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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위원회센터



Audit Committee School 소개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COVID-19, ESG, 디지털 경영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감사(위원)를 위한 Audit Committee Sch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udit Committee School은 회계, 감사 및 재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안,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등을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 대상

• 상장회사 또는 대규모 비상장회사 감사위원 또는 감사

□ 등록 비용

• 무료

□ 등록 방법

•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홈페이지(acc.samil.com)에서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 수료증 발급

• 입문 및 보수 과정 수강 완료 시 수료증 발급

□ 부가 혜택

• 계간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우편 및 이메일 발송

• Trend Report, ACC Monthly Update 공유 

• 삼일회계법인 주관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이벤트 초청

신청서 작성    ▶   1~2일 내 ID와 Password 안내    ▶    즉시 수강 가능

업계 리더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수강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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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wc.com/kr/ko/services/governance-center/audit-committees.html


Audit Committee School 커리큘럼

입문, 보수 및 선택 과정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 및 보수 과정을 완료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선택 과정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시의적절한 주제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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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의 개념

• 회계기준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 주요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회계상의 거래란 무엇인가?

• 분식회계 정의와 종류

• 주요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

• K-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 보고기간후 사건이란?

• 특수관계자 공시

• 회계변경에 대한 이해

• 회계감사와 감사의견

• Cybersecurity 감사를 위한 전략 실행   

    방안

• Digital 기반 Real Risk 관리 및 위기 대응

• Net Zero 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혁신과 

    전환 방안

•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 공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지난 3년과 향후 과제

• Digital SOX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Management 

Guidance

회계

감사

• 재무비율 분석 - Overview, 안정성

• 재무비율 분석 - 활동성

• 재무비율 분석 - 수익성

• 재무비율 분석 - 성장성

• 기업가치평가 개요

• M&A 개요

• 현금흐름할인법(DCF)이란?

• 영구가치(Terminal Value)에

    대한 이해

• 실사(Due Diligence)와 재무실사

재무

Deal

디지털

ESG

내부회계관리제도

선택과정

• 신규 감사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역할과 책임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핵심 정리 (1)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핵심 정리 (2)

•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와 동향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크 포인트

• 핵심감사사항으로 살펴보는 주요 회계 이슈

• ESG 이해와 이사회 감독 가이드

• 감리 제도와 감사위원회 역할 점검

보수 2021 New

• 내부회계관리제도

• COVID-19와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인 선임과 평가

• 기업가치를 위한 내부감사부서 운영

• 부정행위 감독과 감사위원회

•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전략

보수 2020

입문

보수과정

입문과정 …

…

…

New

New

New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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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에 관한 Insight를 

담고 있는 분기별 간행물

트렌드 리포트

시장 현황과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둔 보고서

ACC Monthly Update

삼일회계법인 및 유관기관의 최신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

Insight

Q&A

영역별 전문가가 답하는 Q&A section

Audit Committee Library

감사(위원회) 업무 참고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모아 놓은 온라인 자료실"

감사위원회센터  l  T. 02-3781-3211

홈페이지 안내 (acc.samil.com)

https://www.pwc.com/kr/ko/services/governance-center/audit-committe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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