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부정감사와
예방 실무특강
기업내 부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부정위험 관리 및 예방대책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
기업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의 확보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기준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각 기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내 부정은 기업 경영의 중요 리스크의 하나로 경영성과를 잠식하고 나아가 기업의
도산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기업내 부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과 부정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부정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 부정감사의 실무 접근방법과 부정위험의 파악 및 부정조사 기법, 관리체계 구축방안, 회계부정에 유형과 예방책을 제시하며
• 참가기업의 부정위험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기업내 부정 예방대책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일자

시간

주요내용

09:20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인사교환 (명함준비)

(목)

09:30 ~ 17:00

Ⅰ. 부정위험 파악 및 조사기법

5/ 10

09:30 ~ 13:00

5/ 9

1. 부정유형 및 수법
∙ 기업내 부정의 정의
∙ 부정유형 및 발생영역
2. 부정위험파악 및 조사기법
∙ 물리적 증거
∙ 문서 증거
∙ 진술 증거
∙ 분석적 증거

3. 부정조사 관련 인터뷰 기법
∙ 인터뷰 가이드라인
∙ 언어적 표현
4. 부정조사 사례
∙ 부정 발생의 규모
∙ 부정 유발자들의 특성
5. 종합 질의응답

Ⅱ. 회계부정 징후 발견과 부정적발 실무
1. 회계부정 예방
2. 회계부정 발견에 대한 책임
3. 회계부정 유형
∙ 회계부정의 징후
∙ 회계부정의 폐해

(금)

13:00 ~ 17:00

강사

4. 회계부정 위험의 평가
5. 회계부정 감사절차
6. 회계부정 방지 체크포인트
7. 회계부정의 사례
8. 부정조사제도

Ⅲ. 부정적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1. System 기반 부정위험 관리체계
∙ 부정의 유형 및 Scheme
∙ 부정위험 관리 Framework
∙ 부정위험 진단 방법론
∙ System기반 부정위험 관리 체계
2. CAATs의 필요성과 활용사례
∙ CAATs의 Tool과 필요 Skill
∙ CAATs 기법의 다양한 활용 사례
∙ 검증 데이터의 이해 및 데이터 선정

3. 상시모니터링 구축 방법론
∙ 상시모니터링 체계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 구축 및 활용 사례
4. 부정위험 시나리오
∙ 시나리오와 Red flag overview
∙ 시나리오와 Red flag 차이점
5. 국내외 부정조사 사례 비교

참가안내
참가대상
감사팀(팀)장 / 경영진단팀장 / 내부감사 담당실무자
교육일정

2019. 5. 9 (목) ~ 5. 10 (금)
교육접수

www.hmcok.co.kr
문의 ] 류인경 주임 T. 2263-2501~4

참 가 비

(1인 기준)

구분
1사 1인 1사 2인 이상 교재대,
일반
550,000 520,000 중식대 포함
회원사 (유료법인) 500,000 470,000 부가세면세
∙ 회원사는 흑자경영연구소 회원사업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 현금 또는 법인카드로 납부하시거나 송금해주십시오.

계좌안내
국민은행 003-25-0007-614
우리은행 108-04-104977 <예금주:(주)흑자경영>

교육장소

< 주차불가 >

5 · 9호선 여의도역 ⑤번 출구, 도보 3분

여의도 백상빌딩 10층 hmc교육원
5ㆍ9호선 여의도역
6

5
교직원공제회관
여의도우체국
여의도
종합상가
백상빌딩
한국노총
한국화재
(교육장)
삼천리 보험협회
수협

롯데캐슬

맨하탄빌딩
(여의도백화점)

파스구찌
국민은행

한국
거래소

부국
증권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10층 (여의도동, 백상빌딩) T. 02- 2263-2501 ~ 4 F. 02-2263-2505 H. www.hmcok.co.kr

흑경연 : 제 2019 - 74호

•관련부서에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감사실(팀)장 / 경영진단팀장 / 교육담당
제 목 :

기업내 부정감사와 예방 실무특강

개최안내

귀사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업내 부정위험 관리 및 예방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내 부정감사와 예방 실무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동봉한 안내장 내용을 참조하시어 귀사의 담당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 과 정 명 :

음

기업내 부정감사와 예방 실무특강

2. 참가대상 : 감사실(팀)장 / 경영진단팀장 / 내부감사 담당실무자
3. 일

정 : 2019년 5월 9일 (목) ~ 5월 10일 (금)

4. 장

소 : 여의도 hmc교육장 [백상빌딩 10층](1층 세븐일레븐)
∙ 지하철 5 ․ 9호선 여의도역 하차, ⑤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주차불가 >

5. 참 가 비 :
(1인 기준)

구분
일반
회 원 사 (유료법인)

1사 1인
550,000
500,000

1사 2인 이상
520,000
470,000

교재대,
중식대포함
부가세면세

► ‘회원사’란 당 연구소의 회원사업(교류회/월례미팅)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6. 신청방법 : 당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공개강좌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hmcok.co.kr
Tel : 2263 - 2501 ~ 4

Fax : 2263 - 2505

담당 : 류인경 주임

■ 안내말씀 : 교육 당일 취소하시거나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교재비(50,000)가 청구됩니다.
수강 취소는 교육 전날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준비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 첨 : 기업내 부정감사와 예방 실무특강 안내장 1부 끝.

대표이사

남

보

현

T. 02. 2263-25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