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내부감사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향상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내부감사 전문교육 실시

공공기관
내부감사 
전문교육

2017

교육 방법 : 집합 교육(2일 14시간)

교육 시간 : 1~2일차 오전 9시 30분 ~ 오후 17시 30분

교육 대상 : 공공기관 내부감사 담당자(회원사 및 비회원사)

교육 장소 : 서울지역 강의장(세부내용 안내 시 공지)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및 선착순 마감

교육 
개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감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의지를 강화

공공감사 수행에 필요한 분석기법과 방법론의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감사성과를 제고

교육 
목적

공공기관 감사업무 담당자의 기본자세 확립 및 관련 법규를 이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업무를 위해서 치밀하고 적절한 감사계획을 수립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며 침착하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

정확하고 간결하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

기대
효과



2017 공공기관 내부감사 전문교육 일정

•1일차: 공공감사기준 해설
    -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2일차: 공공기관 내부감사인을 위한 제언
    -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
    - 바람직한 감사인의 자세

•1일차: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 감사계획 수립
   - 실지감사 실시

•2일차: 감사보고서 작성
   - 처리안 작성의 기초
   - 처분종류별 처리안 작성법

•1일차: 회계실무와 재무제표 분석
   - 국가회계기준 해설
   - 회계 프로세스와 재무제표

•2일차: 원가구조의 이해와 회계감사 
   - 원가 회계감사 사례
   - 원가 및 비용부문의 감사전략

•1일차: 수감자를 대하는 감사자의 자세
   - 수감자의 이익과 갈등의 양상
   -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안

•2일차: 감사인터뷰 스킬
   - 질문기법
   - 전략적 증거사용

• 1일차: 감사증거 수집
   - 감사 시 수집할 자료
   - 자료제출 거부의 제재 규정

• 2일차: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및 사례
   - 회계책임의 개념과 근거법규
   -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1일차: 공공계약법규 실무
   - 공공계약의 법령 체계
   - 공공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 2일차: 재무보고 투명성과 내부통제
   - 분식회계 사례 및 체크포인트
   - 내부통제 고도화 프로젝트

2월 23일(목)
~2월 24일(금)

3월 23일(목)
~3월 24일(금)

4월 20일(목)
~4월 21일(금)

5월 25일(목)
~5월 26일(금)

6월 22일(목)
~6월 23일(금)

7월 20일(목)
~7월 21일(금)

내부감사 기본

내부감사 실무 (1)

회계/재무 감사 실무

내부감사 실무 (2)

내부감사 사례

내부감사 실무 (3)

모듈명 교육내용교육일정



2017 공공기관 내부감사 전문교육 일정

•1일차: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 감사계획 수립
   - 실지감사 실시

•2일차: 감사보고서 작성
   - 처리안 작성의 기초
   - 처분종류별 처리안 작성법

•1일차: 회계실무와 재무제표 분석
   - 국가회계기준 해설
   - 회계 프로세스와 재무제표

•2일차: 원가구조의 이해와 회계감사
   - 원가 회계감사 사례
   - 원가 및 비용부문의 감사전략

•1일차: 수감자를 대하는 감사자의 자세
   - 수감자의 이익과 갈등의 양상
   -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안

•2일차: 감사인터뷰 스킬
   - 질문기법
   - 전략적 증거사용

• 1일차: 감사증거 수집
   - 감사 시 수집할 자료
   - 자료제출 거부의 제재 규정

• 2일차: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및 사례
   - 회계책임의 개념과 근거법규
   -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1일차: 공공계약법규 실무
   - 공공계약의 법령 체계
   - 공공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 2일차: 재무보고 투명성과 내부통제
   - 분식회계 사례 및 체크포인트
   - 내부통제 고도화 프로젝트

8월 24일(목)
~8월 25일(금)

9월 21일(목)
~9월 22일(금)

10월 19일(목)
~10월 20일(금)

11월 23일(목)
~11월 24일(금)

12월 14일(목)
~12월 15일(금)

내부감사 실무 (1)

회계/재무 감사 실무

내부감사 실무 (2)

내부감사 사례

내부감사 실무 (3)

모듈명 교육내용교육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