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 : 2022-0513호

2022. 5. 30

수

신 : 감사 · 감사위원

제

목 : 2022 온라인 감사(위원) 핵심과정 안내

(사)한국감사협회에서는 감사(위원)님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감사(위원)의 7가지 능력”
이라는 주제로 2022년 6월 30일(목), ‘2022 온라인 감사(위원) 핵심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과정으로 진행되오니 감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 가 안 내-

가. 참가대상 : 감사 · 감사위원
나. 일

시 : 2022년 6월 30일(목), 14:00 ~ 16:00

다. 장

소： 온라인참여(ZOOM)

라. 참 가 비 : 정회원 무료 / (비회원- 50,000원 (부가세포함))
. 신청방법 : 1) 협회 홈페이지에 신청 / 2) 제3면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바. 신청기한 :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5시까지 (선착순 마감)
사. 문의 : 담당자 전선영차장 / 전화 02)3487-1953 / 팩스 02)2269-5303
※ 수료증제공 CPE 2시간 인정(보수교육대상자)

(사)한 국감사 협회 IIA KOREA 회 장 강 래구

Elevating Impact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75 (사당동, 용훈빌딩 4층)

www.thei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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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감사(위원) 핵심과정 테마 및 강사 ◈◈
▉ 감사(위원)의 7가지 능력
1. 감사에 대한 이해 (감사이론, 감사기법 등)
2. 적절한 교육과 경력
3. 감사보고서 및 조서 작성 능력
4. 감사고객(피감사인)과 소통하는 능력
5. 건전한 개선 권고 능력
6. 내재적인 문제점을 발굴하는 능력
7. 감사조직 관리 능력

[강 사] 윤 규 섭 감사전문위원 (오스템임플란트)
(현) 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 품질평가위원
(현) 코트라 감사자문 위원
(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내부감사 총괄 임원
(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감사실/ 준법감사실
(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CIA 분과 위원장
(전) 감사연구원(감사원) 감사자문위원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국제공인리스크관리감사사(CRMA)

◈◈ 2022 온라인 감사(위원) 핵심과정 일정표◈◈
일시

시간

6월 30일
(목)

14:00~16:00

강의 주제
감사(위원)의 7가지 능력

강

사

윤 규 섭 감사전문위원
(오스템임플란트)

※ 상기 테마 및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강좌는 참석 인원이 적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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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온라인 감사(위원) 핵심과정 참가신청서】
명

한글

영문

회사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직위

회사주소
CPE(보수교육) 2시간 인정

▶ 교육 신청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신청 확인, 계산서 발급, 교육이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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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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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사)한국감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자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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