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 : 2021-1001호
2021. 10. 05.
수 신 : 감사(위원) ․ 감사부(실)장 ․ 준법감시인 ․ 감사실무자 ․ CIA
제 목 : 2021 ACIIA(아시아감사인연합회)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 안내
1. 관련 : 한감 제2021-0908호(2021.09.23.)
2. (사)한국감사협회는 오는 11월 18일(목) ~ 19일(금)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2021 ACIIA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Beyond Change; Leading through a crisis’ 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ACIIA 회원국 총 17개국의 감사(위원), 감사인 및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유하고, 아시아 감사인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2021 ACIIA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 개최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CIIA(the Asian Confederation of Institutes of Internal Auditors) : 아시아
감사인연합회
- 참 가 안 내 -

1. 참가대상 : <공공기관, 민간기업 >감사ᆞ감사위원, 감사(실)장, 준법감시인, 감사실무자,
CIA 등
※현장 참석은 백신 접종 완료자(11월 18일 기준 백신 접종 2차 완료 후 2주 경과)만 참석
가능합니다.
2.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 11월 19일(금) <양일간>
3. 장 소 :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 컨벤션홀_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 대회장 호텔 숙박 문의：메종글래드 / maisonglad@glad-hotels.com / 064-747-4900
객실비용 : 167,000원_(Deluxe, 1인 조식 포함 가격)

4. 등록비(VAT 별도) :
구 분
비 용(현장 참석)
비 용(온라인)

※보수교육대상자(CPE) 12시간 인증서 발급
정회원 및 회원사
640,000원
300,000원

비회원
768,000원
360,000원

비 고
5명 이상 참가시,
10% 그룹 할인

※대회등록비에는 숙박 및 항공비는 불포함이며, 개별적으로 예약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5. 참가신청
1)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www.theiia.kr
2) 5면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신청 / Fax. 02-2269-5303
3) 이메일 신청 / secretariat@iiakorea.or.kr
※그룹 참가 등록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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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결제 마감 : 10월 29일(금)까지
1) 신용카드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결제
2) 계좌이체 : 국민은행 437601-01-479787 예금주: (사)한국감사협회
※ 취소규정 : - 10월 29일 까지 취소 시 등록비 전액 환불
(단,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환불)
- 11월 5일 까지 취소 시 등록비 50% 환불
- 11월 6일 이후 취소 시 등록비 환불 불가
▶ 신청 ․ 문의： (사)한국감사협회 강태훈 차장 / 임태열 주임
☎02-3487-1962 / 02-3487-1964, 02-3487-1952~4

※ 별첨 1 :‘ 2021 ACIIA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를 위한 광고 협찬의 건

(사 )한국 감 사협 회 IIA KOREA 회 장 문태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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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CIIA 감사(위원) 포럼 일정표 ]
일자

시간

테마

08:30~09:00

강사
대회 등록
개회사

09:00~09:30
VIP 축사
09:30~09:35

환영사

Sophia Yan Zhong Xin
ACIIA President

09:35~10:00

기조연설
Beyond Change; Leading
through a crisis

Rebecca Go Sarmenta
Past-ACIIA President

강연 I
10:00~11:00 긍정적인 변화; 감사위원회의 힘과
영향력

11:00~11:30
11:30~12:30

18일(목)

휴 식
강연 II

Yi Hsin(Doris) Wang

금융 블록체인과 디지털 감사
애플리케이션

12:30~14:00

14:00~15:00

Stephen Coates

Past-President of IIA Australia

Professor of Accounting,
National Taipei University

오 찬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연 III
감사위원의 역할 및 책무

15:00~15:30

휴 식
토론진행
김유경 삼정회계법인 전무

15:30~17:30

18:00~20:30

패널토론: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패널리스트(가나다 순)
1. 박영기 SC증권 상근감사
2. 양정우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 교수
3.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
4. 박은숙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실장
갈라 디너

※ 상기 일정 및 강사(주제)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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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감사인대회 일정표 ]
일자

시간

강사

08:30~09:00

대회 등록

09:00~09:10

개회식

09:10~10:10

19일(금)

테마

이슈 특강
펜데믹 시대, 트렌드 변화와
기회 그리고 위기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

10:10~11:00

2021 감사대상 시상식

11:00~11:30

휴 식

ESG 특강
ESG(Environmental,
Social
11:30~12:30
and Governance)에 맞춘 감사
방향 개선
12:30~14:00

14:00~15:00

15:00

이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오 찬

감사성공사례

2021 감사대상 수상기관

폐회식

※ 상기 일정 및 강사(주제)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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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CIIA 감사(위원) 포럼 및 한국감사인대회 참가신청서 ]
▶ 참가자 정보
참가 구분 (√ 체크)
성 명

현장 참가

온라인 참가

한글

영문

회사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현장참석시] 백신접종 완료자 체크
(11월 18일 기준 백신접종 2차 완료 후 2주 경과자)

▶ 식사 참가 여부(현장 참가 진행시)
1일차 오찬

여

부

(네모박스에 √ 체크)

1일차 만찬

2일차 오찬

▶ 담당자 정보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팩스
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신청자

일
서명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회원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신청 확
인, 계산서 발급, 교육이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E-mail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입회원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추후 이력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계속 보유
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활용불가토록 폐기처리 됩니다.
4. 개인정보제공동의 유의사항
개인정보수집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합니다. (네모박스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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