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상 회계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1기

코스명

권오상 회계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1기

기간

2022년 6월 13일 ~ 2022년 8월 22일 (총 10주)
* 8월 15일 휴강

일정

월요일 19:00 ~ 22:00 (주 1회 / 회 당 3시간 / 총 30시간)

장소

패스트캠퍼스 강남강의장

준비물

필수 준비물 없음 (개인 필기를 위한 필기구 또는 랩탑을 권장드립니다)

수강료 (정가)

1,600,000

문의

02-501-9396
help-gathering@fastcampus.co.kr

수강신청안내

결제가 완료된 뒤, 패스트캠퍼스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내 강의 보기를 통해 강의의
등록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신 수강생 분들께는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개강 일주일전, 3일전,
1일전 각각 메일과 문자를 통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본 CAMP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률, 체계, 기준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주요 회계적인 이슈, 그리고 사업 전반적인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업 강사가 아닌,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는 사람으로서 M&A, 회계감사, 밸류에이션 등
수강생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최신 사례를 기반으로 회계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권오상
한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CPA 스타강사

한국공인회계사 / USCPA
한미 회계 법인 파트너이자 CPA  감사 / CFA, AICPA  재무제표 분석 강의의
절대 권위자인 권오상 회계사님이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격증을 위해 회계를
공부한 적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초특급 스타강사이며, 지금도 필드에서
실무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실무경력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10년이 넘는 강의 경력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보다 쉽고 명료하게 알려드립니다.
회계를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렵고
딱딱한 이론적인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CFA, CPA 강의를 진행하며 많은 수강생 분들을 만났고,
이 분들에게 경제적 사건에서 발생하는 회계학적 의미를
CASE와 연관시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전업 강사가 아닌,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는 사람으로써
M&A, 회계 감사, 밸류에이션 등 수강생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최신 사례를 기반으로
회계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1주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I)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배경 및 이슈사항
(GE사례,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횡령 사례, 법인카드 사적이용 사례 등 실제사례)

2주차

3주차

4주차

-

외감법 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

-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감사와의 관계는?

-

내부통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계는?

-

상장사와 비상장사(IPO준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및 준비필요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II)
-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 Flow 및 고도화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COSO Framework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Best Practice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1/4)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컨설팅의 전반적 이해

-

용어 및 산출물 정의 (RCM, Scoping, ELC, PLC, MRC, IPE, EUC 등)

-

Scoping (유의미한 계정 및 프로세스 분류)

-

ELC (Entity Level Control, 전사레벨 통제)

-

Scoping 및 ELC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2/4)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핵심 프로세스

-

프로세스 내 통제관련 감사인의 관점 vs. 회사의 관점

-

RCM(Risk Control Matrix)의 정의 및 실제 사례 공유

-

MRC, IPE, EUC 정의 및 사례공유

5주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3/4)
-

프로세스 별 프로세스 통제 핵심사항 정의 및 설명(1/2) (재무, 세무, 자금 프로세스)
*실제 산출물로 사례 설명

6주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4/4)
-

프로세스 별 프로세스 통제 핵심사항 정의 및 설명(2/2) (매출, 원가, 유무형자산, 구매, 인사, 공시,
IT 프로세스)
*실제 산출물로 사례 설명

7주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1/3)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감사인 View)

-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작성 필요 조서

-

회사 담당자 및 임직원 준비 필요사항
*실제 산출물로 사례 설명

8주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회사 View)

-

설계평가, 운영평가 전반적 설명 및 준비 필요사항

-

관련 IT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시스템 Overview
*실제 산출물로 사례 설명

9주차

10주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3/3)
-

미비점 평가 후 개선사항 및 사후처리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평가 Wrap-up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사항 공유
-

반드시 알아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슈 및 내용(임원, 담당자, 현업, 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및 실무진 Q&A 설명

패스트캠퍼스 강남강의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11층

❖ 강의에 따라 강의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