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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정보 - 강의장 : 온라인 |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등
- 기간 : 평생 소장
- 상세페이지 : https://www.fastcampus.co.kr/fin_online_acc/
- 담당 : 패스트캠퍼스 직무교육사업팀
- 강의시간 : 약 600분 (약 11시간)
- 문의 : 02-501-9396

강의목표 - 회계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킹
- 회계 입문에 꼭 필요한 계정과목을 다양한 예시 사례를 통해 학습 
- 재무제표 활용방법과 업종별 필요항목 이해

강의요약 - 회계의 탄생(기원)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회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재무제표 3요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세부적으로 읽어내기

- 다양한 기업사례를 예시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하는 계정과목 설명
- 업종별 중요하게 봐야하는 Key-point 설명
- 직장에서 회계 활용방법

강의특징 나만의
속도로

낮이나 새벽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의 스케쥴대로 수강

원하는 곳
어디서나

시간을 쪼개 먼 거리를 오가며 
오프라인 강의장을 찾을 필요 없이 어디서든 수강

무제한
복습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내것이 되기에 이해가 안가는 구간 몇번이고 재생

https://www.fastcampus.co.kr/fin_online_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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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Chapter 01.

미움받는

'회계' 이야기

01. 언제부터 회계가 시작되었을까?

02. 수.포.자도 회계는 가능하다!

03. 당신이 아는 그'회계'가 아니다!

04. 10년 전 공장비용, 왜 장부에 적나?

05. 회계, 이렇게 사용해 보자!

06. 회계렌즈로 경제안목을 키워보자!

07. 숫자가 같아도 다 같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Chapter 02.

얼마버니

성적표

'손익계산서'

01. 재무제표 무엇을 보여주나요?

02.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슨차이인가?

03. 수익과 이익을 늘리는 5가지 방법

04. 매출액의 숨겨진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05.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슨 비용인가?

06. 대부분의 OO율(률)은 손익계산서 숫자로부터 시작된다!

Chapter 03.

컨트롤 타워
'재무상태표'

01. 회사 '자산(재산)'에 관한 정보 요약 표

02. 나영석은 tvN의 자산인가? 자본,부재인가?

03. 한글인데 왜 회계어는 이해하기 어려운가 !

04. 회사도 주식투자 한다!

05. 회전율이 중요한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06. 피라미드형 VS 역삼각형 어느 재무상태표가 좋을까?

07. 부동산, 내돈(자본) 없어도 빌려서(부채) 사야하나?

Chapter 04.

돈이 도는
현금 사이클
'현금흐름표'

01. 이익과 현금의 차이 'Cash Flow'

02. 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현금흐름 패턴

03. 죽어가는 기업도 살릴 수 있는 CASH(현금)

04. 주석 살펴보는 노하우!

05. 주석 1번으로 기업 지배구조 파악하라!

06. 재무제표 읽기 실습 및 Quick check 5

07. 회계가 가장 쓸모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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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워런버핏’처럼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01. 경기민감도가 높은 '반도체업'

02. 확장전략의 '소매유통업'

03. 유동성을 포함한 재무탄력성이 관건인 '건설업'

04. 건조설비 대응능력으로 판가름하는 '조선업'

05.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에 따른 '철강업'

06. 안정성 및 ROE로 살펴보는 '은행업'

07. 제품 라인업과 생산능력에 따른 '자동차업'

08. 연구개발실적(R%D)에 따른 제약.바이오업

09. 경쟁이 심화되는 '운송업과 물류업'

10. 경계가 없는 '엔터테인먼트업'

Chapter 06.

직장인이여,
회계로 업글하라!

01. 신입사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회계 활용

02. 대리님을 위한 경쟁사 재무제표 분석의 활용

03. 과.차장급 이상을 위한 원가관리 및 손익분석에의 활용

04. 부장급 이상을 위한 장.단기 의사결정에의 활용

Chapter 07.

회계(재무제표)
활용백서

01. 누구나 알아야 할 회계 기초 과정

02. 자사 및 경쟁사의 재무제표 분석 과정

03. 투자자를 위한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 과정

04. M&A를 위한 실제 Valuation 과정

05.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신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