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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은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세금

에 대해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세무조사

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세

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수시로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과 

생소한 세무회계 용어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 세금납부나 절세 등 세금과 관련된 조언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사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을 근간으로 한 세무지식과 회계기준(K-IFRS)을 근간으로 

한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자영업자, 법인고객 등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

한 주체들을 위한 세무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와 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 그리고 공인된 권한들을 토대로 세

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세무회계의 전문가로서 조세관련 자문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회사나 금융기관의 세무총괄 담당자나 CFO와 같이 국내외의 세금과 

회계, 그리고 재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 개인사업자, 법인 등 세금을 내는 모든 주체들이 고객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무소 개업을 통해 정년없는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재

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과목(상법 또는 민법, 또는 행정소

송법)의 5과목을 객관식으로 진행하는 1차 시험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Preface



 

세무회계, 세법을 서술형으로 진행하는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있는 세무사

시험은 문제의 높은 난이도와 방대한 학습량, 합격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학

습시간과 비용 등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끊임없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

해야 하는 쉽지않은 시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무사가 된 본인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초심을 잃지않고 

끈기있게 학습에 전념한다면 2년이 지난 후 합격을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많

은 것들에 대한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스터디가이드를 통해 세무사 시험의 합격을 위한 불필요한 시

행착오를 줄이고 세무회계 전문가로서의 꿈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

랍니다.

CPTAKOREA 세무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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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I

1. 세무사란?

세무사란 국민(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들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의무자는 물론 세무관련 행정 관청의 

업무에도 기여하는 세무업무에 관한 조세 전문자격사입니다.

국민(납세자) 세무사 국가(세무관서)

세금부과

세금납부

재산신고대행
부당세금구제

세금행정조력

위임시무대행
납세제도
납세홍보

경제규모의 증대와 함께 국민(납세자)의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중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세무사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사의 업무

세무사는 국민(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

라 한다)를 수행합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

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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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7. 그 밖에 세무사법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실무수습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세

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시험의 일부면제를 받는 자) 는 1개월의 실무수습만 받으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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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의 진로 및 전망

세무사는 국민(납세자)과 국가(세무관서)와의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

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조세전문가입니다. 향후 개인 세무사 사

무실을 개업하거나, 여러명의 세무사들이 모여 합동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세

무사로서 일반기업이나 회계법인에 입사하면 전문자격인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합격 후 진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세무사의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다

음과 같은 다양한 진로선택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무소 개업

● 세무법인 설립

● 세무법인의 세무컨설턴트

● 일반기업의 세무회계담당자, CFO  

● 금융기관 PB센터의 VIP 세무 컨설팅

● 보험회사의 세금(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관련 업무 담당자 

● 회계법인의 세무파트 담당자

● 공기업, 정부기관(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에 취업

● 국세청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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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선배의 한마디!!

1. 간단한 Career Path와 현재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소개 해주세요.

세무사 합격 후 세무법인에 취업을 하여 법인세 조정 및 조세불복, 기업컨설팅 등

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실제 기업내부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어 LG그

룹계열사 재경팀으로 이직을 했고 몇년 동안 LG그룹계열사에서 세무 총괄업무

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은행에서 VIP를 위한 세무컨설팅(기업 세무 컨설팅, 개

인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세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세무사는 어떤 계기로 도전하게 되셨나요?

세무사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년 없이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에 세무사자격증을 알게되었습니다. 

세무사는 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고객뿐만 아니라 개인고객, 또는 소상공인 등 

우리주변에 두터운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변하는 세법으로 인해 세무

지식과 자문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크게 형성되어있기때문에내가 가지고 있는경

험과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문가로서 의미있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세무지식들을 통해 다양한 재능기부활동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세무사에 대한 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정국 세무사

現 하나은행 - 고액자산가 컨설팅 / 기업세무 총괄

現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강사

前 LG 실크론 세무팀장

前 다함세무법인 세무사

Special Section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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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ction ❶

그리고 향후 쌓게될 직장경험과 이를 통해 알게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제1의 인생뿐만아니라 준비된 제2의 인생까지 생각하다보

니 처음에는 관심수준이었던 세무사자격증이 이제는 꼭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3. 현재의 하고계신 업무에 세무사 자격증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LG계열사의 재경팀에서의 업무와 현재 은행에서 VIP 고객 컨설팅을 하는데 있

어 세무사 자격증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세무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쌓을 수있었던 다양한 지식들이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

는 인식을 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세무전문가로서의 올바른 상담을 위해 

매번 변경되는 세법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로인해 혼란을 느끼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유의미한 조언을 해주고 불

확실했던 재무계획들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의 쾌감은 직접 체험해보기 전에는 

모를것입니다^^

4.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세무사 자격증의 가장 큰 목적은 정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회사에서 60대까지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으면 정년 없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를 취득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은 아주 큰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입증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업무의 관계자나 고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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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원하는 

꿈과 미래를 위한 훌륭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대

기업의 회계나 세무팀에 취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 취업을 하

는데에도 유리합니다.  저처럼 금융기관에서 VIP 세무컨설팅을 수행할 수도 있

고요. 조직에서 근무하기 싫은 경우 개업을 하여 본인의 사업을 하면서 정년없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이 꼭 이렇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증을 취득하신 

개개인이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이 세무사자격증을 왜 취득하고 싶은지? 그리고 세무

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

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험이 시작되게되면 2년넘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합격을 위해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합니다. 이럴때 본인만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동기

부여가 되어있으시다면 합격하는 그날까지 슬럼프없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

을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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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 최소합격인원

세무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입니다.

■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가 아니라면 모두 응시가 가능합

니다.

※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세무사법·공인회

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9.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

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 그 통보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세무사 시험제도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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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응시자격

1) 당해 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2) 시험의 일부 면제에 해당하는 자

※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1.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 면제

2.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

● 제1차시험과목 면제대상 경력자(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해당자)

1)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면제대상 경력자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2항)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입력 또는 기재한 자에 한하

며, 사무종사경력기간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국경리)와 행정세에 

종사하지 않은 기관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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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재정학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

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 시험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2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

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및 등록

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관식

논술형

■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시험

1교시
재정학

세법학개론

09:30 ~ 10:50

(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회계학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11:20 ~ 12:40

(80분)

제2차시험

1교시 회계학 1부
09:30 ~ 11:00

(90분)

과목별 

4문항

2교시 회계학 2부
11:30 ~ 13:00

(90분)

3교시 세법학 1부
14:00 ~ 15:30

(90분)

4교시 세법학 2부
16:00 ~ 17:30

(9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시험 전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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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절차

■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3월 둘째주 월요일 ~ 3월 셋째주 수요일

※ 제2차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2)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3)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파일

(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

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4)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수수료 : 30,000원(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

우 100분의 60 환불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1)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결제대행 수수료(카드결

제·계좌이체비용)가 소요됩니다.

2)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10,000원)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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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등록카드 사본 1부

1) 인지력자(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합니다.

2)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3)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세공무원교육원(taxstudy.nts.go.kr)의 자료실(123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5) 경력증명서 등 제출 해당자 중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표를 2부 출력받아 1부는 경

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맨 앞에 부착하여 세무공무원교육원 고

시계(우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제출해야합니다.

6) 접수마감일자는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머지 1부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

합니다.

7) 서면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5 제3항의 개정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 이미 제출

한 자로서 그 후 시험의 일부면제 적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합

니다.

●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1)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

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가능합니다.

2)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합니다.

■시험준비물

- 제1차시험 :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계산기

■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 시기

1) 제1차 시험 : 국세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매년 5월 발표

2) 제2차 시험 : 국세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매년 10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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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발표 방법

1) 국가자격시험(세무사 홈페이지) 및 ARS(060-700-2009)를 통해 발표합니다.

2) 4일간 ARS(1666-0100)를 통해 합격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5) 

- 발급방법 : 국세청 방문 후 직접 발급가능합니다.

4. 합격자 결정 및 시험합격 후 실무수습

■ 제1차 시험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 절대평가)

■제2차 시험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세무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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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레벨 2의 65점 625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52 131 - 350 375 레벨 2의 43점 375

※ 청각장애인(2급,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합니

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

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합니다.

※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가 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 제출기간 : 원서접수 시 성적입력으로 대체합니다.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성적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 요구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의 조회결과 부적격자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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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에서 성적표 재발

급이 불가능 하므로 원본성적을 미리 발급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시 원본제출이 필요)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q-

net.or.kr/site/semu)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

지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CPTAKOREA

26

세무사 답안지 미리보기
Special Section ❷



The Road To Success!

27



세무사
CPTAKOREA

28

Special Section ❷



The Road To Success!

29



세무사
CPTAKOREA

30

Special Section ❷



The Road To Success!

31





1. 과목별 학습순서

2. 세무사 합격유형별 학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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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사 학습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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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별 학습순서

세무사 시험은 크게 회계, 세법, 재정학, 선택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은 회계와 세법과목이며 이 과목들은 향후 2차 시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학습초반부터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아야 합니다.

기초적인 회계학습을 한 후 세법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도 재무

회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의 뿌리인 회계원리 학습 

후 중급재무회계를 통해 각종 재무제표와 거래, 그리고 계정항목들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세법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세법학
세무사 2차

세법학 1,2부시험 

세법
세무사1차 

세법시험

 

세무회계
세무사 2차 

회계학2부시험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무사1차 

재무회계시험

세무사 2차

회계학1부 시험

회계원리
원가관리

회계

세무사1차 

원가관리회계

시험

재정학
세무사1차 

재정학시험

상법
세무사1차 

상법시험

민법
세무사1차

민법시험

세무사 1차 학습 세무사 1차 

시험

세무사 

2차 시험

세무사 

2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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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는 달리 세법을 세무회계와 세법학으로 분리

하여 시험이 구성되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희망하신다면 세무사 1차수험 학습시 이 부

분을 염두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2. 세무사 합격유형별 학습전략

세무사 시험은 총 2번의 시험을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이 되는 시험이며, 객관식으로 진

행되는 1차시험과는 달리 2차시험은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

을 위한 수험학습에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차 시험합격 후 해당 연도와 

그 이듬해의 1차시험만을 면제해주기때문에 시험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신에게 맞는 

중장기 학습전략 수립 후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임하는 응시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유예합격전략과 동차합격전

략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유예 학습전략(2년 학습 플랜)

세무사 유예합격이란 세무사 1차시험을 합격 한 이듬해에 2차시험 응시 후 합격을 

하는 수험전략입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세무사 1차시험 합격에 전력을 다해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세무사 2차 학습에 전념하여 다음해에 최종합격을 하는 전략

입니다.

이는 세무사 1차 시험을 10개월 ~ 1년 정도 앞둔 시기에 세무사 수험을 시작한 응시

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 세무사 동차 학습전략(2년 반 플랜)

세무사 동차합격이란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한 해에 세무사 2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으로서 동차합격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2차 시험을 염두해둔 학습계획이 필요합니

다. 이는 세무사 1차 시험을 1년 4개월 이상 앞둔 시기에 세무사 수험을 시작한 응시

생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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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시험준비생 및 합격생의 세무사 합격전략

■한국공인회계사(KICPA)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거나 1차시험 합격생들이 세무사에 도전하는 경

우가 많고 실제로 이러한 분들의 합격률은 높은 편입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중복되

기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 준비생들의 세무사 시험응시는 비교적 수월하며 한국공

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세무사 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들이 많지만 시험을 구성하는 언어와 시험 형태가 많

이 다르고, 한국세법대신 미국세법을 학습한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

만 전세계의 회계기준이 IFRS로 합쳐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회계사에 비해 상

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미국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동시 취득의 시너지효과를 활용

한 취업 및 이직, 또는 컨설팅과 자문을 생각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한국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제외한 국내의 다양한 세무·회

계자격증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의 과

목이나 문제구성이 세무사 1차와 많이 유사하며 1년에 총 6번의 시험응시가 가능합

니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응시생의 경우는 현재까지의 학습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응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경관리사 합격생의 경우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세무사 시험

에 도전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재경관리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

(KICPA)

 미국공인회계사

(A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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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회차 구분 대상인원(명) 응시인원(명) 합격인원(명) 합격률(%)

제55회(2018년)
제1차 10,438 8,971 3,018 33.6

제2차 6,534 5,331 643 12

제54회(2017년)
제1차 10,445 8,937 2,501 27.98

제2차 6,474 5,305 630 11.9

제53회(2016년)
제1차 10,775 9,327 2,988 32.04

제2차 6,036 5,020 634 12.62

제52회(2015년)
제1차 9,684 8,435 1,894 22,45

제2차 5,544 4,512 630 13.96

제51회(2014년)
제1차 8,588 7,240 2,218 30.64

제2차 5,939 4,787 631 13.18

제50회(2013년)
제1차 8,350 7,218 2,196 30.42

제2차 5,079 4,230 631 14.92

제49회(2012년)
제1차 7,842 6,691 1,429 21.36

제2차 4,392 3,593 654 18.2

제48차(2011년)
제1차 7,198 6,103 1,374 22.51

제2차 4,477 3,675 630 17.14

제47차(2010년)
제1차 5,494 4,515 1,710 38.87

제2차 4,107 3,308 640 19.35

제46차(2009년)
제1차 3,820 2,983 968 32.45

제2차 3,017 2,398 631 26.31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국 전문자격팀

세무사 시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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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유형별 최종합격 현황

구 분
일반 응시자 국세행정 경력자

금회 합격자 전회 합격자 10년 이상 경력자 20년 이상 경력자

제55회

(643명)

295명 322명 18명 8명

(45.9%) (50.1%) (2.8%) (1.2%)

제54회

(630명)

211명 381명 23명 15명

(33.5%) (60.5%) (3.6%) (2.4%)

제53회

(634명)

234명 333명 40명 27명

(36.91%) (52.52%) (6.31%) (4.26%)

제52회

(630명)

207명 346명 42명 35명

(32.6%) (54.9%) (6.7%) (5.6%)

제51회

(631명)

180명 381명 48명 22명

(28.5%) (60.4%) (7.6%) (3.5%)

제50회

(631명)

221명 307명 59명 44명

(35.0%) (48.6%) (9.4%) (7.0%)

■ 제55회 세무사 2차시험 통계자료  

최고득점, 최고령, 최연소

구 분 최고득점 최 고 령 최 연 소

최고득점자 73점 60년생 97년생

성별 합격자 현황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여성합격자 비율

합 격 자 643 417 226 35.15%

점수 현황 

과목 응시자수(명) 평균점수(점) 과락자수(명) 과락률(%)

회계학 1부 5,331 38.12 2,794 52.4

회계학 2부 5,261 34.69 3,170 60.3

세법학 1부 4,529 40.38 1,913 42.2

세법학 2부 4,502 44.25 1,268 28.2

※ 제55회 세무사 2차 : 대상 6,534명 / 응시 5,331명 / 합격 643명(12.06%)

※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커트라인 :  54점

(단위 : 명) 

(단위 : 명, %) 

(단위 : 명, %) 

Special Section ❸



       

1. 세무사 1차 시험

⊙ 회계학 ⊙ 재무회계

⊙ 원가관리회계 ⊙ 세법

⊙ 재정학 ⊙ 상법(회사법)

⊙ 민법

Special Section 4. 제53회 세무사 1차 출제평

2. 세무사 2차 시험

⊙ 회계학 1부 ⊙ 회계학 2부

⊙ 세법학 1부·2부 

Special Section 5. 제55회 세무사 2차 출제평

3. 토익

Special Section 6. 토익개정요약

4. 지텔프 Level2

⊙ 지텔프 Level2 시험소개 

⊙ CPTAKOREA 지텔프 Level2 과정내용

4
세무사 과목별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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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1차 시험

■학습방법

세무사 1차 시험은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을 넘겨야 합격하는 절대평가방식으

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에서는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고,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은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선택하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본

격 수험학습 전 과목별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방법으로는 세무사 1차 구성과목에 대한 정규이론 

강의수강과 교과서 정독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확실한 내용정리가 요구됩니

다. 그리고 1차 시험 3 ~ 4개월 전에는 객관식 문제풀이와 핵심요약을 통해 1차 시험

준비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때 시험응시 전년도까지의 기출문

제를 반드시 풀어봄으로써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통한 이론학습 후 실제 시험을 대비한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시에는 쉽게 풀

리지 않는 까다로운 문제들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득점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수험학습 전 동차합격을 할 것인지 유예합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

장기 전략을 수립한 후 본격학습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동차합격을 생각한다면 1

차·2차 공통과목인 회계학, 세법을 위한 충분한 학습시간을 통해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으며, 회계학과 세법 위주로 기초를 다진 후에 재정학, 상법을 공부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사시험의 범위는 방대합니다. 모든 범위를 모두 마스터 하겠다는 것은 아주 위

험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으로 공부한 부분은 반드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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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재무회계 +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 과목안내

회계원리에서 시작하여 중급회계를 거쳐 세법까지 이르게 되는 일련의 학습과정은 

세무사 시험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효과적

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의 기초가 되는 회계원리부터 기초를 탄탄히 쌓아가

며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중 2교시에 응시하게 될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

성됩니다. 출제비중은 재무회계가 70%, 원가관리회계가 30%정도 차지합니다. 이

러한 회계학은 세무사 시험 1차, 2차 모두에 걸쳐 출제되는 시험과목이며 세법을 위

해 필수적으로 선행학습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을 구성하는 회계학 범위는 회계원리부터 재무회계, 고급회계 일부

분, 그리고 원가회계까지 회계학에 대한 전부분입니다. 

● 회계학 합격전략

● 회계학 학습순서

① 재무회계 : 기초회계(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② 원가회계 : 기초원가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학은 기초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회계원리 학

습을 통해 각종 재무제표와 계정항목, 그리고 각종 거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회

계학의 기초를 쌓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급회계 학습 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

계, 세법(특히 법인세법)으로 학습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재무회계분야 학습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

료이므로 교과서에서 공부한 내용과 수시로 비교·검토하고 회계기준에 대한 회계

이론적 관점에서의 비판·평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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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학습방법

세무사 1차 시험에서의 회계학은 대부분 계산문제이므로 반드시 직접 풀어보아야 합

니다. 즉 기본서로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개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한 뒤, 기출문

제와 예상문제들을 중심으로 계산문제 풀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학습이 효과

적입니다. 즉 회계학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상태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반복

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시간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는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과 함께 빠른 순발

력을 요구됩니다. 따라서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며 

풀이과정을 작성하여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원가관리회계는 회계원리가 선행된 후 수험생 개개인의 수험학습계획에 따라 원가

관리회계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급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병행해도 

무관하지만, 회계원리를 먼저 학습한 후 중급회계나 원가관리회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러 교재를 참고하기 보다는 하나의 기본서를 통해 내용정

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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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회계원리 + 중급회계 + 고급회계)

● 출제비중(회계학개론-재무회계)

내용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비율

회계이론 1 1 - 6 9 4 2 1 1 1 2 3 2 3 2 2 40 9.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 - - - - - - 2 2 - 1 2 - 1 1 10 2.5%

현금흐름표 1 2 2 - 1 2 - 2 1 - 3 - - 1 1 1 17 4.2%

수익•비용의 

인식
3 2 2 1 1 2 1 1 2 1 1 3 2 2 2 1 27 6.6%

유가증권 1 2 1 2 - - 4 - - - 2 - 2 - 1 3 18 4.4%

수취채권 2 2 1 2 1 - 1 3 - - - - - - 1 - 13 3.2%

재고자산 3 2 4 1 1 3 4 3 4 2 2 3 2 2 3 3 42 10.3%

유형•무형자산 5 5 3 3 3 1 2 3 5 6 9 8 7 8 3 5 76 18.6%

투자자산 1 2 2 1 1 1 - - 1 1 - 1 - 1 3 - 15 3.7%

유동•비유동부채

(충당부채포함)
5 1 3 2 - 2 2 3 2 6 3 3 3 5 4 3 47 11.5%

자본금•

잉여금•EPS
2 4 4 2 2 1 5 1 2 1 1 1 3 1 1 2 33 8.1%

회계변경•

오류정정
1 2 2 1 1 2 1 2 - 1 1 - - 1 - - 15 3.7%

리스회계 1 - 1 1 1 1 1 1 1 1 1 1 1 - 2 - 14 3.4%

연결(지분법포

함)•합병
- 1 2 1 1 3 1 1 3 - - - 1 - - 3 17 4.2%

물가변동회계 - - - - - - - - - - - - - - - - - 0.0%

이연법인세회계 - - - 1 1 1 1 1 1 - - - - - - - 6 1.5%

주식매수선택권 1 1 - - 1 1 - 1 - 1 - 1 - 1 1 - 9 2.2%

선물환•기타 - - 1 1 1 1 - 2 - 2 - - - - - 1 9 2.2%

소계 28 27 28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408 100.0%

● 재무회계 과목안내

재무회계는 모든 회계학 과목과 세법의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세무사 업무영역에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 실무 외에 2012년부터 기업의 자본금진단 업무가 추가되어 재

무회계에 대한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회계원리를 공부한 후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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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습니다. 또한 1차 회계학시험 준비에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풀이시간의 부족함

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원인은 회계에 대한 기초없이 문제풀이연습에만 치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와 문제풀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

니다. 중급회계가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면, 고급회계에서는 

두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합치는 합병과 연결회계가 주요내용을 차지합니다(중급회

계 : 22문제, 고급회계 : 3문제 - 계산형 문제 : 18문제, 이론형 문제 : 7문제). 이러

한 고급회계는 전체내용보다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것

이 효율적입니다. 

● 재무회계 구성과목별 합격전략

최근 Global 회계기준으로서 한국에서도 채택한 K-IFRS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

야 합니다. 이후 재무회계 원칙, 자산·부채·자본에 해당되는 각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단순 내용암기가 아닌 그런 내용이 전개된 이론적인 배경 및 재

무회계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문제는 반드시 직접 계산하고 분개까지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하며, 자주 출제되

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1)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회계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회계원리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며 중급회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자 뿌리의 역할을 담당합니

다. 경영학을 전공한 수험생은 학교에서 듣는 회계원리 수업을 이해하였다면 중급회

계 학습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회계원리 수업을 듣지 않은 수험생이나, 회계원리

과목을 오래 전에 수강한 한 수험생은 회계원리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시작함으로써 

2차 시험까지 대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회계원리를 통해 꼭 이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각 재무제표의 역할

②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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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계처리(분개)를 하는 방법과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④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이해

⑤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의 구분

⑥ 화폐의 시간가치

 

또한 회계원리에서 학습하는 각 계정과목별 회계(현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 등)은 간단한 사례 정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으면 충분합니다.

 

2) 중급회계

회계원리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급회계를 배우게 됩니다. 회계원리에서 배

운 내용과 다른 주제를 배우는 것은 아니며, 회계원리에서는 가장 단순한 사례를 바

탕으로 기초적인 이해를 하였다면 중급회계에서는 좀 더 복잡한 사례를 주제로 하

게 됩니다.

 

중급회계의 경우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회계학은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므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아무것

도 남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습을 하더라도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 생기지만 복습을 하지않을 경우 2회독 때도 1회독 때처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강 후 바로 복습을 할 경우에는 설령 배운 내용이 바로 기억나지 않더라도 

2회독 때 더욱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독수를 높일수록 회

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논리구조를 갖춤으로써 문제에 대한 빠른 이해와 풀이

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 시험은 회계학 뿐만 아니라 재정학, 상법, 세법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공

부해야 하기때문에 예습대신 복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각종 거래들의 회계처리는 손으로 직접 해보아야 온전히 수험생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과

정을 생략하고 바로 숫자를 계산하는 스킬을 익혀야 하는데 수많은 회계처리를 통해 

숫자가 구해지는 구조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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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급회계

고급회계는 중급회계와는 달리 파생상품, 연결재무제표작성, 합병 등 학습하기 까다

로운 주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회계의 경우는 세무사 시험 1차 시험 기

준으로 2 ~ 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급회계의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출제 비중에 비해 학습분량이 방대하므로 고급회계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회계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40문제 풀이에 50분이

므로 모든 문제를 풀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급회계 부분은 철저한 선택과 집

중식의 학습이 효과적입니다.하지만 2차시험까지 염두해 둔다면 고급회계의 기본적

인 부분부터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1차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풀이 전략

재무회계는 개념정립 후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 속도감있는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최소 2회독 이상 충분히 학습한 후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서를 활용한 추가적인 학습이 효과적이며, 상법 등의 선택과목과 함께 80

분 동안 풀이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학에 투입 가능한 시간은 50분 정도뿐이

므로 계산형 문제는 최대 2분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① 실전에서는 문제번호의 순서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고 쉽게 답을 

찾을 것 같은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본서를 대상으로 기본개념과 체계를 다진 후 객관식 교재로 실전요령과 풀이방

법의 기술을 습득해야합니다. 기본서는 중요 주제의 이론과 예제(일부 연습문제)

를 중심으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처음 중급회계 기본서를 접할 때에는 중요 

부분의 반복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③ 객관식 문제의 풀이방법은 기본서를 학습할 때 이루어지는 분개위주의 방법이 아

닙니다.  따라서 객관식 교재를 대상으로 학습하는것이 좋으며 이때 본인의 수준

에 맞는 문제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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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재무회계이론 및 각론의 계산문제는 객관식용으로 출제가 되며, 법인세회계는 세무

사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2차에서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K-IFRS

가 도입되면서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과감히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K-IFRS의 대원칙인 공정가치

와 관련된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각론에서 공정가치 관련된 부분

은 숙지가 필요합니다. 

● CPTAKOREA 재무회계 구성과목

구분 과목명 강사명

기초

회계원리 Review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IFRS 회계원리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세무사 1차

기본이론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정규이론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객관식 문제풀이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세무사 1.5차

메인종합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심화종합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세무사 2차 회계학 1부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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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관리회계

● 원가관리회계출제비중

내용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비율

 CVP•변동원가계산 2 1 2 2 1 1 3 5 3 3 2 2 - 3 4 5 39 16.8%

원가계산(실제원가, 

표준원가 포함)
6 5 5 6 4 6 7 7 4 6 6 8 8 6 7 6 97 41.8%

의사결정 3 6 5 5 8 7 4 3 6 3 6 5 6 4 4 4 79 34.1%

기타 1 1 - 2 2 1 1 - 2 3 1 - 1 2 - - 17 7.3%

소계 12 13 12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232 100.0%

● 원가관리회계 과목안내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제작되는 재무회계와는 달리 원가관리회계는 회사 내

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회계과목으로서, 원가관리회계는 회계학의 

35%(40문제 중 약 10 ~ 12문제)를 차지합니다. 또한 원가관리회계는 세무사 1·2

차시험에 모두 출제되며 1차시험에서는 회계학으로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부에서 

다루어집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재무회계에 비해 출제비중이 낮으나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재

무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

점을 위한 전략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관리회계파트에서는 단원

별로 서로 상이한 풀이방법을 통해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관리회

계를 학습하기위해서는 관리회계 전체에 걸쳐 일관된 풀이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부분보다는 전체에 걸쳐 일관된 논리로 접근하는 학습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에서 하는 분개처럼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직접 표를 그려가면서 답

을 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답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과 직접 표를 그려가

면서 답을 구하는 것은 실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The Road To Success!

49

다른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복습 없이 2회독을 하는 것

보다 복습을 하면서 1회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 원가관리회계 합격전략

원가관리회계는 기본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 자체가 

세법이나 재무회계처럼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응용화된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풀이 방식으로 실제 시험

장에서 자연스럽게 풀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가관리회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이 원가의 흐름으로서 이 부분은 난

이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후 논의되는 많은 원가계산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흐름에 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1) 1차 시험

회계학 총 40문항 중에 15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분량

이 많은 재무회계에 비하여 합격을 위한 전략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범위에 걸쳐 모든 주제를 골고루 다루고 있으며 각 주제별 주요 사항들을 묻는 방

식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습방법은 지엽적인 부분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숙

지한 상태에서 주제별 주요 핵심사항들을 정리해 나간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2) 2차 시험 

회계학1부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며 1차 시험에 비하여 주어진 자료가 많아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자료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연습문제

를 통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정리에 대한 연습를 

철저히 한다면 실제 체감되는 난이도는 크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대비 연습문제를 통해서 대형화된 문제에 적응하

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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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가관리회계에서 고득점을 획득한다면 합격을 위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

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 주요내용들을 다루는 전형적인 문제들

을 선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장별 3 ~ 5문제 정도를 

선별해서 자료정리와 실제 답안작성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 CPTAKOREA 원가관리회계 구성과목

구분 과목명 강사명

기초 기초원가특강 이남재 회계사

세무사 1차

기본이론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최경민 회계사

정규이론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최경민 회계사

객관식 문제풀이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최경민 회계사

세무사 

1.5차

메인종합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심화종합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세무사 2차 회계학 1부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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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법인세법 출제비중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총칙 1 1 1 1 4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1 1 3 4%

익금 및 손금 종합 1 2 3 2 3 1 2 1 15 19%

접대비 / 기부금 1 1 1 1 1 5 6%

지급이자 1 1 1%

손익의 귀속시기 1 1 1 2 1 6 8%

자산 부채의 평가 1 2 1 4 5%

감가상각비 1 2 1 1 4 5%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연금

충당금
2 1 4 5%

대손충당금 1 1 1 3 4%

기타준비금 1 1 1 3 4%

부당행위계산부인 1 1 1 1 1 1 1 7 9%

과표 및 세액계산 2 1 1 1 1 6 8%

합병 및 분할 1 1 1 4 5%

신고납부절차 1 2 3%

기타법인세 1 2 2 1 6 8%

합계 9 9 9 10 10 10 10 10 77 100%

● 소득세법 출제비중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총칙 1 1 1 3 4%

이자소득 / 배당소득 1 1 1 1 1 1 6 8%

사업소득 1 3 2 1 1 2 1 11 14%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2 1 1 1 1 1 7 9%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1 2 1 2 1 7 9%

종합소득공제 1 2 2 1 2 8 11%

종합소득세액계산 1 1 1 1 1 1 6 8%

퇴직소득세 1 1 2 3%

양도소득세 1 3 1 2 3 2 2 1 15 20%

절차규정 / 기타 1 2 2 2 2 1 1 11 14%

합계 9 9 9 9 10 10 10 10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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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출제비중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총칙 2 2 1 5 7%

과세거래 2 2 3 3 1 2 1 2 16 23%

영세율과 면세 1 1 1 1 1 1 6 9%

과세표준 / 매출세액 2 1 1 2 2 1 2 11 16%

매입세액 1 1 1 3 4%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2 1 1 1 1 1 7 10%

세금계산서 / 절차규정 4 2 2 2 2 1 13 19%

간이과세 1 2 1 1 1 1 1 8 12%

합계 9 10 9 9 8 8 8 8 69 100%

● 국세기본법 출제비중

내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총칙 1 2 1 1 5 1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1 1 3 9%

납세의무 1 1 1 1 1 1 1 7 20%

납세의무확장제도 1 1 1 3 9%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1 1 1 1 1 5 14%

과세 1 2 1 1 1 6 1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

산금
0 0%

국세불복절차 1 1 1 1 4 11%

납세자의 권리 1 1 2 6%

합계 4 4 5 4 5 4 5 4 35 100%

● 전체  출제비중

내용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비율

국세기본법 4 4 4 4 4 4 4 6 4 5 4 5 4 5 5 5 71 11.1%

국세징수법 4 4 3 4 4 4 4 4 4 4 4 3 4 3 3 3 59 9.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 3 2 2 3 3 3 2 2 2 2 3 2 2 2 2 38 5.9%

조세범처벌법 2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31 4.8%

부가가치세법 9 9 9 9 9 9 9 9 9 8 8 9 8 8 8 8 138 21.6%

소득세법 9 9 10 10 9 9 9 8 9 10 10 9 10 10 10 10 151 23.6%

법인세법 9 9 10 9 9 9 9 9 10 10 10 9 10 10 10 10 152 23.8%

합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6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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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과목안내

세법개론은 매년 초 개정세법으로 인해 계속 변화하는 과목으로서 세법·시행령·시

행규칙 및 중요한 기본통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들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서에 충실한 이해위주의 공부

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나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드시 관련 법조문

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법과목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세법개론」 이라는 과목으로 객관식 문제

가 출제되고 있으며,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Ⅱ부」라는 명칭으로 계산형 주관식문제

와 「세법학Ⅰ·Ⅱ부」라는 명칭으로 논술형 주관식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세무사 시

험에서 세법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고

득점을 가져다주는 과목은 아니지만, 소홀히 할 경우 과락이 나올 수 있으며, 세무

사 2차 시험의 4과목 가운데 3과목이 세법이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 합격을 위한 가

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2차 시험에서 세법에 대한 비중은 절대적이므로 1차 시험 준비기간에 세법개론에 대

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2차 시험에서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법은 과목의 특성상 반복학습이 매우 중요하며, 1회독 시기에는 세세한 부분보다

는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산문제도 반드시 출

제되므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산식 등을 암기해두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계산

문제는 직접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종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70%정도 출제되고, 국세기본법이 

10% 그리고 나머지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에서 약 

20%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세무사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

일 것입니다. 이론적인 토대없이 방대한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다 

보면 투입한 시간대비 능률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므로 세법도 회계와 마

찬가지로 기본적인 논리의 틀의 형성하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이고 중요한 기본통칙에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세법교재의 중요한 시행규칙과 통칙도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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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합격전략

출제범위

세법학총론 국세기본법

주요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학습을 위해서는 세법강의를 빠르게 1회독 한 후 세법이론서를 1 ∼ 2회독

하여 세법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이중 

틀린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세법조항의 해당부분을 확인합니다. 시험 응

시 전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봄으로써 세무사 

1차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서를 2회독 이상하게될 때부터는 세세한 내용에 대한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

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서의 내용만으로 이해가 안되던 부분이 이

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시행규칙과 일

부 통칙 내용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준비는 힘들지만, 본인의 

기본서를 기준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확인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

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특징이 있습다. 

1차 시험을 앞두고 본격적인 객관식문제 풀이를 하는 것보다 평소 이론학습시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연습해야하며, 주요 판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정확

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법은 특성상 주요세목과 기타세목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주요 세목위주로 공부하고 시험이 다가오면 기타 세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

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의 세법개론 문제는 문제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시험범위 전반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항상 출제되는 문제

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꼭 맞추는 학습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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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AKOREA 세법 구성과목

구분 과목명 강사명

세무사 1차

기본이론 세법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장민 회계사

정규이론 세법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장민 회계사

객관식 문제풀이반 원가관리회계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장민 회계사

세무사 

1.5차

메인종합 세법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심화종합 세무회계연습 장민 회계사

심화종합 세법학입문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세무사 2차
회계학 1부 세법학 1부 김승철 회계사, 김재상 세무사

회계학 2부 세법학 2부 장민 회계사, 김재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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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

● 출제비중

분류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비율

공

공

선

택

이

론

후생경제학 3 1 1 - - - 1 2 3 1 3 1 3 1 3 2 25 3.9%

시장실패 5 3 5 3 3 1 2 1 - 2 1 2 - 1 - - 29 4.5%

공공재 5 2 5 3 1 4 6 2 2 3 2 5 5 2 5 5 57 8.9%

공공선택의 이론 2 5 6 7 5 3 1 2 2 2 3 1 1 2 - 1 43 6.7%

외부성 2 1 1 1 1 - 3 2 2 1 1 1 2 3 3 4 28 4.4%

소득분배이론 4 3 3 1 1 2 1 2 1 2 3 1 1 3 2 3 33 5.2%

소득재분배정책 3 2 2 2 - 1 - 1 1 1 1 1 1 1 1 1 19 3.0%

사회보험제도 1 1 1 1 2 1 3 2 2 3 1 2 2 2 2 3 29 4.5%

정부지출의 분석 2 2 1 - - 3 - 2 2 - 3 1 2 4 2 1 25 3.9%

비용편익분석 1 2 2 4 2 1 1 1 3 2 1 1 1 2 2 2 28 4.4%

조

세

이

론

조세의 기본원리 2 4 2 3 3 2 3 5 3 3 2 4 4 2 3 3 48 7.5%

조세와 초과부담 1 3 1 2 3 2 2 2 1 2 3 1 1 1 - 1 26 4.1%

조세귀착 4 4 4 4 5 4 3 4 4 5 4 4 3 3 4 4 63 9.8%

바람직한 조세

제도
1 1 1 - 2 5 6 3 4 4 3 3 2 3 3 1 42 6.6%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
1 2 3 3 3 1 3 2 2 2 1 1 3 5 3 5 40 6.3%

법인세 - 1 1 2 2 1 1 1 1 2 1 4 1 2 1 - 21 3.3%

조세제도의 개혁 - - - - - - - - - - 1 - - - - - 1 0.2%

조세와 노동공급 

및 저축
- - - 1 2 2 1 - 1 2 2 2 5 1 1 2 22 3.4%

조세와 투자 - - - 1 2 2 1 - 1 2 2 2 5 1 1 2 22 3.4%

조세와 재무관리 - 1 - - - 1 - - - - - - - - - 1 3 0.5%

재정적자와 국채 - - - 1 1 1 - 2 2 - - 2 1 - - - 10 1.6%

공공요금의 이론 1 - 1 - 1 1 - 1 1 1 1 1 1 1 2 - 13 2.0%

지방재정

(지방세 포함)
- 1 - 1 1 2 1 1 1 1 1 1 - - 2 - 13 2.0%

소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6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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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경제이론 (기출문제 분석)

공공재 > 외부성 > 후생경제학 > 시장실패 > 정부지출의 분석 > 비용편익분석 > 공

공선택의 이론

2) 조세이론(기출문제 분석)

조세전가와 귀착 > 초과부담(최적과세이론) > 조세의 기본원리 > 소득세 > 법인세 > 

공평한 조세부담 > 부가가치세 > 기타조세

3) 기타(기출문제 분석)

사회보장 > 소득분배이론 > 지방재정 > 공채 > 공공요금

재정학은 세법의 사상적 근원을 분석하는 상부구조적 학문으로서 철저한 학습은 2

차 시험에도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이나 조세에 관한 업

무에 좋은 안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재정학 과목안내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다루는 학문으로 응용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크게 후

생경제학과 조세론으로 대별됩니다. 정부의 경제활동을 학습하려면 먼저 우리가 경

제활동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시장기구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잘 추구

되지 못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해야하며 정부가 왜 

경제에 개입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영향은 무엇

인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재정학도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표나 수식이 많이 활용

되고 있습니다. 재정학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미시경제학에 대한 기초개념과 도표나 

수식이 나타내는 표면적인 의미에만 치중하지 말고 반드시 그뒤에 숨어 있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미시경제학을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미시경제학 중 시

장원리와 시장실패 등의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학 시험에서 최근의 출제경향은 공공경제학 부문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공

공분야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일면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공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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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은 전통적인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최근의 재정학 시험은 전통적인 재정학 논의보다는 공공경제학적 재정현상분석

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재정학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공공경제학적 재정현상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는 습관을 길

러야 할 것입니다.

재정학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답을 달리 선택할 수 있으므로 문제풀이에 용이하도록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정학 합격전략

출제범위 공공경제이론, 조세이론, 소득분배이론

재정학시험에서 최근의 출제경향은 기존의 재정학 문제에서 공공경제학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경제학은 크게 후생경제학의 성격규명을 위한 pareto효율성 개념과 시장실패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공공재이론 포함) 그리고 공공선택이론 등

이 재정학의 서론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법론으로서 예산의 비용·편익분석, 예산제도 등이 설명되고 가장 핵

심적인 세입론(조세론 중심과 기타 공채론), 세출론(사회보장 중심), 지방재정, 재정

정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후생경제

와 공공선택과 관련된 재정학 서론과 정부재원의 가장 큰 몫을 점하고 있는 조세론 

분야입니다. 

특별히 조세총론에서는 조세원칙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며, 조세각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현실과 연결하여 각종 조세의 내용

을 파악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각 장의 전후 맥락을 생

각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학의 기본이론을 이

해하고 이것을 응용한 간단한 계산문제를 공부한다면 세무사 1차 재정학 시험을 응

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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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방법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각 장을 시작할 때나 각 절을 시작할 때 왜 이 목차가 여기

에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 뒤 장, 절과의 연관관계는 무엇인지를 생각

하면서 재정학의 유기적인 관련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

후에 재정학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이것을 응용한 계산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재정학은 ‘정부나 관료들도 이기적인 존재’라는 전제하에 시장경제 특히 미시경제이

론의 토대위에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재정이론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며, 재

정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위해서는 재정 이론의 단순암기위

주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제학의 토대 위에서 이해중심으로 논리성을 중시하는 체계

적인 공부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재정학 공부에 앞서 경제원론의 미시편을 공부하고 접근하면 훨씬 쉬울 것

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제약이 따른다면 최소한 시장원리와 시장실패 등의 부분을 

정리한 후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CPTAKOREA 재정학 구성과목

구분 과목명 강사명

기초입문 Pre 재정학
김형진 박사

황정빈 박사

세무사 1차

정규이론 재정학
김형진 박사

황정빈 박사

객관식 문제풀이 원가관리회계
김형진 박사

황정빈 박사

세무사 1차 Final Review 재정학 황정빈 박사

세무사 1.5차 심화종합 재정학
김형진 박사

황정빈 박사



세무사
CPTAKOREA

60

■ 상법(회사법)

● 상법 출제비중

분류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비율

회사의 의의와 

종류•능력
1 1 3 2 3 1 1 - 2 - 2 1 - 3 3 2 25 3.9%

회사의 구조변경 

정리, 벌칙
4 3 3 2 - 2 1 4 2 1 2 1 5 3 3 3 39 6.1%

주식회사의 

개념과 설립
3 6 7 5 4 5 1 4 4 4 5 3 4 6 2 3 66 10.3%

주식과 주주•

주권•주주명부
13 15 10 14 15 13 13 11 15 15 13 18 16 17 14 15 227 35.5%

주식회사의 기관 4 8 8 9 10 8 12 9 11 12 8 10 3 4 5 3 124 19.4%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신주•사채)
3 2 4 1 2 7 3 5 2 3 5 3 4 3 5 5 57 8.9%

자본감소와 

정관 변경
5 1 1 - 1 - 4 1 1 - 1 - 2 1 2 2 22 3.4%

주식회사의 계산 2 1 2 5 2 1 3 2 1 3 1 1 1 1 2 2 30 4.7%

합병•합자•

유한회사•외국
5 3 2 2 3 3 2 4 2 2 3 3 5 2 4 5 50 7.8%

소계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640 100.0%

● 상법 과목안내

상법은 비교적 단기간에 공략하기 쉬운 고득점과목으로 타과목보다 점수취득이 용

이합니다. 

상법의 5부분(상법총론,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해상 및 항공운송법) 가운데 

회사법 부분만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적어 전

략과목으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조금씩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

이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수준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편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40문항이라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거

의 모든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부분이 약 75∼80%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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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갖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부분에 대한 법조문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

다. 이때 이론적으로 깊숙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법조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 입니다. 

● 상법 합격전략

출제범위

주식회사
주식회사기관 이사전반, 이사의 사의책임, 

주식회사설립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소송

회사법총론 합병, 분할, 조직변경, 해산사유, 해산명령

합명·합자회사 설립하자, 사원의 출자, 사원의 책임, 지분, 손익분배, 결의요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소규모 폐쇄회사로서의 특질, 사원의 권리·의무,

지분의 양도, 사원총회

상법을 학습할 경우에는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고 문제를 풀

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나 이 같은 방법은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출제빈도

가 높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년 출제되었던 문

제 중 중요한 부분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고 완전히 이

해한 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2009년도 

세무사시험이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판례의 출제빈도수가 떨어지

고있습니다. 오히려 상법시행령이 시험에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중요판례위주로 학

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학습방법

실질적으로 법과목은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상법의 경우에는 조문의 출제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

한 암기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조문과 그 조문

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습득은 상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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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법에는 많은 준용규정이 등장하므로 법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수험생

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 일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상장

회사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심지어 상법시행령까지 출제되어 세부적

으로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시

행령과 상장회사의 규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출제 비중이 높은 곳이 있으므로 전체를 강약조절 없이 공부할 것이 아니라 

출제비중이 큰 부분을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출문제

의 정리는 필수적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시에는 조문의 어떤 부분을 틀리게 문제로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마지막에는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을 여러번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

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법학적인 개념을 풀

어낸 것을 말합니다. 상법의 용어는 한번만 익혀두면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

은 양의 용어정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법은 처음에는 많은 공부시간을 요하지

만 실력이 일정수준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항상 높은 점수를 보장하는 과목이기때

문에 꾸준한 반복학습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CPTAKOREA 상법 구성과목

구분 과목명 강사명

기초입문 Pre 상법 민일 강사

세무사 1차

정규이론 상법 민일 강사

객관식 문제풀이 상법 민일 강사

세무사 1차 Final Review 상법 민일 강사

세무사 1.5차 심화종합 상법 민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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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 출제비중

내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서론 4 2 1 1 　2 1 11 5%

원칙 1 1 1 1 　1 2 7 3%

권리능력 　 2 1 1 　1 1 6 2%

의사무능력 　 　 1 1 　 1 3 1%

행위무능력자 1 4 6 2 　5 4 22 9%

부재와 실종 2 2 1 1 　2 1 9 4%

주소 3 1 1 　 　1 6 2%

비법인 　 1 1 1 　1 4 2%

법인 1 5 4 6 　4 5 25 10%

물건 7 2 2 3 　3 2 19 8%

권리변동 일반이론 3 2 1 2 　2 2 12 5%

법률행위의 해석 1 　 1 　 　 1 3 1%

법률행위의 목적 1 2 3 3 　2 3 14 6%

의사표시 1 4 4 3 　3 4 19 8%

의사표시 효력발생 3 1 1 1 　1 1 8 3%

대리 2 2 2 4 　3 3 16 7%

복대리 2 　 1 1 　1 5 2%

표현대리 　 1 2 1 　1 2 7 3%

무권대리 1 1 1 1 　1 1 6 2%

무효 1 　 　 1 　 2 1%

취소 2 1 　 2 　1 1 7 3%

조건과 기한 1 1 1 1 　1 1 6 2%

기간 1 1 1 1 　1 1 6 2%

시효 총설 　 1 2 　 　1 1 5 2%

소멸시효 요건 1 1 1 2 　1 1 7 3%

소멸시효 중단 1 2 1 1 　1 1 7 3%

합계 38 36 37 38 40 40 2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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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과목안내

민법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법학적인 개념으로 풀어낸 

것을 말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을 위한 민법과목은 민법의 사고체계와 용어를 단기간에 습득하면서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험이나 사례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이론이 조문의 해석이라면 

판례는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과 이론, 그리고 판례를 항상 연결

해서 학습하는 습관이 요구되며 법학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법에서만 쓰는 용

어를 이해하시는 것이 민법에 대한 공부에 첫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민법 합격전략

세무사 1차 시험을 위한 민법의 범위는 민법의 4부분(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

족상속법) 중에서 민법총칙에 관한 부분만이 시험범위입니다.

민법총칙은 모든 영역의 다양한 주제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문제들

이 전범위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험보다

도 출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구분되는 특성 또한 가

지고 있습니다. 처음 민법을 공부 한다면 우선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

으로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꼼꼼한 정독형태의 공부방식 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연히 구분 후 반복적으로 암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사 시험이 2009년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전

되면서 기존 민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인 난이도 조절의 실패와 지엽적인 문제출제

가 점점 정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법의 용어는 한번만 익혀두면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용어정리

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민법의 출제경향은 조문에서부터 판례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70% 가까운 문제가 조문에 대한 암기와 이해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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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민법도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판례에 대한 출제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

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의 출제는 사안에 따른 결론의 변경만을 묻는 단순형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연상하면서 

이해 한다면 법률용어나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부터 조문 그리고 판례의 태도까지 전부 학습을 한후 기출문제를 통해

서 그동안의 공부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

출문제의 출제비율은 매년 80% 가까이 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간

과해서는 안됩니다.

시험 마지막에는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을 여러번 반복 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

을 것입니다. 

● CPTAKOREA 민법 구성과목

구분 과목명 강사명

기초입문 Pre 민법 민일 강사

세무사 1차
정규이론반 민법 민일 강사

객관식 문제풀이반 민법 민일 강사

세무사 1.5차 심화종합 민법 민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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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출제의 기본방향 

- 재정학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여부와 이해도, 사회현상 적용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하

였다.

- 재정학의 고도의 이론적 지식보다는 동 학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측정

하고자 하였다.

- 최신 이론 문제와 세무사로서 알아야 할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난이도 

- 어려운 계산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여 예년 난이도와 유사하

도록 출제하고자 하였다.

-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내용, 국내 교재에 수록된 내용 및 현장에서 널리 적용

되고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하였다.

- 과도하게 이론에 치우친 문제보다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

여 재정학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문제출제 시 강조점

- 특정 교재 내용 및 학설은 지양하고, 일반적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 기초, 응용, 계산 및 고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였다.

-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 출제를 하고자 하였다.

■세법학개론

출제의 기본방향

- 세법학개론 관련 내용의 숙지여부 및 관련 법령 이해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제53회 
세무사 1차 과목별 출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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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로서 숙지해야 할 내용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 본문 및 답항 선택 시 혼

동을 줄 수 있는 지문구성은 가급적 피하고자 하였다.

-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에 기초한 응용문제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난이도

- 법령 문제와 계산문제의 비율을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하였다.

- 세법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

고자 하였다.

- 현장성 높은 계산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혼합하여 예년 난이도와  비슷하

게 출제하였다. 특히 시험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복잡한 계산문제는  최대한 피하

도록 노력하였다.

문제출제 시 강조점

- 기존 출제 유형이나 수험서에 수록된 문제 유형 보다 다소 변화된 새로운 유형의 문

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 세법학개론의 필수적인 내용을 숙지ㆍ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단순 기억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하여 기본 개념 이해 및 

분석력, 문제를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회계학개론

출제의 기본방향 

- 회계학개론의 기본적인 내용 숙지여부와 이해도, 응용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 회계학의 이론적 개념을 묻는 문제 출제와 동시에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는 계

산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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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지식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활용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난이도 

- 문제별 난이도(상, 중, 하)를 골고루 출제하였다.

- 응용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계산문제와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예

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시간부족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자 노력하였다. 특히 아주 복잡한 계산문제 출제는 가급적 지양하였다.

- 일반적인 교재에 수록된 내용 및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하

였다.

문제출제 시 강조점

- 특정 교재내용 및 학설은 지양하고,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 기초, 응용, 계산 문제를 고르게 출제하였으며, 계산문제를 통하여 분석력과 적용능

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과년도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으며, 단순한 문제풀이보다는 응용이 가미된 문제로 구

성하였다.

■상법

출제의 기본방향

- 상법의 조문(관련 시행령 등 포함)과 이와 관련된 이론, 판례 등을 함께 다루도록 출

제하였다.

- 상법의 일부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 다만, 제4장 주식회사 부분은 예년의 출제경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난이도

-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되,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

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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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였다.

- 일반적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하고자 하였다.

문제출제 시 강조점

- 법령 개정 사항은 개정 전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여 출제하였으며,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법률과 중요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출제하되, 법률과 판례의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출제를 하였다.

- 지엽적인 문제 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기본자질을 평가할 수 있

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민법

출제의 기본방향   

- 민법(총칙)은 세무사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학문분야로

서, 세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 민법의 기본원리, 권리의 주체 특히 법인,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실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대리제도, 법률효과로서의 무효, 취소, 소멸

시효 등 세무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 위주로  출제하였다. 

- 기본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기술형과 실제문제의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사례

형을 골고루 출제하였다.

난이도

- 예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되,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난이도 편

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세무업무를 수행할 때 세법의 적용사항 외에 민법(총칙)에 근거한 법률적 쟁점은 대

부분 부수적인 것이므로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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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의 법률적 소양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술형과 세무업무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문제출제 시 강조점

-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판례에 대한 적응력을 고취할 수 있는 문제를 구

성해야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출제하였다.

- 고도의 응용문제는 피하되 핵심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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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 2차 시험

■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출제 문제

연 도 문제

1994

1. 계속 기업의 공준을 논하라. (10점)

2. 역사적 원가가 계속기업의 공준에 입각하여 타당성을 갖는 이유 (10점)

3. 자산재평가의 근거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효과 (10점)

1995

1. 원가법과 시가법의 장·단점

2. 저가법의 장·단점

3. 지분법의 의의

4. 개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지분법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차이점

1996

1. 수익과 이득의 차이점

2. 저가법의 장·단점

3. 판매기준 설정

4. 진행기준 장·단점 설명

5. 회수기일 기준 설명

1997

1. 자산설과 미발행주식설에 대한 주장논리나 타당성 비교

2. 자기주식회계처리의 비교 설명

3.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방법 설명

1998

1. 이연법인세를 기간배분하지 않음으로써 재무회계의 정보상 문제점 설명

2. 영구적 차이 계산 반영 설명

3. 이연법인세의 자산계산여부 논란 설명

4. 이월결손금 법인세감소효과 인식방법

5.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의 특징 설명

1999

1. 매수 기업결합의 영업권과 합병대차대조표 표시

2.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는 이유

3. 지분통합기업결합시 계상될 이익잉여금 계산

4.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회계처리되기 위한 조건설명

5. 경영자들이 지분통합법을 선호하는 이유설명

6. 영업권 회계처리 방법 설명

2000
1. 자산교환의 회계처리 방법

2. 교환시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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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주당순이익 (30점)

2. 지분법 (30점)

2002
1. 리스회계처리 (30점)

2. 건설업회계처리 (30점)

2003
1. 이연법인세와 전환사채 (30점)

2. 현금흐름표 (30점)

2004
1. 수익인식(로열티수익, 진행기준, 할부판매, 상품권) (30점)

2. 무형자산(개발비, 감액),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30점)

2005
1. 채권채무조정 (30점)

2. 이연법인세, 유가증권평가, 자기주식회계처리 (30점)

2006
1. 이연법인세회계 (30점)

2. 회계변경 (30점)

2007
1. 현금흐름표(유형자산의 교환포함) (30점)

2. 충당부채 (30점)

2008
1. 유형자산(취득원가계산,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계산) (30점)

2. 전환사채(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30점)

2009
1. 무형자산 (30점)

2. 사채와 충당부채 (30점)

2010
1. 유형자산재평가 (30점)

2. 주당이익 (30점)

2011
1. 지분법(30점)

2. 고객보상점수/충당부채(30점)

2012
1. 금융비용 자본화(30점)

2. 금융리스 회계처리(30점)

2013
1. 재고자산(30점)

2. 유형자산(30점)

2014
1. 수익인식(30점)

2. 금융부채, 금융자산(30점)

2015
1. 무형자산(연구개발비, 재평가모형)(30점)

2. 금융자산(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30점)

2016
1. 사채(권면발행일 후 발행)(30점)

2. 법인세 회계(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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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1부 – 원가관리회계 출제 문제

연 도 문제

1994

1. 회수기간 계산

2. 현재가치 계산

3. 회계적 이익률 계산

4. 내부수익률에 의한 연금현가 계산

5.회수 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의 장점 및 단점

1995

1. 고정제조간접비 계산

2. 변동비 계산

3. 변동원가계산 이익계산

4.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차이

5. 변동원가계산을 전부원가계산보다 선호하는 이유

1996

1. 정상공손 및 비정상공손수량 계산

2.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3.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 및 단위당제조원가 계산

4. 기말재공품원가 계산

5. 완성품원가 계산

6. 비정상공손원가 계산

7. 재공품계정과 관련된 분개

1997

1. 단일제품 생산시의 손익분기수량 계산

2. 결합공헌이익과 각각의 손익분기수량계산

3. 결합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매출액 계산

4. 세금이 있는 경우의 손익분기수량

1998
1. 제조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의 계산

2. 보조부문을 폐지하고 용역을 외부구입하는 경우 외부구입용역량과 외부구입여부 결정

1999

1. 직접재료비의 가격과 능률차이 계산

2. 직접노무비의 임률과 능률차이 계산

3. 변동제조간접비의 소비와 능률차이 계산

4. 고정제조간접비 소비와 조업도 차이 계산

5. 표준원가의 유용성 설명

2000
1. 제품라인의 유지 또는 폐지(당기총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이익변화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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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단계법(배부기준제시) (20점)

2. CVP(ABC와 결합) (20점)

2002
1. ABC (20점)

2. 종합원가계산 (20점)

2003
1. 관련원가분석 (20점)

2.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20점)

2004
1. 제조원가명세서, 종합원가계산 (20점)

2. 관련원가분석 (20점)

2005
1. CVP분석 (20점)

2. 특별주문 (20점)

2006
1. 종합원가계산 (20점)

2. 대체가격 (20점)

2007
1. 활동기준원가계산 (20점)

2. 특별주문의사결정 (20점)

2008
1. 활동원가계산(반품고려 효율성 판단) (20점)

2. CVP분석(비선형 CVP의 공헌이익 등 계산) (20점)

2009
1.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기준원가계산 (20점)

2. 대체가격계산, 합병가격계산 (20점)

2010
1. 의사결정(특별주문) (20점)

2. 생산대기의사걸정 (20점)

2011
1. 활동기준원가계산 (20점)

2. 종합원가계산 (20점)

2012
1. 표준종합원가계산(20점)

2. CVP분석(20점)

2013
1. 표준원가 종합원가계산(20점)

2. 대체가격(20점)

2014
1. 결합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20점)

2. CVP분석, 제한된 자원하의 의사결정, 매출차이(20점)

2015
1. CVP분석(20점)

2. 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20점)

2016
1. 표준종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20점)

2. 활동기준 원가계산(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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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전략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재무회계가 60%, 원가관리회계가 40%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객관식으로 치뤄지는 1차 재무회계시험의 특성상 시간이 부

족하여 고득점이 쉽지않지만 상대적으로 2차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볼 수있는 과목입니다.

회계학 1부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하며,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서 2 ~ 3회독을 통해 기본적인 흐름을 이

해하셨다면, 2차 수험서를 통해 각 파트의 예제와 연습문제들을에 대한 답안을 직접 

작성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답안지에 직접 손으로 꾸준히 문제들을 풀어보고 자신이 틀린 부분을 확인해보

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2차시험은 문제풀이만큼 2차답안지에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기본서를 토대로 재무

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문제와 이론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필수문제들을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로 계산형문제 중심으로 출제되며, 이론형 문제는 부가적으로 1 ~ 2문항 정도가 

계산형 문제에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또한 1문제당 최대 30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해당 문제 중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문항은 지나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총 90분간 진행되는 회계학 1부 재무회계는 회계학 4문제 중 2문제정도 출제되며 배

점은 100만점에 60점정도를 차지합니다. 재무회계의 경우는 중급회계 중심으로 문

제가 출제되어 왔지만 고급회계의 출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결

회계와 같은 고급회계 문제가 출제될 경우 최소 배점이 30점이므로 합격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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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출제 문제
 

연도 문제

1994
1. 법인세 세무조정(36점)

2. 1번문제 상에 나타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비교 및 세무조정(14점)

1995

1.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

2. 법인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3. 소득할 주민세와 농어촌 특별세 계산

1996

1. 소득금액조정(40점)

2.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할 서류열거, 위배시 영향(5점)

3.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종전의 전기손익수정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5점)

1997 1. 법인세 세무조정(44점)   2. 법인세 기간배분(6점) 

1998
1. 법인세 세무저정(부당행위 부인 포함)(44점)

2. 증자소득공제금액(6점)

1999 1. 법인세 세무조정(50점)

2000 1. 법인세 세무조정(35점)   2. 준비금 세무조정(15점)

2001
1. 부가가치세법(20점)    2. 법인세법세무조정(30점)

3. 소득금액 합계표 작성(25점)   4. 소득세(25점)

2002

1. 법인세 세무조정(25점)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및 세무조사결정 세액(25점)

3. 부가가치세(겸영사업자)(13점)

4. 상속세 과세가액(12점)

5. 종합소득세 계산(25점)

2003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30점)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20점)

3. 합병(15점)  

4. 소득금액합계표 작성 종합(35점)

2004

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결정세액(30점)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종합(30점)

3. 회사분할(20점)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20점)

2005

1. 소득금액합계표 작성 종합(30점)

2. 법인세 산출세액,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30점)

3.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20점)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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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소득세법(금융소득금액, 공동사업 지분별 과세시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종합소득

공제액, 산출세액 및 종합소득세액 공제를 묻는 종합문제)(30점)

2. 법인세법(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30점)

3. 법인세법(차감납부할 세액계산과 분납제도 등)(20점)

4. 부가가치세법(법인인 겸영사업자의 예정신고·확정신고시의 세액계산,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계

산)(20점)

2007

1. 소득세법(종합소득금액계산)(30점)

2. 법인세법(항목별 세무조정)(35점)

3. 법인세법(외국납부세액 공제)(15점)

4. 부가가치세법(신고서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한 오류사항 수정)(20점)

2008

1. 소득세법(금융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양도차손통산 후 양도소득 과

세표준 계산)(30점)

2. 법인세법(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간주임대료, 접대비, 의제배당과 수입배

당금)(35점)

3. 법인세법(불공정증자, 불공정감자)(15점)

4.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 매출세액, 납부세액계산, 매출과 매입예정신고누락 후 확정신고시 가산

세 계산)(20점)

2009

1. 법인세법(감가상각비, 접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지급이자·인정이자 등(30점)

2. 법인세법(합병과 관련된 테마형 문제)(20점)

3. 소득세법(종합소득 중 개별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액계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30점)

4.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20점)

2010

1. 법인세법(감가상각비, 접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및 지급이자·인정이자 등)(30점)

2. 법인세법(유가증권 중 주식, 대손충당금 및 고가매입 등)(20점)

3. 소득세법(종합소득 중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공제액 계산과 출자공동사업자 배

당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30점)

4. 부가가치세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 등과 관련된 가산세)(20점)

2011

1. 법인세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감가상각, 할부판매, 공사수익, 대손충당금, 외화자

산부채, 대여금, 보험차익, 접대비, 퇴직연금부담금, 세무조정)(30점)

2. 법인세법(합병기업의 세무조정)(20점)

3. 소득세법(종합소득과세표준)(30점)

4.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겸영사업자 포함)(20점)

2012

1. 법인세법(재고자산, 의제배당금액, 유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 대손충당금, 공사수익, 주식보상

비용, 세무조정, 부당행위계산부인)(30점)

2. 법인세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납부세액)(20점)

3. 소득세법(종합소득과세표준)(30점)

4.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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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법인세법(유가증권 저가매입, 채무의 출자전환,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산계정 접대

비, 즉시상각의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의 평가)(30점)

2.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문제 3개로 구성한 세무조정)(20점)

3. 소득세법(금융소득에서 유사배당소득, 개정세법에 따른 연금소득, 서화의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30점)

4.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공제액)(20점)

2014

1. 법인세법(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접대비,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손금 및 대손충당

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평가, 의제기부금, 감가상각비)(30점)

2. 법인세(중간예납 및 경정고지에 의한 법인세 추징세액)(20점)

3. 소득세법(소득자별 차가감납부세액)(30점)

4. 부가가치세법(매출세액, 겸영사업자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간이과세자의 차가감납부세액)(20

점)

2015

1. 법인세법(채무면제이익, 감자시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인건비, 지정기부금 한도시

부인, 감가상각의제, 건물감가상각비,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30점)

2. 법인세법(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액,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최저한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20점)

3. 소득세법(종합소득세에 합산될 금융소득, 동업자가 배분받을 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종합

소득 결정세액)(30점)

4. 부가가치세법(임대관련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20점)

2016

1. 법인세법(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을 포함한 기본적인 세무조정)(30점)

2. 법인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외부납부세액의 손금산입)(20점)

3. 소득세법(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30점)

4.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20점)

● 학습전략

회계학 2부(세무회계)는 법인세 50%,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50%의 비율로 출제되며, 세

무회계는 세법의 계산과 세무조정에 대한 문제로 출제되며, 세법학 1부·2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지만 지문이 길고 복합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서 체감되는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평소 재무회계와 세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연

습과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세법의 내용에 대한 계산 및 세무조정에 관한 문제들

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회계학 1부처럼 2차 답안지에 꾸준히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회계학 2부는 세법학 1·2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세무회계의 연습을 통해 세법개론과 세법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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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1차시험을 위한 학습때부터 관심을 갖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회계는 2차시험의 특징이 문제의 지문이 길고, 문항이 많아 시간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동안에 문제지문을 해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문제를 충분히 풀어봄으로써 

전체적인 지문해석능력과 빠른시간 내에 해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세무

회계 종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관련 세법규정에 종합

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세무회계 시험을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법학 1부 출제 문제

연 도 문제

1994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조세포탈범의 기수기를 소득세·부가세·법인세의 

세목과 관련 설명

2.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3. 부가세법상의 과세표준

1995

1.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효력·압류해제의 요건(30점)

2.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30점)

3. 저당권설정된 상태에서의 국세우선권의 제한(40점)

1996

1.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 이외에 국세징수법상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납부기한 내 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30점)

2.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비교 설명하고 법적 타당성을 논하라.(40점)

3. 경정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라. 30점)

1997

1. 세법상 기업의 차입경영을 규제하고 재무구조개선유도를 위한 제도 설명(40점)

2.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내용 설명(30점)

3. (사례형)세법상 법률관계추정, 조세부과시 고려사항(30점)

1998

1. 과세가능여부에 대하여 논하라.(30점)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매한 경우 과세여부 설명(30점)

3. (사례형)합병에 대하여 설명, 합병차익 설명, 청산소득금액 계산(40점)

1999
1. 이중과세 관련 포괄적 문제(50점)  2. 연부연납제도의 설명과 세액 계산(20점)

3. 국세채권의 우선징수문제와 통정허위표시 저당권 설정계약 취소 등의 결합(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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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무상의 문제점(30점)  2.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관련하여 사례 등 설명(20점)

3.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제도 설명(30점)

4.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기술, 순손익가치에 의한 주가평가방법 설명, 주식 1주당 평가액계산(20점)

2001

1. 법인세법상(이월)결손금에 대한 규정(35점)

2. 법인의 5가지 세무조정사항 제시하고 소득세법상 의무를 묻는 사례(30점)

3.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설명 및 부과처분의 타당성 판단(20점)

4. 증여세의 과세여부 및 그 이유(15점)

2002
1. 국세우선변제권(20점)  2. 배당소득과세제도(30점)

3. 외국인에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30점)  4. 증여추정(20점)

2003
1. 2차 납세의무(20점)  2.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표준(20점)

3.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30점)  4.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30점)

2004
1. 서류송달(30점)  2. 법인세 과세체계(20점)

3.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30점)  4.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20점)

2005
1. 가산세(20점)  2. 소득처분(25점)

3. 감자시 증여의제(25점)  4. 정치자금의 과세(30점)

2006

1. 국세기본법(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가등기권리를 혼합)(20점)

2. 법인세법(접대비와 유사한 손금의 판단사례)(30점)

3. 소득세법(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소득세법상 특징과 법인세법상 취급, 소득금액 변동통지, 원천

징수 납세의무의 법률관계)(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양도소득세의 조세법률관계)(20점)

2007

1.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원칙)(20점)

2. 법인세법(지분법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합병시 자산·부채의 승계, 승계결손금, 불균형

합병)(30점)

3. 소득세법(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의의, 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공제)(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 물납의 요건과 비상장주식의 물납시 평가방법 및 문제점)(20점)

2008

1. 국세기본법(조세회피행위와 절세행위, 조세포탈행위 비교 및 실질과세 원칙과의 관계 그리고 각 

세법별 조세회피 방지 규정)(20점)

2.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자 파산시 구상채권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30점)

3. 소득세법 공동사업자 사례(채무에 대한 무한책임과 지분율만 주어진 경우 납세의무, 손익분배비

율 주어졌을 때 납세의무, 출자공동사업자일 경우 납세의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문제)

(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문제(증여세 과세 판단, 자기내부거래 제한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

인 해산시 문제)(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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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국세기본법(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20점)

2. 법인세법(기타사외유출과 대표자 상여 국세부과원칙위배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30점)

3. 소득세법(금융소득의 과세방법)(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세 과세관청에 입증확인방법)(20점)

2010

1. 국세기본법(매각대금 배분 순서대로 서술 후 종합소득세 등에 배분될 금액 계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20점)

2. 소득세법(매각대금 횡령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의 甲과 과세관청의 논거)(30점)

3. 법인세법(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권리의무 확정주의, 익금산입여부, 손금산입여부(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 과세문제, 연대납부의무)(20점)

2011
1. 국세기본법(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20점)   2. 소득세법(공동사업자의 과세비용)(30점)

3. 법인세법(주식소각)(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특수관계자간 이익의 증여)(20점)

2012
1. 국세기본법(경정청구)(20점)  2. 소득세법(양도소득과세문제)(30점)

3. 법인세법(채무의 출자전환)(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특수관계자간 증여세 과세문제)(20점)

2013

1. 국세기본법(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그 예외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20점)

2. 소득세법(소득금액의 추계방법)(30점)

3. 법인세법(연결납세방식)(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배우자상속공제)(20점)

2014

1. 국세기본법(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납세자 보호위원회 역할, 조

세소송시 입증책임)(20점)

2. 소득세법(퇴직소득 또는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구분,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

수령 판정특례)(30점)

3. 법인세법(고가매입, 저가양수, 결손금이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점)

2015

1. 국세기본법(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요건과 그 효과, 사건처분의 적법성, 가산세)(20점)

2. 소득세법(양도소득의 개념,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양도소득세 과세방법)(30점)

3. 법인세법(주식발행액면초과액 자본전입시 자기주식배정분 등, 채무면제이익 등, 출자전환 채무면

제이익의 법인세 과세)(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명의신탁제도의 증여의제 등, 증여세 과세문제)(20점)

2016

1. 국세기본법(후발적 경정청구)(20점)

2. 소득세법(최신판례와 기타소득의 과세문제)(30점)

3. 법인세법(비영리법인의 가지급금 관련)(30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동거주택상속공제와 상속공제종합한도의 사례를 통한 단순 이론 문제)(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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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학 2부 출제 문제

연도 문제내용

1994

1.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소득세법·법인세법사의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의 차이 설명(40점)

2.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의의·종류·손금산입한도(20점)

3. 농지의 매매·보유·상속 등에 따른 세제상 지원제도(30점)

1995

1. 조감법상의 중소기업조세지원(30점)

2.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 인식기준(30점)

3.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개정취지와 개정전후의 과세방법 비교(40점)

1996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간의 특별부가세 과세제도의 차이점 설명(30점)

2. 상속세의 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이 규정 중 문제점을 논평(30점)

3. 합병차익의 개념과 발생원천을 설명하고 법인세법사의 취급내용과 문제점을 설명(40점)

1997

1. 간접세 ①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부담과 역진적 부담의 보완제도 설명(10점) ②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서의 면세규정(10점) ③ 조세감면구제법상 영세율 규정(10점) ④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

세의 공통점(10점) 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제2종 물품의 내용과 입법적 개선방향(10점)

2. 토지관련세제 ① 토지보유단계에서의 과세강화가 지방세의 강화인지 여부(10점) ② 조세와 부

담금간의 우선순위 설명(10점)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설명(10점)

3.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설명(20점)

1998

1.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관련 물음(40점)

① 면세규정설명(10점)

②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효과(10점)

③ 면세의 부정적 효과 설명(10점)

2.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대한 설명(30점)

3. 지방세법상 취득원인별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30점)

1999

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신용카드거래 활성화, 관련분야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

의 문제점(50점)

2.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입 선택권 과세특례 설명(30점)

3. 지방세법상 등록세 비과세 규정 설명(20점)

2000

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에 관련된 설명(35점)

2.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기준에 대한 설명(15점)

3.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감면 등 기업에 대한 지원시한을 연장한 의의 및 내

용설명(20점)

4. 지방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에 관련된 설명(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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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반영된 문제(40점)

2.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15점)

3.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의 의의 내용 및 적용례와 적용제한에 대한 설명(20점)

4.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관련한 문제(25점)

2002

1.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제도, 대손세액공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차이, 간이과세제도, 총괄

납부제도(35점)

2. 특별소비세의 제조의제와 반출의세(20점)

3. 영농조합의 과세특례(25점)

4. 재산세 납세의무자(20점)

2003
1.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5점)  2.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체계, 신고납부(20점)

3. 특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20점)  4.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신용카드세액 공제, 자가공급(45점)

2004
1. 간이과세제도(35점)  2. 특별소비세법상 총괄납부제도(20점)

3.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25점)  4.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세율구조(20점)

2005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35점)

2. 특별소비세법 납세의무(20점)

3. 조세특례제한제도의 필요성(25점)

4.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 기한후 신고제도(20점)

2006

1.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관련 기능과 문제점, 부실세금계산서의 과세상 불이익)(35점)

2. 특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의 차이점 및 미납세반출의 절차 및 대상)(20점)

3. 조세특례제한법(직접감면과 간접감면에 대한 물음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25점)

4. 지방세법(재산세의 탄력세율과 취득세 비과세사례형 문제)(20점)

2007

1. 부가가치세법(영세율의 의의, 대상거래, 영세율 사업자의 권리의무)(35점)

2. 특별소비세법(판매·반출 의제시 과세표준 및 납세절차, 사업폐지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의 비교)(20점)

3. 조세특레제한법(감면제도의 취지와 창업의 의의, 세액감면 적용대상기업, 세액감면내용)(25점)

4. 지방세법(매매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20점)

2008

1.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전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대가를 받은 경우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35점)

2. 개별소비세법(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20점)

3.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25점)

4. 지방세법(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전반)(20점)

2009
1. 부가가치세법(영세율, 대리납부의무)(35점)   2. 개별소비세법(납세의무자, 과세시기, 반출의제)(20점)

3.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 감면)(25점)   4. 지방세법(취득세 납세의무)(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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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교부시기 특례, 매입자 발행 세

금계산서의 발행)(35점)

2. 개별소비세(과세물품으 과세표준 산정에 따른 유형별 가격계산)(20점)

3. 조세특례제한법(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 및 사후처리)(20점)

4. 지방세법(형식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25점)

2011

1.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제도)(35점)

2. 개벌소비세(영업의 포괄승계와 과세특례제도)(20점)

3. 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과 과셰특례)(25점)

4. 지방세법(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20점)

2012

1.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35점)

2. 개별소비세법(수출면세)(20점)

3. 조세특례제한법(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점)

4. 지방세법(재산세 납세의무자)(25점)

2013

1. 부가가치세법(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과세표준 안분계산 비교, 안분계산 기준의 법적성질)(35점)

2. 개별소비세법(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면

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20점)

3. 조세특례제한법(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점)

4. 지방세법(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중과)(25점)

2014

1. 부가가치세법(과세방법 장·단점 비교 및 매입세액 공제)(35점)

2. 개별소비세법(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환급사유 및 방법)(20점)

3. 지방세법(승계하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재산세)(20점)

4.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신청자격, 산정방법)(25점)

2015

1. 부가가치세법(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에 관한 설명, 특

례제도 및 과세대상여부 및 적용세율 설명)(35점)

2. 개별소비세법(개벌소비세의 과세요건 납부절치)(20점)

3. 지방세법(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20점)

4.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이월과세)(25점)

2016

1.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문제)(35점)

2. 개별소비세법(장애인의 조건부면세)(20점)

3. 지방세법(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20점)

4. 조세특례제한법(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과세특례)(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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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학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계

1차시험의 세법학개론과는 달리 2차 시험에서의 세법은 세법학이란 명칭을 사용합

니다. 2차시험의 대상이 되는 세법학은 총 8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로 나눠집니다. 세법학 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구성되며,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됩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1차시험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2

차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범위로 하지않았던 새로운 세목이 추가되며 입문과정인 

세법학개론과는 달리 깊이있는 세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따

라서 세법학개론에서 전체 세법의 틀을 잡아 놓았다면 세법학에서는 조문의 상세한 

의미의 이해와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합니다.

평소에 세무회계를 공부하면서 계산위주의 학습이 아닌 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생

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세법학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 학습전략

2차 시험의 세법학은 주관식 문제로서 논술형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세법학은 각 

조문에 대한 이해뿐만아니라 실전에서의 좋은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① 세법학 1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4문제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대부분 조문의 의미를 

물어보거나 사실관계의 이해를 통한 납세의무 내용에 관한 결론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세법학 1부는 법령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법 규정에 대한 정확

한 이해, 그리고 사례의 판단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기본서 정독을 통해 조문을 정확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하고 조문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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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윤곽과 각 주제별 세부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풀

이와 답안작성 연습을 병행해야합니다. 

② 세법학 2부 

세법학 2부의 경우는 세법학 1부와는 달리 서술형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사례형문제의 출제빈도가 높으며, 부가가치세

법의 경우는 간단한 사례와 서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모의

고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세법학 2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세목의 법 규정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고 조문의 이해를 통한 논제를 정리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법학 1부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학습한 세법과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세법학 

2부에서는 세무사 1차 시험준비때 접하지 못한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생

소한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짧은 시간동안에 10장 분량의 답안지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단순암기보다는 논

리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글로써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는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히 해

야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정해져있는 않은 논술과목의 특성상 모범답안에 의지하기

보다는 본인만의 논리체계를 직접 글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또한 문제지문에서 요구하는 상황과 내용에 대한 세법의 내용을 답안지에 정확

하게 기술하되 법적인 성격과 실무상 판단내용은 문제지문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한

정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시험직전까지 암기를 반

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법전체 내용에 대한 연결을 묻는 문제와 사례형의 문제, 

그리고 시사적인 상황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

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험전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관한 내용과 관

련된 세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 평소 신문이나 뉴스 등 시사적

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인 정답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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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출제평
Special Section ❺

제55회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계학 1부 

 

(문제1) 

자본과 복합금융상품, 주당이익의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자본변동

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회계기준 하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최근 자본시장

이 정교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자본조달방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다양한 잠재적 보통주식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

권부사채의 경우 발행과 행사 회계처리는 비교적 정답률이 높았지만, 자본거래 

및 자본변동요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오류 및 무응답이 있었다. 재무회계 전 분

야의 종합적인 사고와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문제2) 

수익인식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로 수익인식 5단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회계

처리 그리고 금융상품(부채)의 취득(발행), 후속측정, 손상회계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채점 결과, 

대부분의 수험생이 문제와 관련된 회계기준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여 세

부적인 물음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 분개나 계산과정에서 단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안

타까운 측면이 있었다. 관련 회계기준의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

로 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계산 실수 및 분개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를 줄이

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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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의 제조예산, 재료매입예산, 예산 손익계

산서 작성, 현금예산 문제이며, 신규투자에 대한 경제적부가가치(EVA)를 구하

는 독립된 문제가 포함되었다. 표준원가계산, 종합예산, 변동원가계산, 성과평

가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평범한 문제이다. 채점결

과 많은 수험생들이 요구되는 답을 제시하였으나 현금예산과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문제는 출제자의 기대만큼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여 아쉬움 있다. 특정주제

(단원)만 아니라 각 주제를 연계한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4) 

특별주문의 수락 또는 거부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묻는 문제이다. 교

과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채점결과, 증분원가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일부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물음에서 요구

하는 사항을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풀이과정만 장황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

다. 관리회계는 기본개념을 응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응용 및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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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2부

(문제1) 

소득세의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개념 혹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출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법규정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물음을 일부 가미함으로써 수험생 사이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

별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채점을 해본 결과 0점부터 만점까지 점수대가 다양하게 분포함으로써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세법규정의 취지나 개념 등을 충분히 숙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산식 등을 암기만 한 결과로, 물음에 대한 정답을 구

하는데 요구되는 풀이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수험생들은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암기보다는 근본적이거

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비할 것

을 권고한다.

(문제2)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세무조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묻는 것으로 과거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었다. 많은 수험

생들이 과거의 세무조정에 대한 반대의 조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기주식재배정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자기주식 배정 분을 추가 배정하

지 않는 경우를 질문한 것이다. 자기주식 배정 분을 추가배정하지 않아도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원의 구분없이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올바르게 답을 하였으나,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를 의

제배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오답이 많았다. 세 번째 질문은 1) 유가증권의 저가매

입에 따른 세무조정과 주식의 처분시 평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세무

조정을 묻는 것과 2) 수입배당금 총액과 익금불산입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 배



세무사
CPTAKOREA

90

당을 구분할 수 있는 지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지급이자 차감액을 

계산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입배당금 총액을 익금불

산입대상 배당금으로 계산한 경우가 많았고,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액과 수입

배당금과 지급이자 차감액에는 익금불산입율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적

용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3) 

본 문항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세무조정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문제의 출제의도를 이해

한 수험생은 이에 적절한 세무조정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수험생

은 세무조정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에서 제시된 가정을 무시하고 답안을 기술하였다. 

법인세는 기업회계 상의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법인세법에 맞게 조정

하는 과정인 세무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

란다. 특히 세무조정을 요구하는 시험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세무조정의 내용을 

정확한 계산을 통해 산출하여 답안양식에 맞추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참고하여 학습하기 바란다.

(문제4) 

부가가치세 문제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계산문제가 출

제되었다. 수험생들에게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물음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문제에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적어야 할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답안으

로 제시된 세액이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산문제는 시험지 첫면의 답안작성요령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계

산근거를 제시하여 어떤 과정으로 답안을 도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한 답안 작성 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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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1부 

(문제1) 

법령내용과 기존의 유사판례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사례에 대한 논리

적인 의견을 묻는 문제이다. 워낙 중요한 용어이고 유명한 판례사례이다 보니 짧

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논리적인 답안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내용과 기존의 유사판례, 문제에서 

주어진 판례사례의 내용으로 일관되고도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답안이라면 그 서술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한 답안으로 볼 수 없다. 

(문제2)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취소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한 사례문제이다. 물음

1)은 소득세법의 기본내용을 묻는 문제이고, 물음2)와 물음3)은 사례에 대한 인

식 및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물음1)은 세법공부량에 비례하여 답안을 작성되었다. 즉, 공부량이 많은 경우 쉽

게 접근하여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공부량이 적은 경우에는 답안에 접근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음2)은 양도시기에 대한 사례문제로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발생

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있게 본 수험생이라면 고민했을 법한 문제이다. 응당 세무

사라면 세법이라는 법령을 단순히 암기하여서는 안 되며, 세무문제에 대한 적용 

및 문제해결의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사례적용을 적용함에 취약하

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이 많지 않았다. 

물음3)은 계약 해제권 인정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존재를 논하는 문

제로서 계약 해제권과 납세의무의 연관관계를 묻는 것이다. 법률적인 지식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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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리를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점수획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

적인 지식만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법논리로만 치우치게 경우가 많아 아

쉬웠다.

(문제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을 중심으로 판례 등에서 다루어진 논점을 관련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던 문제이다. 설문들에

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질문도 있고, 사례에서 주어진 유형

에 특유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하여야 하는 질문도 있다. 설문이 뜻하

는 질문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것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조문에 주어

진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자신의 논지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공부습관

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4)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와 관련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제이다. 상장

주식의 평가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일

부 수험생들은 부동산 등 일반적인 평가규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등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시 문제의 단서규정 등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련 판례에 비추어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

으며, 문제와 관계없이 본인이 암기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서술한 수험생도 있어 

채점에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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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2부 

(문제1) 

이번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과 그 이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의 예외적 공제사항에 대한 취지와 내용, 대손세액공제 및 대리납부제도

에 대해 출제되었다. 한정된 시간에 답안을 구상하여 서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

을 텐데 아주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도 꽤 많았다. 그러나 시간안배를 

잘못한 수험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물음1은 16점 배점이고 물음4

는 5점 배점인데 물음4에 더 많은 시간과 답안 분량을 할애한 수험생이 다수 있

었다. 물음4는 아무리 답안을 잘 작성해도 5점이 만점이다. 

배점에 맞게 시간과 답안분량을 할애하기 바란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출

제자가 묻는 말에 적합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

관없이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도 꽤 많았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

며 시험합격은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

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원한다.

(문제2)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문제가 출제되었다.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미납세반출

에 관한 특례, 개별상황에 있어서 과세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문

제였다.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에 대하여는 과세요건에 속하는 항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과세시기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는데 담배에 대한 

종류별세율을 암기한 내용만을 많은 부분 할애하여 정작 중요한 과세요건을 빠

뜨리는 수험생이 많았다. 개별상황의 과세처분의 정당성문제도 정당화시키는 논

리를 묻고 있는데 반대의 논리를 언급하는 수험생도 있었고 상황에 적합한 설명

을 하더라도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어 논리적설명이 따르지 않는 답안들은 채점

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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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ction ❺

(문제3)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잘 쓴 답안도 있었지만, 문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

고, 1물음과 2물음을 혼용하여 쓴 답안도 적지 않았다. 단순한 암기보다 법조문

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취지 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

제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4)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는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세제에 대해 설명을 하

는 문제였다. 상당수 수험생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었지

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답에 그쳤다. 그 원인으로

는 수험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시사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보

다는 세부적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순암기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보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정 주제에 대해 왜 

도입되었는지, 조세특례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 암기식 공부 방

법으로는 고득점이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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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익

■TOEIC 시험소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

니다.1979년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에 의해 개발된 이래 전세계 

150개 국가 14,000개의 기관에서 승진 또는 해외파견 인원선발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2년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6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 TOEIC 시험구성

구성 Part Part별 내용 문항수 시간 배점

Listerning

Comprehension

1 사진묘사 10

100 45분 495점
2 질의응답 30

3 짧은 대화 30

4 설명문 30

Reading

Comprehension

5 단문공란 메우기(문법 / 어휘) 40

100 75분 495점
6 장문 공란 메우기 12

7 독해
1개의 지문

28
2개의 지문

● 출제범위

구분 상세

전문적인 비즈니스 계약, 협상, 마케팅, 세일즈, 비즈시스 계획, 회의

제조 공장관리, 조립라인, 품질관리

금융과 예산 은행, 투자, 세금, 회계, 청구

개발 연구, 제품개발

사무실 임원회의, 위원회의, 편지, 메모, 전화, 팩스, E-mail, 사무장비와 가구

인사 구인, 채용, 퇴직, 금여, 승진, 취업지원과 자기소개

주택 / 기업 부동산 건축, 설계서, 구입과 임대, 전기와 가스서비스

여행
기차, 비행기, 택시, 버스, 배, 유람선, 티켓, 일정, 역과 공항안내, 자동차 렌트, 호텔, 

예약, 연기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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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별 상세내용 & Sample Test

PART.1 사진묘사 

- Part 1은 제시한 사진을 올바르게 묘사한 문장을 찾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방송으로 사진에 대한 4개의 짧은 설명문을 한번 들려줍니다.

- 4개의 설명문은 문제지에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 4개의 설명문을 잘 듣고 그 중에서 사진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문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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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질의응답 

- Part 2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방송을 통해 질문과 질문에 대한 3개의 응답문을 각 한 번씩 들려줍니다.

- 질문과 응답문은 문제지에 인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질문에 대한 가장 어울리는 

응답문을 답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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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짧은 대화

- Part 3은 짧은 대화문을 듣고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 먼저 방송을 통해 짧은 대화를 들려준 뒤 이에 해당하는 질문을 들려 줍니다.

- 문제지에는 질문과 4개의 보기가 인쇄되어 있으며 문제를 들은 뒤 제시된 보기 중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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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설명문

- Part 4는 설명문 또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듣고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나래이션과 같은 짧은 설명문 또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려 준 후 이에 해

당하는 질문을 들려 주게 됩니다.

- 설명문 또는 이야기는 문제지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지에 인쇄된 4개의 보

기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무사
CPTAKOREA

100

PART.5 단문 공란 메우기

- Part 4는 설명문 또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듣고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나래이션과 같은 짧은 설명문 또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려 준 후 이에 해

당하는 질문을 들려 주게 됩니다.

- 설명문 또는 이야기는 문제지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지에 인쇄된 4개의 보

기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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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장문 공란 메우기

- Part 6는 불완전한 장문을 완성시키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각의 공란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보기 중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문

장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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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7 독해

- Part 7은 다양한 장르의 1개의 단일 지문, 서로 연관되어 있는 2개의 복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시된 문장에 대해서는 몇 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각 질문을 읽고 4개의 보기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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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AKOREA TOEIC 과정내용

구분 과목명 강의수 강사명

정규이론

한끝토익 700 RC 21 이선아

한끝토익 700 LC 21 YENA

한끝토익 700 RC Part 7 15 이선아

키토익 LC 40 TINA

키토익 RC Part 5 & 6 40 김홍석

키토익 RC Part 7 20 박혁호

문제풀이
한끝토익 700 RC 문제풀이 20 이선아

한끝토익 700 LC 문제풀이 20 YENA

■CPTAKOREA TOEIC 상세보기

● 한끝토익 700 RC 강의상세보기 ● 한끝토익 700 LC 강의상세보기

순서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Orientation 23 : 21

2강 주어와 동사 36 : 07

3강 목적어, 보어, 수식어 47 : 56

4강 동사의 종류와 형태 55 : 04

5강 수 일치 37 : 09

6강 능동태, 수동태 32 : 12

7강 시제 40 : 16

8강 전치사 43 : 33

9강 명사 41 : 07

10강 대명사 41 : 53

11강 형용사 42 : 34

12강 부사 38 : 53

13강 to부정사 34 : 57

14강 동명사 32 : 34

15강 분사 45 : 15

16강 접속사 37 : 53

17강 관계절 47 : 06

18강 명사절 47 : 06

19강 부사절 41 : 38

20강 비교급과 최상급 34 : 59

21강 가정법과 도치 32 : 01

순서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Orientation 10 : 09

2강 Part 1 핵심표현 (1) 41 : 30

3강 Part 1 핵심표현 (2) 33 : 28

4강 Part 1 핵심표현 (3) 34 : 57

5강 Part 2 이것만 기억하자! 36 : 06

6강 When & Where 의문문 34 : 46

7강 How & Why 의문문 35 : 35

8강 What & Which 의문문 33 : 45

9강 Be / 조동사 의문문 31 : 22

10강 부가 / 간접 의문문 33 : 49

11강 부정의문문 & 평서문 34 : 57

12강 Part 3 신 유형 37 : 31

13강 Part 3 주제 / 목적 33 : 13

14강 Part 3 화자 / 대화 장소 34 : 48

15강 Part 3 문제점 / 이유 / 원인 35 : 22

16강 Part 3 현재 할일 & 미래 할일 33 : 52

17강 Part 4 안내 & 공지 39 : 07

18강 Part 4 교통방송 & 라디오방송 & 뉴스 38 : 15

19강 Part 4 전화 & 녹음 메시지 37 : 55

20강 Part 4 인물소개 & 광고 37 : 33

21강 Part 4 신 유형 34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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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익 RC 강의 상세보기

순서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Part 5] Key 01. 문장의 주어 25분

2강 [Part 5] Key 02. 문장의 동사와 목적어 20분

3강 [Part 5] Key 03. 문장의 보어 21분

4강 [Part 5] Key 04. 자동사 VS 타동사 22분

5강 [Part 5] Key 05. 수식어 거품이 있는 주어 20분

6강 [Part 5] Key 06. 특별한 수 일치 공식 21분

7강 [Part 5] Key 07. 능동과 수동 구분하기 21분

8강 [Part 5] Key 08. 수동태의 종류와 특징 24분

9강 [Part 5] Key 09. 시제를 나타내는 단서 23분

10강 [Part 5] Key 10. 시제 일치의 예외 22분

11강 [Part 5] Key 11. to 부정사의 용법 1 25분

12강 [Part 5] Key 12. to 부정사의 용법 2 21분

13강 [Part 5] Key 13. to 부정사의 관용적 용법 19분

14강 [Part 5] Key 14. 동명사의 역할 23분

15강 [Part 5] Key 15. to 부정사 VS 동명사 22분

16강 [Part 5] Key 16. 동명사 관용 표현 19분

17강 [Part 5] Key 17.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20분

18강 [Part 5] Key 18.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21분

19강 [Part 5] Key 19. 분사 구문 26분

20강 [Part 5] Key 20.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 20분

21강 [Part 5] Key 21. 가산명사 VS 불가산명사 24분

22강 [Part 5] Key 22. 대명사의 종류 25분

23강 [Part 5] Key 23. 부정대명사 24분

24강 [Part 5] Key 24. 형용사 VS 부사1 23분

25강 [Part 5] Key 25. 형용사 VS 부사 2 20분

26강 [Part 5] Key 26. 수량형용사 19분

27강 [Part 5] Key 27. 주의해야 할 부사 19분

28강 [Part 5] Key 28. 명사절 접속사 25분

29강 [Part 5] Key 29. 주의해야 할 명사절 22분

30강 [Part 5] Key 30. 부사절 접속사 23분

31강 [Part 5] Key 31. 접속사와 다른 품사 20분

32강 [Part 5] Key 32. 관계대명사 20분

33강 [Part 5] Key 33. 관계부사 22분

34강 [Part 5] Key 34. 주의해야 할 관계사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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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강의내용 강의시간

35강 [Part 5] Key 35. 가정법 18분

36강 [Part 5] Key 36. 도치 20분

37강 [Part 5] Key 37. 비교급과 최상급 23분

38강 [Part 6] Key 38. Part 6 Orientation 21분

39강 [Part 6] Part 6 실전문제 18분

40강 [Part 6] Part 6 실전문제 16분

41강 [Part 7] Unit 01.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1) 20분

42강 [Part 7] Unit 01.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2) 24분

43강 [Part 7] Unit 02. 회사 생활의 시작(1) 21분

44강 [Part 7] Unit 02. 회사 생활의 시작(2) 21분

45강 [Part 7] Unit 03. 진짜 업무란 이런 것(1) 20분

46강 [Part 7] Unit 03. 진짜 업무란 이런 것(2) 21분

47강 [Part 7] Unit 04. 능력을 발휘할 순간(1) 24분

48강 [Part 7] Unit 04. 능력을 발휘할 순간(2) 21분

49강 [Part 7] Unit 05.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1) 18분

50강 [Part 7] Unit 05.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2) 16분

51강 [Part 7] Unit 06.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1) 17분

52강 [Part 7] Unit 06.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2) 17분

53강 [Part 7] Unit 07. 비용의 지불과 청구(1) 15분

54강 [Part 7] Unit 07. 비용의 지불과 청구(2) 13분

55강 [Part 7] Unit 08. 건물과 시설 유지(1) 17분

56강 [Part 7] Unit 08. 건물과 시설 유지(2) 18분

57강 [Part 7] Unit 09.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도 필요한 법(1) 17분

58강 [Part 7] Unit 09.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도 필요한 법(2) 13분

59강 [Part 7] Unit 10. Practice Test (1) 19분

60강 [Part 7] Unit 10. Practice Test (2) 18분

순서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Part 1] Key 01. 인물사진 23분

2강 [Part 1] Key 02. 풍경 및 사물사진 22분

3강 [Part 1] Key 03. 실내, 외 업무 21분

4강 [Part 1] Key 04. 상점 및 여가 22분

5강 [Part 1] Key 05. 가정 21분

6강 [Part 1] Key 06. 도로 및 교통 22분

● 키토익 LC 강의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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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강의내용 강의시간

7강 [Part 2] Orientation 22분

8강 [Part 2] Key 01. Who(Whose) / When 의문문 18분

9강 [Part 2] Key 02. What / Which 의문문 24분

10강 [Part 2] Key 02. Why / Where / How 의문문 22분

11강 [Part 2] Key 04. be 동사 의문문 19분

12강 [Part 2] Key 05. do 동사 의문문 23분

13강 [Part 2] Key 06. 기타 조동사 의문문 22분

14강 [Part 2] Key 07. 부정 의문문 21분

15강 [Part 2] Key 08. 선택 / 부가 의문문 20분

16강 [Part 2] Key 09. 평서문 21분

17강 [Part 3] Orientation 21분

18강 [Part 3] Key 01. 주제 / 목적 문제 23분

19강 [Part 3] Key 02. 직업 / 장소 문제 24분

20강 [Part 3] Key 03. 세부사항 문제 22분

21강 [Part 3] Key 04. 추후 상황 문제 23분

22강 [Part 3] Key 05. 발화 의도 및 암시 문제 21분

23강 [Part 3] Key 06. 시간 자료 활용 문제 20분

24강 [Part 3] Key 07. 인사 19분

25강 [Part 3] Key 08. 사내 업무 15분

26강 [Part 3] Key 09. 고객 응대 22분

27강 [Part 3] Key 10. 여가 19분

28강 [Part 3] Key 11. 일상생활 22분

29강 [Part 4] Orientation 16분

30강 [Part 4] Key 07. 음성메시지 18분

31강 [Part 4] Key 02. 직업 / 장소 문제 22분

32강 [Part 4] Key 03. 세부사항 문제 17분

33강 [Part 4] Key 04. 추후 상황 예측 문제 19분

34강 [Part 4] Key 05. 발화 의도 및 암시 문제 20분

35강 [Part 4] Key 06. 시각 자료 활용 문제 18분

36강 [Part 4] Key 07. 음성메시지 19분

37강 [Part 4] Key 08. 광고 및 방송 22분

38강 [Part 4] Key 09. 공지 18분

39강 [Part 4] Key 10. 인물 소개 및 강연 17분

40강 [Part 4] Key 11. 설명 및 안내 18분



The Road To Success!

107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전 TOEIC 新 TOEIC

Part Part 별 내용  문항 수

1 Photographs(사진 묘사) 10

2 Question-Response (질의 응답) 30

3

Conversations (짧은 대화)

- 10 conversations

- 3 questions per conversation

30 

(3X10)

4

Talks (설명문)

- 10 talks

- 3 questions per talk

30 

(3X10)

계 Total 100

Part Part 별 내용  문항 수

1 Photographs(사진 묘사) 6

2 Question-Response (질의 응답) 25

3

Conversations (짧은 대화)

- 13 conversations

- 3 questions pe conversation

39

(3X13)

4

Talks (설명문)

- 10 talks

- 3 questions per talk

30 

(3X10)

계 Total 100

Part Part 별 내용  문항 수

5
Incomplete Sentences 

(단문 공란 메우기)
40

6
Text Completion

(장문 공란 메우기)

12

(3X4)

7

Single passage (단일 지문)

- 9 single passages

- 2~5 questions per passages
28

Double passages (이중 지문)

- 4 double passages

- 5 questions per set
20

계 Total 100

Part Part 별 내용  문항 수

5
Incomplete Sentences 

(단문 공란 메우기)
30

6
Text Completion

(장문 공란 메우기)

16

(4X4)

7

Single passage (단일 지문)

- 10 single passages

- 2~4 questions per passages
29

Multiple passages (복수 지문)

-2 Set-Based double passages

-3 Set-Based triple passages

-5 questions per set

25

계 Total 100

토익개정요약
Special Section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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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지 않는내용

- 문항 수 (LC 100문항 + RC 100문항)

- 문제풀이 시간 (45분 + 75분)

- 점수 (495 + 495)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의 액센트가 시험에 포함

Special Section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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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텔프 Level2

■지텔프 Level2 시험소개

1) 시험구성 

(1) 출제방식 및 시간

- 문법 : 26문항 / 20분

- 청취 : 26문항 / 약 30분

- 독해 및 어휘 : 28문항 / 40분

- 합계 : 80문항 / 약 90분

* 세무사는 평균 65점 이상 득점(절대평가) 시 영어시험 대체 가능!

(2) 평가기준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 가능 : 업무상담 및 해외연수 등이 가능한 수준

(3) 합격자의 영어 구사 능력

일상 생활 및 업무 상담 등에서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수준

외국인과의 회의 및 세미나 참석, 해외 연수 등이 가능한 수준

(4) 응시료 및 응시 자격

- 정기시험 응시료 : 정기접수기간 금액 / 추가접수기간 금액

- 일반 : 57,200원 / 61,600원

- 졸업인증 : 38,500원 / 42,900원

- 군인할인 : 28,600원 / 33,000원

- 한국장학재단 : 40,000원 / 44,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20,000원 / 22,000원

- 수시시험 응시료 : 68,200원

-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출제분야 

(1) 문법

이 등급에 해당되는 수험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법구조와 아울러 어느 정도 

복잡한 문장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 등

- 시제: 진행형, 완료형, 완료진행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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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다양한 조동사의 쓰임 및 요구/제안/명령 동사와 should 생략 등

- To 부정사와 동명사: 역할 및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등

- 접속사: 종속접속사, 등위접속사, 접속부사 

-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

(2) 청취

이 등급의 수험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정상속도로 말하지만, 다소 

쉽게 변형하여 부연 설명해서 말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것을 이해합니다. 

- 개인적인 이야기 

- 어떤 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협상 등의 대화

-  어떤 특정한 행동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거나 특정한 상품을 추천하는 공식적

인 담화

- 일반적인 어떤 일의 진행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

(3) 독해와 어휘

이 등급에 해당되는 수험자는 실제 혹은 다소 쉽게 변형된 일반적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이해합니다.

- 과거 역사 속의 사건이나 현시대의 이야기

- 최근의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묘사에 초점을 맞춘 잡지나 신문의 기사

- 전문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의 백과사전

-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상업서신

■CPTAKOREA 지텔프 Level2 과정내용

구분 과목명 강의수 강사명

종합과정
퀵 지텔프 65점 완성

(문법, 청취, 독해)
21 임형미, 김태은, 김윤성

종합과정
Final 실전 지텔프 2급

(문법, 청취, 독해)
47 임형미, 최영준,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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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TAKOREA 정규종합과정

CPTAKOREA는 매년 4월에 있는 세무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해 기본이론과정   정

규이론과정   객관식 종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응시 1달 전부터 총 3회에 걸

친 진도별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는 4월에는 오프라인으로 진

행되는 최종정리 과정인 Final Review과정이 운영됩니다.

장기간의 학습을 요하는 세무사시험은 본인만의 학습계획을 설계 후 수험시작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전 반드시 학습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명확한 연도별·월

별일정관리와 학습순서, 그리고 학습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놓으신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위해 CPTAKOREA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위한 무료 학습설계를 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cpa@epasskorea.com이나 070-4304-1331으로 문의주시

기 바랍니다.

CPTAKOREA는 epasskorea의 세무사 전문 브랜드로서 

세무사 시험·세무 업무역량강화·세무실무학습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보유한 세무사 온라인 포털입니다!!

CPTA는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의 약자로서

2000년 초반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수험생들과 현직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응시를 위한 준비생부터 세무사 합격 후 현업에 종사하는 현직 세무사까지~

온라인 정보교류의 장이 될 CPTAKOREA와 함께 

세무사 합격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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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학습은 유예합격전략과 동차합격전략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있습니다.

1차 합격 로드맵

세무사 1차합격

1.5차 합격 로드맵 2차 합격 로드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모의고사+
파이널리뷰

객관식
정규이론

기초
입문 기본이론

 수준별 학습순서

1. 입문자: 기초입문 → 기본이론 → 정규이론 → 객관식 → 모의고사 + 파이널리뷰

2. 회계원리 선수학습 : 기본이론 → 정규이론 → 객관식 → 모의고사 + 파이널리뷰

3. 회계 전공자 : 정규이론 → 객관식 → 모의고사 + 파이널리뷰

1차 합격 로드맵

세무사 1차 & 2차 합격

1.5차 합격 로드맵 2차 합격 로드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차종합반(이론)+강평

객관식

정규이론

기초
입문 메인종합

 과정안내

세무사 1차 합격 및 세무사 2차 동차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2차 동차 종합반 과정까지 수강하시면 모의고사 강평 과정을 추가로 수강하셔서 2차 시험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차
입문 모의고사

파이널리뷰

1차 합격 로드맵 1.5차 합격 로드맵 2차 합격 로드맵

세무사 1차 & 2차 합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전모의고사 + 강평 종합반
2차 핵심이론 유예 종합반

2차 동차이론 종합반

 수준별 학습순서

1. 동차생 : 2차 동차 종합반 → 실전모의고사 + 강평 종합반

2. 유예생 : 2차 유예 종합반 → 실전모의고사 + 강평 종합반

이론정리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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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AKOREA 세무사 기초입문반

● 회계원리

중급회계와 고급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의 뿌리가 되는 기본과목으로서 수험생 

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수강대상

왕초보 회계입문 5H 회계학을 처음공부하는 수험생

회계원리 Review 7H 회계학을 공부한지 오래된 수험생

IFRS 회계원리 24H 회계원리를 깊이있게 학습할 수험생

● Pre과정

경제학이나 법관련 공부를 처음해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본격적인 수

험학습에 앞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예습 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수강대상

Pre 재정학 15H 재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Pre 상법 6H 상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Pre 민법 6H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Pre 행정소송법 6H 행정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CPTAKOREA 세무사 기본이론반

세무사 학습을 처음시작하는 입문자로서 세무사 1차와 2차시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학

습해야하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의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과정의 전 범위를 빠르게 1회독하는 특별입문 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재무회계 40H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원가관리회계 35H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최경민 회계사

세법 40H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장민 회계사

■CPTAKOREA 세무사 1차 종합반(정규이론 종합과정)

본격적인 수험학습을 위한 과정으로서 시험대비를 위한 이론지식습득과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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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를 해보는 정규이론 종합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재무회계 60H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원가관리회계 55H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최경민 회계사

세법 70H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장민 회계사

재정학 45H 김형진 박사, 황정빈 박사

상법 30H 민일 강사

민법 20H 민일 강사

행정소송법 20H 민일 강사

■CPTAKOREA 세무사 1차 객관식문제풀이 종합반

세무사 1차 정규과정을 통해 학습한 과목별 이론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시험과 동일

한 5지선 객관식문제들로 내용들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재무회계 50H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박상형 회계사

원가관리회계 34H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최경민 회계사

세법 53H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장민 회계사

재정학 33H 김형진 박사, 황정빈 박사

상법 27H 민일 강사

민법 27H 민일 강사

행정소송법 27H 민일 강사

■CPTAKOREA 세무사 1.5차 메인종합과정

세무사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입문자를 위한 과정으로 1차와 2차의 필수과목

인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해볼 수 있는 동차대비 

특별 입문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재무회계 60H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원가관리회계 55H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세법개론 70H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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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AKOREA 세무사 1.5차 심화종합과정

세무사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동차준비생을 위한 과정으로 메인종합과정에

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재정학, 선

택과목을 심도있게 학습하는 정규이론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재무회계연습 29H 김강호 세무사, 김승철 회계사

원가관리회계연습 23H 이남재 회계사, 장홍석 회계사

세무회계연습 12H 장민 회계사

세법학입문 29H 강종철 세무사, 노희양 세무사

재정학 20H 민일 강사

■CPTAKOREA 세무사 2차 종합반

세무사 1차 시험합격 후 서술형으로 진행되는 세무사 2차 수험학습을 위한 정규이론

학습, 문제풀이, 그리고 답안지 작성으로 구성된 종합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회계학 1부 72H 김강호 세무사, 이남재 회계사

회계학 2부 62H 장민 회계사

세법학 1부 30H 김재상 세무사

세법학 2부 30H 김재상 세무사

2. CPTAKOREA 특징

■핵심만 콕콕 짚어보는 세무사 따라잡기

방대한 양의 이론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구성된 과정으로서 원가관리회계, 

재정학, 상법과정을 학습한 후 서브노트 작성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명 강의시간 강사명

세무사따라잡기 원가관리회계 14H 원가관리회계 정규과정 1회독 이상 수험생

세무사따라잡기 재정학 11H 재정학 정규과정 1회독 이상 수험생

세무사따라잡기 상법 18H 상법 정규과정 1회독 이상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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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정소송법 과정 운영

상법뿐만아니라 법학을 전공했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민법을 공부해본 수험생들

을 위한 민법·행정소송법 강의를 제공합니다. 민법과 행정소송법은 상법에 비해 범

위가 넓지만 기본지식이 있다면 상법에 비해서 점수취득이 용이한 과목입니다. 민법

총칙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정규과정과 문제풀이로

구성된 객관식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ORBEI 교육그룹 계열사간 전략적 업무제휴

AIFA(강남), KORBEI(종로) 등 서울 핵심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경영

전반과 교육컨텐츠개발과 같은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세무사 수험대비강의, 세무

실무강의, 세무사 직무능력향상 강의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CPTAKOREA 수험학습플랜

■ CPTAKOREA 세무사 유예학습플랜

CPTAKOREA 유예학습플랜의 경우는 1년 ~ 1년 4개월간 오직 세무사 1차시험에 전

념 하여 이듬해 4월에 있는 세무사 1차시험에 합격하신 후 1차 합격한 해의 7월과 유

예가 인정되는 그 이듬해의 7월까지 세무사 2차 시험에 전념하는 플랜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전략입니다.

- 세무사 1차 세무사 유예학습플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차 기본이론과정 1차 정규이론반 1차 객관식 종합과정
Final

Review

- 세무사 2차 세무사 유예학습플랜

4월 5월 6월 7월

2차 정규이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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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AKOREA 세무사 동차학습플랜

CPTAKOREA 동차학습플랜의 경우는 연 상반기에 세무사 1차 학습을 위한 학업에 

전념을 하여 1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에 대한 기본개념을 튼튼히 한 후 바로 세무사 

2차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무사 1차과목과 동일한 세무사 2차과목을 학습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두시험간의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이듬해 4월에 있는 세무사 1차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시

기(8월 이후)에 세무사 수험학습을 시작하셨거나 최종합격시기를 단축시키실 목적

을 가진 전념 수험생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전략입니다.

- 세무사 세무사 동차학습플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차 기본이론과정 1차 정규이론반 2차 정규이론반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차 객관식 종합과정
Final

Review 2차 정규이론반

4. CPTAKOREA 모의고사 & Final Review

■ CPTAKOREA 진도별 모의고사

세무사 1차시험 응시 전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총 2회의 단계별 실전모의고사와 1

회의 전체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1회차(진도별 모의고사) : 매년 2월 중순 진행

과목 범위 출제문항

재무회계 재무회계개념체계 ~ 자본 25문항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일반 ~ 변동원가계산 15문항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의 총설 ~ 익금과 익금불산입

40문항

소득세법 소득세 총설 ~ 소득금액계산특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총칙 ~ 영세율과 면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설 ~ 납세의무

기타
국세징수법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재정학 조세 외 파트 40문항

상법 회사법 총론 ~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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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차(진도별 모의고사) : 매년 3월 초순 진행

과목 범위 출제문항

재무회계 재무회계개념체계 ~ 재무보고와 공시 25문항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일반 ~ 장기의사결정(자본예산) 15문항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의 총설 ~ 퇴직금여충당금

40문항

소득세법 소득세 총설 ~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총칙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칙 ~ 과세

기타
국세징수법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재정학 조세 파트 40문항

상법 주식회사의 기관(업무집행기관) ~ 유한, 합명, 유한책임회사 40문항

- 3회차(전범위) : 매년 3월 중순 진행 

과목 범위 출제문항

재무회계 전범위 25문항

원가관리회계 전범위 15문항

세법 전범위 40문항

재정학 전범위 40문항

상법 전범위 40문항

■CPTAKOREA Final Review

시험전 최종 정리과정으로 오프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며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

을 최종 정리해 볼수있는 과정입니다. 

- 일정 : 시험 20일전

- 형태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관계사AIFA)

- 교재 : 핵심요약 서브노트 & 객관식 문제풀이 교재 

- 강사진 : CPTAKOREA 세무사 정규이론 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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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PTAKOREA 교수진

■재무회계

김강호 세무사

학력 : 연세대학교 졸업

취득자격증 :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사

- 전산세무회계 및 세무회계 출제위원

- 정보통신부 교육원 세법강사

- 수원과학대학교 회계학 강사

- Delloite 안진회계법인 교육강사

- 삼정 KPMG 교육강사

-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교육강사

- 세무법인 덕원 대표

저서

- IFRS 회계원리(AIFA)

- 스피드 회계원리

      

김승철 회계사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취득자격증 : 공인회계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안진회계법인 IFRS 본부(교육, 집필 등)

-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강사

- 국세청 강사

- 한국경제, 롯데그룹, 포스코, LG 등 강사

- 삼일회계법인

저서

- IFRS 회계원리(AIFA)

■원가관리회계

이남재 회계사

학력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 박사과정

취득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력 

- 現 안세회계법인 이사

- 現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 前 사학진흥재단 연수위원

- 前 대주회계법인

      

장홍석 회계사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취득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CMA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원가관리회계 전임

-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 상장사협의회 강사

- 신세계, 서울메트로, 크라운제과 등 기업강의

- 삼덕회계법인

      

최경민  회계사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취득자격증 : 공인회계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회계학 전임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원가관리회계 강사

-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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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노희양 세무사

학력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세법전공

취득자격증 : 세무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 삼일사이버회계학원 세법 강사

      

강종철 세무사

취득자격증 : 세무사

경력

- 現 부산경영아카데미 회계학 강사

- 現 삼성생명 자문 세무사

- 現 강종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前 J&P 세무컨설팅

- 前 한국야쿠르트 재직

     

장민 회계사

학력 : 서울대학교 졸업

취득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력

- CPTAKOREA 세법강사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 前 웅지세무대학교 세법강사

- 前 웅지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 前 영화주세통람(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 前 삼정회계법인

      

김재상 세무사

학력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취득자격증 : 세무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 전임

- 웅지세무대학교 전임교수

- 이그잼 웅지아카데미 강사

- 웅지 공무원아카데미 강사

- 국세청, 파주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강사

- 지암세무법인, 세무법인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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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황정빈 박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제학 박사수료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우리경영아카데미 경제학, 재정학 강사

- 합격의법학원 경제학 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강사

- 前 한교고시학원, 희소고시학원 경제학 강사

      

김형진 박사

학력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경제학 전임강사

- 한국증권금융연구소 CFA 경제학 전임강사

- 이패스코리아 경제학 전임강사

            

 ■상법·민법·행정소송법   

민일 교수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경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 CPTAKOREA 교수

- 베리타스 법학원 전임

- 아모르 이그잼 고시학원 민법 전임

- Bar Plus 법학원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법 전임

- 춘추관법정연구회 민법, 상법 전임

- 한림법학원 상법 교수

- LST 법학원 변호사시험대비 

   민사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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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PTAKOREA 3종  Package!!

■ 세무사 1차 준비를 시작하는 초심자를 위한 Special Package!!

 

세무사 1차
기본이론과정

세무사 1차
정규이론과정

세무사 1차
객관식

문제풀이과정
✚ ✚

세무사 준비부터 1차 합격까지 1년동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는 종합과

정입니다.

- Special Package 기간 : 1년(365일)

■ 세무사 1차 시험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Gold Package!!

 

세무사 1차
정규이론과정

세무사 1차
객관식

문제풀이과정
✚

세무회계에 대한 기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종합과정으로서 세무사 1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Gold Package 기간 : 1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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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와 2차 동시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Non Stop Package!!

 

세무사 1차

주요과목

핵심이론

세무사 2차
입문과정

+
재정학,

상법, 민법

세무사 1차

객관식
문제풀이과정

✚ ✚

- Non Stop Package 기간 : 1년(365일)

- 세무사 합격 3종 Package 학습 Flow!!

잘못된 수험학습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강생 개개인과의 사

전상담을 통해 맞춤형 학습플랜을 설계한 후 설계된 플랜에 맞춘 학습안내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과정 신청 사전 상담
학습플랜

설계
수강과정

오픈
⇨ ⇨ ⇨

- 세무사 합격 3종 Package 사전 학습상담!!

재직, 재학, 전념 등 다양한 학습환경과 전공자, 비전공자, 타 자격증 준비 등 선수

지식여부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개인을 위한 학습플랜 설계

Step 1

 과정 신청

수험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유예 or 동차 학습전략 수립 상담

Step4

학습플랜 설계

앞선 3단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월별 학습플랜 설계

Step 3

수강과목 상담

CTPAKOREA에서 제공하는 A반, B반, 
C반 중 원하는 과정선택을 위한 상담진행

Step 2

선택과목 상담

수험생 개개인의 사전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상범, 민법, 행정소송법 중

가장 적합한 선택과목 선정

⇨

⇨

⇨



       

1. 재경관리사 / 회계관리

2. IFRS 관리사

3. AICPA(미국공인회계사)

6
연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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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관리사 / 회계관리

■자격증개요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사 자격증은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경영관리 

등 재경분야에 대한 능력을 테스트하며 시험수준에 따라서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

급, 회계관리 2급 자격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험구성

- 응시전략 및 시험유형

자격증명 응시자격 시험유형 합격자결정기준

재경관리사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음

필기시험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당 70점 이상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 시험시간 및 응시료

자격증명 평가범위 등급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국가공인 자격증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 시험시간 및 응시료

자격증명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시험시간
14:00 ~ 16:30 10:00 ~ 11:40 14:00 ~ 14:50

150분 100분 50분

응시료 70,000원 5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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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RS 관리사

■FRS 관리사란?

IFRS 관리사는 (사) 한국 CFO협회에서 주관하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관련 내용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입니다. IFRS 관리사 자격시

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IFRS 검증자격시험입니다.

■시험구성

1) 시험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없음

2) 시험유형

- 60문항 5지선다형

3) 합격자 결정기준

-  시험난이도(합격률)를 고려한 기본 베이스 점수 조정 후 70점 이상 득점자를 합

격자로 함.

4) 시험시간 및 응시료

시험시간 응시료

100분 50,000원(단, Late 기간은 60,000원)

3. AICPA(미국공인회계사)

■AICPA 소개

1) AICPA 란?

AICPA란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의 약자로 미국공

인회계사 협회를 뜻합니다. AICPA는 자본시장의 개방화 및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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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로 국제적인 회계가문 및 자금담당 전문가로서 재무·회계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2) AICPA 활동분야

- 국내외 회계법인의 Auditor

- 유명 Consulting Firm의 Consultant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부서 담당자

-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부서장

■AICPA 시험내용

1) AICPA 시험구성 주체

- 55개의 Board Of Accountancy : 응시요건 & License 취득요건 총괄

- NASBA(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Accountancy) : 

   시험 총괄

- AICPA(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License    취득자 관리

- Prometric : 시험접수 대행

2) AICPA 시험구성

Section 문제유형

Section Multiple Choice Suimulation

FARE 90문항

60%

7문항

40%AUDIT 90문항 7문항

REGULATION 72문항 6문항

BE&C 72문항 85%
3문항

(Essay Onl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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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CPA 시험시간 및 세부 구성과목

Section 시험시간 구성과목

FARE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4시간

Intermediate Accounting(중급회계)

Advanced Accounting(고급회계)

Non for Profit Accounting(비영리조직회계)

AUD

Auditing & Attestation
4시간

Auditing & Attestation 1(회계감사 1)

Auditing & Attestation 2(회계감사 2)

Auditing & Attestation 3(회계감사 3)

REG

Regulation
4시간

US Business Law(미 연방 상법)

US Taxation(미 연방 세법)

BE&C

Business Environment & 

Concept

4시간

Cost Accounting(원가관리회계)

Financial Management(재무관리)

Economics & IT Implication(경제학 및 IT)

Corporate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응시절차

AICPA 시험의 경우는 미국의 55개 주(State)중 하나의 주를 선택하여 해당주의 응

시요건에 부합하는 학위와 학점을 모두 이수했다는 확인(Evaluation)을 받은 후 본

격적인 응시접수가 가능합니다.

- 1st Step : 응시주(State) 선택

- 2nd Step : Evaluation(1개월 ~ 2개월 소요)

- 3rd Step : Application(1개월 ~ 2개월 소요)

- 4th Step : NTS 수령 후 시험장 예약(NTS 수령 후 반드시 6개월 안에 시험

                   응시를 해야함)

■시험자격요건

AICPA 시험에 자격요건은 시험응시요건과 License 취득요건의 두가지가 있습니

다. 시험응시요건의 경우는 학점과 학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시험합격 후 

License 취득요건은 학점과 실무경험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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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많이 응시하는 주(State)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졸업자 : Maine주, California주 

- 대학졸업예정자 : Montana주 

※ 시험응시요건 확인은 evaluation 절차를 통해 확인을 받으며, License 취득 요

건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 중 AICPA License 홀더가 작성한 Letter를 통

해 확인 받습니다. 



       

꾸준함으로 이루어낸 세무사 합격기

7
합격자 지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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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함으로 이루어낸 세무사 합격기

제 5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박예란 

1. 들어가며

처음 세무사 합격소식을 접한 그 날은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날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올해 1월 말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무사 시험에 전력

을 다하여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

람들이 말하는 기뻐서 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그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합격하고 난 후 지금까지 매일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무사가 되어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으로 꾸준함입니다.

세무사는 엉덩이로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책상 앞에 앉아 꾸준히 얼마나 공

부를 했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하루에 3~4

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규

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한것이 합격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사님의 

조언을 믿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 후,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

간까지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무사 준비를 시작할 때, 

백지에 ‘축 합격 박예란 세무사’ 라고 쓰고 사진을 찍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 두었습

니다.

힘들 때, 공부가 잘 안될 때 마다 나는 얼마나 세무사가 되고 싶은지 간절함을 새기며 배

경화면을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바탕이 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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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시험준비(2015. 9월 ~ 2017. 4월)

1) 생활패턴과 공부방식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2015년 가을 무렵 세무사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1차 시험 준비

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려고 하니 몸도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기초가 없다보니 헤매기 일쑤였고, 푸는 문제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시작해서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믿어주는 친구와 할 수 있다

면 함께 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에게는 수험 생활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고 주말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1차 

수업을 들을 때 학원수강생이 많다보니 앞자리에 앉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1등으로 학원 

문을열고 들어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수

업을 듣고일요일에는 친구와 함께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전업 수험생보다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내어 

요점정리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암기과목의 요점정리 노트를 사서 출퇴근 시간, 이동하는 시간, 밥 먹고 쉬는 시간 그리고 

잠자기 전에 30전에는 계속 반복하여 암기하고 읽었습니다.

요점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이 직장인이 시거나 시간이 없

으시다면요점정리가 이미 된 것을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습보다는 복습위주의 공부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예습을 하면 좋지만 시간적 여유

가 없다면 복습을 꾸준히 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토요일에 들었던 수업은 일요일

에 복습을 하고 주중에 다시 한 번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단권화를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모두 보고가

려면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숙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한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공부는 반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회독수를 늘렸느냐가 시험의 승

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이나 암기과목이 휘발성이 강해서 자꾸 복습하지 않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에 단권화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2) 휴식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쉬자.

하루에 일과를 정할 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체력관리와 정신적으로 좋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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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따로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공부하는 

게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는 남은 시간동안 꼭 산책을 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7시쯤에 자리에 앉습니다. 꼭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앉는 습관을 기

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 단위로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쉰 다음,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공

부하고 10분 쉬고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을 가기 때문에 피로를 풀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요일 저녁은 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던지 수다를 떤다든지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마시고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도 슬럼프는 거의 없었습

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식

(1) 중급회계

저는 김강호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토요일에 수업을 듣고 일요일에 복습을 하는 패턴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회계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수업을 들은 

다음 날 가장먼저복습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기본서를 처음에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두 번째 부터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었습

니다.

중급회계는 이론보다는 객관식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회계과목은 계산하는데 시간을 줄여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위주로 진행했습니다. 회

독 할 때 마다 문제 번호에 틀린 것을 표시하여 왜 틀렸는지를 체크해나갔습니다. 나중에는 

틀린 문제만을 추려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2)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는 이남재 강사님의 기본서로 수업을 듣고 객관식 책 한권을 정해서 일정한 양을 

정해 매일 30분씩 풀었습니다. 원가는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므로 연습 또 연습

이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되면 가능한 계산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차 

때에는 원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1차 때 기본을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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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

저는 노희양 강사님의 세법개론 이론 강의를 듣고 이틀 뒤에 인강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 이후 장민 강사님의 세무회계를 들었습니다. 학원커리큘럼 중에 1.5차반을 들어서 세무회

계를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 때에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골고루 공부했습니다. 그리

고 국세기본법 등 나머지 기타세법들은 강의를 한 번 듣고 특강 때 받았던 서브노트를 시험

전날까지 읽고 암기했습니다.

저는 세법도 한 권으로 단권화 하여 법인세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론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1차 시험 중에 세법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2차 시험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

다. 세법이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모르던 것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다고 좌절하

지 말고다음에 볼 때 이해하자 하는 마음으로 반복하여 읽고 또 읽었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은 황정빈 교수님 책 한 권과 요약정리집 한 권으로 단권화했습니다. 책에 기출문

제가 함께수록되어있어 문제 풀 때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약정리도 해

서 들고 다녀봤으나 다른 내용을 조금씩 추가 하고 하다 보니 점점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책 한 권으로 요점정리노트를 만들 시간에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출퇴근시간, 이

동시간, 점심식사 후 산책하면서 들고 다니며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재정학 문제는 푸는데 의의를 두지 않고 보기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재정학은 간혹 말장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가며 공부했습니다.

(5) 상법

저는 선택법은 상법을 선택했고, 민일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법은 일단 이론을 한 

번 정독한 후 수업시간에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그 이후 상법기출문제를 반

복적으로읽었습니다. 문제 뿐 아니라 문제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틀린것을 찾는 문제이면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갔습니다.

4) 시험전날과 시험당일

저는 시험 3일전에는 2일 동안 1회독, 시험 전날 1회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시험 전날에

는 2시간씩 한 과목을 모는 것으로 하여 총 10시간을 잡고 2시간에 한 번씩 친구와 통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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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급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자주 틀렸던 문제와 

꼭 다시풀어 봐야할 문제를 추려두었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세법개론은 이론위주로 1회독을 했으며, 기타세법은 요점정리 위주로 1회독했습니다.

재정학도 요점정리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파트와 자주 틀리는 

파트를 우선으로 정독하고 나머지를 보는 순서로 읽었습니다.

상법은 이론보다는 기출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12시 

정도에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날에는 상법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각 시험을 보기 전

에 공부했던 책을 펴서 나오는 부분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의외로 이때 보았던 부분이 시험

에 많이 나와서문제를 풀 때 쉽게 풀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보다는 아는 문제를 먼저 빠르게 풀고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스

킵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1차를 통과하는데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오히려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쉽고 아는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는 문

제 위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학과 선택법에 집중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법개론에 더 무게를 

두라고합니다. 그건 각자 스타일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학과 

상법보다는 세법에 더 무게를 두어 공부했습니다.

3. 2차 시험 준비 동차

동차 준비기간에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여 많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차 반을 등록하고 진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야근하는 일도 많

아 공부하기가 더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동차때는 약 4개월이 안되는 시간에 2차 시험과목을 모두 준비하려고 하니 너무 벅찼습

니다. 학원에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원수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동차 때는 2차 과목을 모두 2회독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수업을 쫓아가는 것도 힘들고 

주말에이틀 모두 수업을 듣다보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지금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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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시험 준비 유예

2018년 1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전향 후 2차 시험에 전념했습니다. 은사님께

서 알려주신 데로 평일에는 도서관에 도착해서 아침 9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

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을 정해놓고 식사 후 30분가량은 산책을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도서관 마치는종이 울리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8월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계획을 짤 때, 시험보기 한 달 전까지 몇 회독을 할 것인지, 2주일 전에는 몇 회독을 할 것

인지 시험보기 일주일전, 3일전, 하루 전에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달력을 보고 체크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에 맞춰서 2차 전 과목의 회독수를 늘려갔습니다.

학원에서는 매주 1번씩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진도별 모의고사여서 모의고사

를 보기 전에진도에 맞게 공부를 했고, 제 나름대로의 진도를 만들어 세무회계와 세법학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도착해서 매일 1시간 30분~ 2시간 정도는 세무회계 모의고사를 1회씩 

풀고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하루에 2시간씩 모든 과목의 진도를 맞춰나갔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

는 문제당시간을 할애하여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

습니다. 시험보기 4주 전, 3주 전에 전체 모의고사는 2회 정도 보았습니다. 저는 전체 모의고

사를 봤던 것이시간 분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 때에는 학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1) 2차 과목별 공부 방식

(1) 회계학 1부

재무회계가 제일 약한 부분이여서 고득점 보다는 평균정도의 점수를 받자는 전략이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덕 저자의 중급회계 기본서를 상권, 하권 모두 구입하여 이론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다보니 응용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기본

서로 회독수를 늘리고 시험보기 한 달 전부터 재무회계 2차 연습서를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본서와 2차 연습서 그리고 유예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1차 때부터 계속 연습했던 터라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여 챕터별로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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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쭉풀고 다음 회독 시에는 짝수를 푸는 방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갔습니다.

단권화해서 계속 한 권으로 연습했고, 자주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다시 돌아

가 공부했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을 재면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2) 회계학 2부

세무회계는 장민 강사님의 유예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주 푸는 모의고사 문제가 좋아서 

모의고사로복습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여 약 2시간동안 매일 모의고사를 1회씩 풀었습

니다. 모르는 부분은이론을 다시 보고 강사님께 질문하고 손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

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보자마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

는 유형별로 요점정리해서 정해진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 부터는 여태껏 본 모의고

사를아침에 한 개, 저녁에 한 개 씩 풀었습니다. 풀다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서 하루에 2회 모

의고사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틀려서 분명히 다시 답을 보고 풀어서 이해했던 문제도 계속 틀렸습니다. 아무

리 풀어도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서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매일 풀어나가다 

보니 어느 샌가나도 모르게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회독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3) 세법학 1부

세법학은 김재상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알려주시는 방법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세법학 M

책으로 단권화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챕터별로 나눠서 2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만큼만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격일로 하루는 세법학 1부 다음날은 세법학 2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예시나 문제가 있으면 백지에 스스로 답을 적어보고 한 챕터마다 요점정리

를 해서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다음번 회독할 때 또 똑같이 답을 적어보고 챕터 요점정

리를 추가해서바꿔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4)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학 M에 있는 목차를 순서대

로 암기하여스터디를 했습니다. 일단 목차를 외우고 나니 점점 살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다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은 책에 있는 그대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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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웠습니다. 필자에게 전략과목을 꼽으라면 저는 세법학2부였습니다. 책에 있는 순서대로 

모든 내용을 5월 말까지 다 외웠습니다.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외우고 나서는 계속 반복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가세 2시

간, 개소세 2시간, 지방세 2시간 정도 걸리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1주일 전에는 4시간 동

안 세법학 2부를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학 2부는 필자의 생각보다는 기본 암기위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했던 제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6. 마무리하며

합격수기 마지막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말이 있어서 저도 쑥스

럽지만남기겠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울먹거리며 전화를 받아주던 저를 항상 자랑스

럽게 생각해준 우리 아빠, 말은 안했지만 저를 보며 그동안 힘들어 했을 우리 엄마, 항상 나를 

믿어주고 힘이되어준 내 동생들과 제부 그리고 항상 웃게 해준 우리 복덩이 조카, 공부한다

고 많이 찾아뵙지 못한 우리 외할머니, 곁에서 항상 함께 공부하며 힘이 되어준 우리 지혜와 

넌 이미 세무사라며 힘을준 선영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공부한 학원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언니는 될 꺼라고 응원해준 재희와 가람이 고맙습니다.

힘들 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던 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했던 지난 날 항상 나를 믿어 주었던 우리 친구들 지인

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합격하고 나서 만나게 된 정말 소중한 인연들 특히, 우리 55기 85년 동기들 우린 모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 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합격한 후에 날들은 

매일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합격수기는 CPTAKOREA의 관계회사인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수강생인 박예란님의 합격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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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는 "교육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기업을 키운다"는 모토(Motto)아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사명(Mission)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기업”
고객이 우리를 부르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패스코리아 회사소개

이패스코리아는 2003년 금융교육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국제재무분석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국제재무위험관리사(Financial Risk Manager), 미국

공인회계사(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등 국제금융과정과 

은행·증권·보험·세무·회계·기술분야의 e-Learning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

이패스코리아는 각 산업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업의 특화된 요구사항(needs)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식 위탁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기업이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고객·임직원·주주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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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단행본 
출판사업

콘텐츠제작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SI사업
HR컨설팅
학술연구

온라인 
교육서비스 

(B2B/B2C)

·온라인 금융교육 epasskorea 

·기업 금융교육(실무) epasspro 

·우편원격교육 bestlearn 

·세무회계 실무 taxcampus

·세무사/회계사 CPTA

·보험FP교육 powerFP

·기술자격교육 jjang

·국내증권, 금융자격 교재출판 

·금융 실무과정 교재출판

·단행본 출판

·월간 머니플러스 발행

·편집디자인/제작대행

·서점/학원 도서유통

·이러닝 콘텐츠

·기업홍보

·엔터테인먼트

·LMS/LCMS 구축

·ERP

·인트라넷

·이마켓 플레이스

·HR컨설팅/학술연구

·HR공학연구소

·러닝마스터즈코리아

·오프라인 국제/국내

  금융 자격교육

·오프라인 

  금융실무교육

·오프라인 

  휴먼스킬교육

·오프라인 

 전문교육센터

중점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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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국내 최대 온라인 금융·재무·세무회계

자격증 교육 포탈사이트

“ 이패스코리아”
증권·금융전문인력과 기업 재무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높은 품질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시장을 석권한 오프라인 강의 명성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브랜드 파워로 검증된 명품교재!

B   교육문화 선도기업의 최고 강사진!!

C   전문가 그룹이 만드는 일등 강의!!!

● 고객센터 : 1600-0522

● 홈페이지 : www.epasskorea.com

대표브랜드

CFA / FRM 

CAIA / AICPA 

CMA

국제 금융
자격증

국제 금융
자격증

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은행FP / 은행텔러 

외환관리사 / 변액보험판매관리사

국내 금융
자격증

국내 금융
자격증

전산세무 / 전산회계 

기업회계 /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 기업자금관리사 

IFRS 관리사 / 전산회계운용사 

세무사

세무 회계
자격증

세무 회계
자격증

자격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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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A Korea
여러분의 성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세무사 온라인 전문교육

“CPTAkorea”

A  세심한 일대일 상담을 통한 합격전략 제시

B  수강금액은 DOWN ↓ 강의의 품질은 UP ↑

C  합격을 위한 무료강의 서브자료, 충분한 수강기간 제공

● 고객센터 : 1600-0522

● 홈페이지 : www.cpta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