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작성과 이해
재무제표를 모르고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가 어떤 모양으로 작성 될까요?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이해·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
- 기본 계정 과목의 해설과 이해
- 유형과 사례를 통한 이해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내재가치를 읽고 절제 및 자금조달과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 등을 자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육

■ 교육대상
• 중소기업체 CEO, 관리자, 경영관리, 영업, 재무, 기획, 심사, 인사, 총무 전산 부문의 실무자
• 회계와 경영지식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회계를 필요로 하는 직장인
• 회계의 기초를 다지려는 원가(원가 기획.개선,혁신)부문관리자와 실무담당자
• 비전공자나 전반적인 회계 지식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직장인

■ 교육내용
강의 내용

일시

• 자산, 부채, 자본의 이해
• 수익, 비용의 이해

재무제표 계정과목 해설

•
•
•
•

재무제표 작성

04월 18일
(목)

재무상태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자본변동표 작성
현금흐름표 작성

• 재무제표 분식의 개념과 목적
• 분식의 유형과 사례
• 분식의 발견 기법

재무제표 분석과 분식 발견 방법

• 매출액 추정방법, 매출원가 추정
• 추정재무제표 작성사례

미래 손익 추정

•
•
•
•

기업가치평가기본

기업가치평가 방법 및 해설
DCF에 의한 가치평가 기본
EVA의 의의와 계산법
EVA에 의한 가치평가

* 본 원의 사정으로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수강료
구분

1사 1인

1사 2인 이상

비고

수강료

170,000원

150,000원

교재 및 중식 제공

* 입금안내 : 신한은행 140-008-928992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
* 부가세 면제, 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요망

■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04월 18일(월) 10:00 ~ 17:00

•

장 소 : 현민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9-20
(도로명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35)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스타벅스 골목 진입후 약 150m
 현민빌딩 4층 교육장
 약도는 하위 이미지 참조

수강신청하기
■ 교육 문의
Tel : 02-508-7002 (대표)
070-7730-4591 (직통)

E-mail : value@kiv.or.kr
Fax

: 02-508-2752

* 교육연기 및 취소시, 전화 또는 E-mail로 연기 및 취소 여부에 대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 교육참가인원의 규정인원 미달로 인해 교육이 취소될 경우에는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기재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