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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ke your success!

2019년 세무사 합격 Study Guide

3. 국가공인 회계관리 자격시험 종류 및 난이도

4. 재경관리사 시험 일정
회차

접수 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

65회

2018. 01. 04 ~ 2018. 01. 15

2018.01.27(토)

2018.02.02

66회

2018. 03. 01 ~ 2018. 03. 12

2018.03.24(토)

2018.03.30

67회

2018. 05. 03 ~ 2018. 05. 14

2018.05.27(일)

2018.06.01

68회

2018. 06. 28 ~ 2018. 07. 09

2018.07.21(토)

2018.07.27

69회

2018. 08. 23 ~ 2018. 09. 03

2018.09.16(일)

2018.09.21

70회

2018. 11. 01 ~ 2018. 11. 12

2018.11.25(일)

2018.11.30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천안

비고

국가
공인

5. 재경관리사 시험요강
시험시간

14:00~16:30(150분)

시험과목

3과목(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각 과목별 40문항

합격기준

전과목 과목별 70점(100점 만점) 이상

응시료

70,000원

시험접수 및 발표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www.SamilExam.com)

II. 재경관리사 준비하기
1. 아이파경영만의 체계적인 합격시스템

패키지신청시

188

아이파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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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회계·경영 자격증 가이드

2. 최고의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합격전략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및 고급회계의 일부분이 포함되어있어, 수험범
위는 방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시험범위 중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
요합니다. 특히,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의 특성상 재고,유형,무형,유가증권 및 사채 등 기본
적인 부분들이 자주 출제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회계의 영역인 관계기업, 회화환산 및 파
생상품부분들도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기초적인 내용들만을 보고, 자
주 출제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챕터별로 기준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을 익숙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묻는 문제를 득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론부분
을 여러 차례 정독하며 익숙하게 해놓은 후 시험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자주 틀렸던 부분을 표
시해놓고 1-2시간 전에 읽고 가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가회계는 전반적인 난이도가 재무회계에 비하여 높지는 않으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스킵하는 부분이 없이 공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원가계산의 기초부분인
간접원가 배분과 종합원가 계산부분은 문제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되
었을 때 정답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회계는 조세총론 및 국세기본법 내용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 전범
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혼자하기에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주요한
각 세법내용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및 연습을 통한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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