 회사
합자 회사
유한 책임 회사
무한 책임 회사
주식 회사 (발기인, 조사인(감사인), 주주 조합, 주주 및 이사의 선임)
민사 회사 및 특수 회사 (고문 회사, 'SPC', '프로젝트' 회사 eg.)
임대, 운송 회사와 창고 사업자
금융 회사 (지주 회사, 보험 회사, 시중 은행, 은행법 cf.)
기업 연합, 결합 (TURST)
기업 합동
기업 연결
회사의 설립 및 인수-합병
인수 합병 종류, 분리 매각/설립, 외.

1. 재무 회계 일반 (내부 감사론, 준법 감시론 cf.)
ARR, IRR, CAPM, EI, MAcls/Acls., 외.
1. 원가 회계 (관리 회계론 cf.)
1. 경영 환경 일반

% 과학사 (3 학점)

[알케미]
합금(F, Ni, Cu, Er, Ti, Nd, eg.)의 발견, '불타는 돌'과 화약(S, Ni, Na, P, eg.)의 발명, '퀴리' 부인의 '크리스탈' 진동, 방사선(Po, Ur. & Derivatives)과 약한 핵력의 발견, '멘델례프' 주기율표, 소립자와 미립자 발견(Cyclotron cf.), '실리카'와 반도체-초전도체 (Si, Ga, Ge, C, Mg, eg.) 발명, 화학 '레이저'(C, He, H, Fl, Co, eg.)의 발명, 외.

[미자르]
원형인 지구 자전의 발견, 자기장의 이동과 나침반 발명, '케플러'-'코페르니쿠스'의 항성-행성, 타원형 지구 공전 발견, '호이겐스'의 망원경 발명('도플러' cf.), 빛과 파동의 발견, 은하계와 성운의 발견, 명왕성과의 '이별', 외.

[임페투스]
중력, 가속도, 질량, 전기력과 강한 핵력, '맥스웰'-'벨'과 전기 회로-전화의 발명, '테즐라'와 교류 회로, 통일장의 발견('러더포드', '보어', cf.), 도르레와 증기 기관의 발명, 자기 (공명 또는 기록) 장치의 발명, 외.

[돌핀]
멸종 화석의 발견, 종의 분류, '후크'와 현미경의 발명(영국 왕립 학사원 cf.), 세포의 발견, 유전 형질/법칙의 발견, 유전자의 발견, 유전자 지도, '인공 광합성', '인공 기관', '인공 지능', 외.

[히포크라테스]
'아스피린', '페니실린', 산, 염기와 단백질 핵형, 뇌와 간, 폐, 생식 기관, 심장, 신장, 내장들의 발견('이슬람' 의학 eg.), 혈액형/혈청과 '호르몬', 효소의 발견, '스템 셀'의 발견, 외.

[큐빗]
삼각비 발견, '루트' 포함 수 체계(Number System), 원주율, '0'과 무한대의 발견, 미적분의 발명 ('이슬람'/'힌디' 수학 cf.), '가우스' 소거, 대수학의 발명, 자연 '로그'의 발명, 외.


% 신학적 인간 (3 학점)
교부(Scholar)들의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사생관과 '가톨릭'의 전파, (원, 명, 청, 15 세기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