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 : 2022-0303호

2022. 03. 10.

수

신 : 감사(위원), 감사실(부)장, 감사실무자, CIA 등

제

목 : ‘22.04월 내부감사전문교육(4/14-15)

□ 감사 조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신규 감사 팀원을 위한 입문 교육 (4/14)
내부감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지 감사 수행의 체계성을 높이는 조서 관리와 감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와 경력관
리 차원에서 감사직무의 강점을 소개하고, 정기 감사를 수행해야 할 신임 감사인이 감사 프로세스를 이
해하고, 감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 맞춤형 TIP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4/15)
글로벌 시장과 비즈니스의 화두인 ESG경영과 글로벌 윤리, 반부패, 경영 트렌드 그리고 국내외 규범화 현
황 및 평가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영목표달성과 관련
하여 내부통제, 윤리경영, 직무윤리 간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기업의 윤리경영 및 직무윤리의 사례 학
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 일 시 : 2022년 4월 14일(목) ~ 15일(금), 2일
나. 장 소 : YBM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3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9-16)
다. 참 가 비(2일) (부가세포함)

1) 회 원 사 – 439,000원 (2인 이상 395,000원, 교재포함)
2) 비회원사 – 560,000원 (2인 이상 504,000원, 교재포함)
※ 정회원은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단, 교재비별도 1일-55,000원, 2일-110,000원)

라. 신청·결제 : ~ 2022년 4월 8일(금) 17:00 까지 (정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감사협회 홈페이지 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선택 1)
2) 이메일/팩스 신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Fax) 02-2269-5303
3) 입금계좌 : 국민은행 412701-01-159091 (예금주: 한국감사협회)

마. 문의 : 교육연수팀 전선영 차장 Email. jeon@iiakorea.or.kr Tel. 02-3487-1953
교재파일, 수료증 제공 (보수교육대상자 교육이수(CPE) 14시간 인정)

※ 취소규정 : 교육 5일 전까지 취소 시에만 전액 환불, 이후 환불 불가합니다.

( 사 ) 한 국 감사 협 회 IIA KOREA
Elevating Impact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75 (사당동, 용훈빌딩 4층) www.theiia.kr

◈ 감사 조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Ⅰ. 내부감사에 대한 이해
- 내부감사 정의
- 내부감사 사이클 전반

Ⅱ. 내부감사 조서
- 조서 개요
- 다양한 조서 사례 및 작성 방법

Ⅲ. 내부감사 보고서
- 보고서 개요
- 보고서 사례 및 작성 방법

◈ 신규 감사팀원을 위한 입문 교육 ◈
Ⅰ. 감사의 역할과 업무 소개
- 감사직무의 전망
- 감사의 역할
- 감사의 조건
- 감사 업무 소개
- 감사인의 마인드

Ⅱ. 사전조사의 의미
- 내부감사 절차
- 사전조사
∙ 사전조사의 중요성
∙ 사전조사 절차
∙ Value Chain별 점검Point
∙ 체크리스트 작성

Ⅲ. 현장조사의 이해
- 현장조사 소개
- 현장조사
.

Elevating Impact

◈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
Ⅰ. ESG시대의 윤리경영
- ESG경영의 대두
- 리스크로서의 윤리경영
-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Ⅱ. 글로벌 윤리경영 트렌드
-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화
- 윤리경영 베스트 프랙티스

Ⅲ. 강력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이란
- 윤리경영 프레임워크
- 작동하는 윤리경영 요건
- 자가진단 리스트

Ⅳ. 경영목표와 내부통제
- 조직의 목표와 내부통제 관계
- 내부통제 체계와 구성요소
- 내부통제 주체와 역할 및 책임
- 내부통제 관련 주요 개념 이해

Ⅴ. 윤리경영 이슈 발생기업 사례와 특징
- 윤리경영과 기업의 이해관계자
- 최근 윤리적 이슈 발생기업 사례와 이슈의 특징

Ⅵ. 윤리경영 리스크 대응원칙
- 윤리 환경과 기준의 변화
- 윤리경영 리스크 발생 시 대응원칙

Ⅶ. 직무윤리 실천원칙과 준수의 중요성
- 직무윤리 개요 및 실천원칙
- 직무윤리 준수 사례
- 직무윤리 준수의 중요성
Elevating Impact

◈2022년 4월 내부감사전문교육 일정(안) ◈
[1일차_4/14] 감사 조서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신규 감사 팀원을 위한 입문 교육

4월 14일
(목)

09:30~10:20

감사보고서 개요

10:20~10:30

휴식

10:30~11:20

효과적인 감사조서의 특징과 작성기법

11:20~11:30

휴식

11:30~12:20

효과적인 감사보고서의 특징과 작성기법

12:20~13:20

중식

13:20~14:40

감사의 역할과 업무 소개

14:40~14:50

휴식

14:50~16:10

사전조사의 의미

16:10~16:20

휴식

16:20~17:10

현장조사의 이해

[2일차_4/15]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ESG시대의 윤리경영

09:30~10:20

휴식

10:20~10:30
10:30~11:20

글로벌 윤리경영 트렌드
휴식

11:20~11:30
11:30~12:20

강력한 윤리경영 프로그램
중식

12:20~13:20
4월 15일
(금)

경영목표와 내부통제

13:20~14:10

휴식

14:10~14:20
14:20~15:10

윤리경영 이슈 발생기업 사례와 특징
휴식

15:10~15:20
15:20~16:10

윤리경영 리스크 대응원칙
휴식

16:10~16:20
16:20~17:10

직무윤리 실천원칙과 준수의 중요성

Elevating Imp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