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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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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협회동정

8월(1차)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내용 : #9 내부통제와 (미)연방양형 가이드라인
#10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부감사 역할 및 전문적 수행에 대한 이해
#11 ESG에 맞춘 감사방향과 내부감사인의 역할
#12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일시 : 2021년 8월 10일(화) ~ 13일(금)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내용 : 내부감사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방안(3시간)
ERP(SAP) 통제와 감사실무(3시간)
•인원 : 108명

		

		

		

Webinar 감사포커스 Playback Library

서강대학교 내부감사전문과정 제25기 수료식

8월(2차)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장소 : 온라인
•인원 : 19명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 27일(금)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내용 : 내부감사 체크리스트 실무사례(3시간)
데이터 기반 감사 수행방안(3시간)
•인원 : 107명

제2차 이사회

9월(1차)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 10일(금)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내용 : 4차산업혁명시대, 정보보안의 동향과 전망(3시간)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내부감사(3시간)
•인원 : 71명

		

		

		

•일시 : 2021년 8월 25일(수)
•장소 : 온라인(ZOM)
•내용 : 2021 자랑스러운감사인상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2021 기관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2021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
•인원 : 24명

CIA문제풀이를 통한 내부감사 이론 및 실무 습득 과정
•일시 : 매주 화요일 재개강
•수강기간 : 7일간(매주 화요일 개강 ~ 차주 월요일 종료)
•수강비용 : Part.1, 2, 3 각(회원40,000원, 비회원 50,000원)
		
전부수강 (회원 100,000원, 비회원 125,000원)
•신청방법 : 감사협회 홈페이지(theiia.kr) 신청(카드 및 송금)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및 윤리경영 실현 지원위원회 회의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15:00 ~ 16:30
•장소 : 온라인(ZOOM)
•내용 : 이해충돌방지제도 조기 정착 및 윤리경영 실현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 논의
•인원 : 7명

(사)한국감사협회 사무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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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행사
•일시
•장소
•내용
•연사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 10월 1일(금)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내용 : 경영진단 및 컨설팅 감사 기법(3시간)
리스크에 대한 Audit 모니터링 수행방안(3시간)

:
:
:
:

2021년 9월 15일(수) 15:00 ~ 17:00
온라인(ZOOM)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내부통제 강화
이지문 이사장((사)한국청렴운동본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9월(2차)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

		

2021 하반기 온라인 감사(위원) 전문과정

2021 기관대상 선정 공모

Webinar 감사포커스 #14

2021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선정 공모

•일시 : 2021년 10월 5일(화)
•주제 : OnRisk 2022
•연사 : 이수경 대표((주)툴라)

2021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선정 공모
•접수기간 : 2021년 9월 27일(월) ~ 10월 1일(금) 오후3시까지
•접수방법 : (사)한국감사협회 홈페이지_정보서비스_공지사항 참고
•접수문의 : 02)3487-1963

10월(1차)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 15일(금)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내용 : IT 내부감사(3시간)
IT 컴플라이언스(3시간)

(사)한국감사협회 사무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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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품질평가
이번 달 내부감사 품질평가 진행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21.09~2021.11) | 한국자산관리공사(2021.09~2021.11) 2번째 실시

① 내부감사 품질평가란?
내부감사전문가로 이루어진 (사)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위원회에서 감사조직의 지배구조, 직원, 관리, 프로세스를 국제내부감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현
재 내부감사 수준 진단 및 품질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필요성/의의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속에서 효과적인 지배구조로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으며 내부감사부서는 최상위 수준의 감사품질을 갖출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감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
한 끊임없는 평가와 개선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와 관련된 환경 및 활동(지배구조, 직원, 관리, 프로세스)
을 관련 법규정 및 국제기준에 대비하여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감사수
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사조직의 목표 달성
▶국제내부감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내부감사부서의 선진화 및 글
로벌화

③ 근거
국제내부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에 따르면, 조직 외부의 독립적이며 자격이 있는 평가팀으로부터 적어도 5년에 1회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외
부품질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tandards 1312)

④ 품질평가 프로세스 (8주 프로세스)
1. 내부감사 품질평가 신청 및 계약
2. 사전조사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배경정보,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4주)
3. 평가요약, 품질평가보고서 작성 (4주)

⑤ 기대효과
•내부감사부서기능의 숙달과 전문성 검증
•독립적인 평가의견을 감사전략에 반영
•최고수준의 품질기준 지향 동기부여
•경영진과 협업부서로부터 신뢰 확보
•내부감사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 개선 기회 식별

⑥ 품질평가 실시 기관
•한국남동발전(2018.1~2018.3)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한국토지주택공사(2018.9~2018.11)
•대한산업안전협회(2018.10~2018.12)

				
GGGI(2019.11~2020.1)
•한국관광공사(2019.12~2020.2)

•한국자산관리공사(2019.4~2019.6) 1번째 실시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20.03~2020.08)

•한국조폐공사(2019.9~2019.11)

•한국토지주택공사(2020.10~2020.12)

•한국주택금융공사(2019.10~2019.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21.09~2021.11)
•한국자산관리공사(2021.09~2021.11) 2번째 실시

(사)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 품질평가 문의: 김가희 02-3487-1922 / ka0209@iiakorea.or.kr

(사)한국감사협회 사무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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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지
신규 자격시험 국제내부감사실무사 한국어 버전 런칭 예정
국제내부감사실무사 (IAP : Internal Audit Practitioner)가 2021년 하반기에 한국어 버전으로 새롭게 런칭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될
예정입니다.
국제내부감사실무사 (IAP)는 내부감사의 본질과 IPPF의 내부감사의 기본이 되는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순환보직 내부감사인, 신임
내부감사인, 학생 분들께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문제 : 100문제, 객관식
·시간 : 120분
·응시언어 : 한국어, 영어
·학력요구사항 : 없음
·경력요구사항 : 없음
·자격유지보고 : 해당사항없음
·자격증 유효기간 : 3년 (자격증이 3년동안만 유지됩니다.)
·시험 유효기간 : 2년 (시험접수 후 2년 안에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시험등록이 만료 됩니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세계 유일의 국제 공인내부감사 전문 가격증으로, 세계내부감
사인협회(IIA,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CIA는 오늘날 급변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환경과 고품질 내부감사를 지향하는 흐름에 대응하며, 내부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검증하는 지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시험접수 및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감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CIA 소지자 국가별 통계 ◈
2021. 03. 기준

신규 CIA 합격자
강주석 하나금융투자 부장
김요한 삼성증권 수석
박홍철 (주)대우건설 차장
정주희 네이버파이낸셜
관련문의: 자격관리팀 전선영 차장
jeon@iiakorea.or.kr

(‘21.08기준)

1,147명

(사)한국감사협회 사무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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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동 회원소개

▶ 신규 법인그룹회원 소개

▶ 변동 회원 소개

▶ 신규 자격자회원 소개

한국공공조직은행

•강 동 신 상임감사(한전KPS(주))

•강 주 석 부장(하나금융투자)

•연 완 희 부장

•이 재 욱 상임감사위원(한국마사회)

•김 요 한 수석(삼성증권)
•정 주 희(네이버파이낸셜)

•김 유 리 팀장
•오 충 인 주임

법인그룹회원제 안내
법인그룹회원 혜택
1.

내부감사실의 임직원 3인제(회비, 220만원), 7인제(330만원),
11인제(440만원), 18인제(550만원), 25인제(660만원), 33인제
(770만원), 42인제(880만원), 52인제 (990만원) 등 회사 여건
에 맞춰 다양하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E-Learning 내부감사전문교육(온라인) -무료제공(교재
비 별도)
- 2021년 연간 24회(1회 6시간, 총144시간)

3.

내부감사전문교육(오프라인) -무료제공(교재비 별도)
- COVID-19로 인하여 현재 미운영 2022년 1월부터 오프라인
교육 재개 예정.
- 평균 연간 24회(1회 7시간, 총168시간, 2022년 횟수변경 가능)

4.

감사전문성의 척도가 되는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시

5.

정회원은 세계내부감사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글로벌 내
부감사선진기법 습득을 위한 IIA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 특
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6.

최신 감사 이슈에 대한 Webinar 감사포커스(온라인)를 매월 1
회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7.

감사(위원) 전문과정, 감사(위원) 핵심과정을 각 연 2회, 감사
리더십특별강연을 연 4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8.
9.

감사저널을 격월 1회, 총 연간 6회 무료 제공합니다.

10.

매해 자랑스러운감사인상·기관대상·사회적가치실현상 공모
기회 제공.
산학프로그램(서울대 및 서강대) 참여지원.

험 할인을 받습니다.

법인그룹회원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7명), 건설근로자공제회(4명),

■사기업 및 기타기관 금융보안원(3명), 네이버주식회사(3명),

국립생태원(4명), 국립암센터(3명), 국민건강보험공단(6명), 국민연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3명), 대구은행(3명), 더케이저축은행(3명),

금공단(6명), 국방과학연구소(7명), 국토안전관리원(3명), 그랜드코

롯데칠성음료(6명), ㈜부산은행(3명), 삼일감정평가법인㈜(3명),

리아레저㈜(3명), 도로교통공단(3명), 독립기념관(3명), 사회보장정

서울교통공사(3명), 서울대학교(3명),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보원(3명), 새만금개발공사(3명), 서민금융진흥원(5명), 서울대학교

(3명), 서울에너지공사(5명), 수협은행(7명), 신세계(3명), 아드반

병원(4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7명), 울산과학기술원(4명), 전북

테스트코리아㈜(3명), 아세아 주식회사(4명), 아이비케이연금보험

대학교병원(6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명), 중소벤처기업

(3명), ㈜아이비케이캐피탈(3명), 아주산업㈜ 지주부문(3명), ㈜예

진흥공단(11명), 학교법인 한국폴리텍(2명), 한국가스공사(7명), 한

스코(4명), 전기공사공제조합(5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6명), 중소

국부동산원(3명), 한국거래소(6명), 한국국토정보공사(15명), 한국

기업중앙회(3명), 카카오뱅크(8명), 케이티앤지(3명), 코리아크레

기술교육대학교(1명), 한국도로공사(3명), 한국마사회(3명), 한국

딧뷰로(3명), ㈜포스코(4명), 하나캐피탈㈜(3명), 한국교육시설안전

방송광고진흥공사(3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4명), 한국산업인

원(4명), 한국씨티은행(3명), ㈜한주(3명), 현대백화점(3명), ㈜홈앤

력공단(4명), 한국서부발전㈜(3명), 한국석유공사(10명), 한국소방

쇼핑(8명), ㈜화승알앤에이(3명), KB국민카드(3명), ㈜KB금융지주

산업기술원(4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8명), 한국에너지공단(7명),

(5명), HMM(3명), LIG넥스원㈜(7명), NH농협생명보험(3명), NH투

한국전기안전공사(14명), 한국전력거래소(5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증권㈜(3명)

(3명), 한국천문연구원(3명), 한국콘텐츠진흥원(8명), 한국토지주택

※ 사기업 및 기타기관 법인그룹회원 수(2021. 9. 기준): 162명(39개사)

공사(7명), 한국해양진흥공사(3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
사(3명), 한국환경공단(3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4명), 한전KPS㈜
(12명), ㈜SR(3명)
※공공기관 법인그룹회원 수(2021. 9. 기준): 242명(48개사)

※ 법인그룹회원 수(2021. 9. 기준): 404명(87개사)
(사)한국감사협회 회원가입 문의
김가희 02-3487-1922 / ka0209@iia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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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
2020 Gleim New CIA Review 한국어 번역본
•번역/출판: (사)한국감사협회 / •저자: IRVIN N. GLEIM
•가격: 66,000원(1권) Part. 1~3(총 3권 198,000원) * 과목별 개별구매 가능합니다.
•구매신청: 협회 홈페이지(도서간행물_번역출판물) http://www.theiia.kr/(카드결제/송금)
•문의: 임태열 (02-3487-1964)
•환불규정: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책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CIA Review』은 공인내부감사사(CIA)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국제내부감사인협회의 필수 감사지
침서입니다. 편리한 참조를 위해 국제내부감사 기준을 모두 포함했으며, 여러 소단원에 걸쳐 반복하여 학
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 Framework(IPPF) 직무수행방안
•번역/출판: (사)한국감사협회 / •가격: 45,000원
•구매신청: 협회 홈페이지(도서간행물_번역출판물) http://www.theiia.kr/(카드결제/송금)
•문의: 임태열 (02-3487-1964)
•환불규정: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책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방안은 모든 내부감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내부감사인이 되고자 준비하는 예비 감사인에게
최신의 국제내부감사기준과 모범실무관행을 소개할 필수 지침서입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 내부감사인의 윤리강령 등의 전문이 담겨 있습니다.
(2017판 번역서에는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IA Exam Practice Questions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실전대비문제집
•번역/출판: (사)한국감사협회 / •가격: IIA Member : 50,000원 / IIA Non Member : 70,000원
* IIA Member는 연회비를 내고 있는 준회원, 정회원입니다.
•구매신청: 협회 홈페이지(도서간행물_번역출판물) http://www.theiia.kr/(카드결제/송금)
•문의: 임태열 (02-3487-1964)
•환불규정: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책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실전대비문제집은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툴
로써 실전대비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7 직무수행방안 (IPPF :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과 2019 개편
된 CIA 시험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업데이트된 국제내부감사직무수행기준과 IPPF의 필수지침의 구체적
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분야의 베스트 프렉티스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실전문제와 정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실전대비문제집은 왜 답이 맞았는지 이해가 중요한 만큼
왜 문제가 틀렸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사)한국감사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75 용훈빌딩 4층(우:07025)
교육연수팀: 02-3487-1952/1953
운영지원팀: 02-3487-1954
자격관리팀: 02-3487-1953
출판홍보팀: 02-3487-1964
기획관리팀: 02-3487-1962
컨설팅서비스팀: 02-348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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