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0~2021년도 사업보고  
 

 

1.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 

 2020년 2월 5일 개최 예정 

- 코로나 19로 무기한 연기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 

- 개최 근거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2항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

사할 수 있다. 

· 협회 정관 제18조 의결 정족수 4항 :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안건에 대하여, 총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본 협회에 사전에 등록된 본인의 이메일 등을 통해 회신하거나 전자

서명 된 문서를 본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무부 의견 :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

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

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간 : 2020년 7월 8일(수) ~ 7월 14일(화) 

 안건 

- 2019년 사업보고 승인 

- 2019년 결산보고 및 감사 보고서 승인 

- 회장 선출 

- 감사 선출 

 온라인 정기총회 진행 방법 

-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회원대상으로 온라인 정기총회 투표 페이지를 만들고, 

회원인증을 통해 비밀투표 

-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선택 

- 7월 15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정기총회 결과 안내 

 온라인 정기총회 결과 

- 의결 회원 총 12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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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ICT표준화 전략포럼 과제 수행기관으로 참여(3년차) 

- 포럼명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협약 기간 : 2020년 2월 28일 ~ 12월 15일 

- 주요 활동 

 포럼 운영 및 분과 회의(17회)를 통한 국내외 표준 개발 

- 포럼 표준 4건 제정, 1건 개정, 1건 채택, TTA 단체 표준 4건 제정, 1건 

제안 

- 국제표준화 기고 16건 기고, 16건 반영 

- IEEE P2145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회의 참가 및 분석 세미나 개최 

 포럼 활동을 통한 표준 확산 

- 제3회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워크숍 개최 

- 블록체인 표준 및 국제표준화 워크숍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블록체인 참조구조 거버넌스 및 보안관리 국제표준 개발 

- 협약 기간 : 2020년 4월 1일 ~ 12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과제, 클라우드 보안인증 민간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연구 

- 협약 기간 : 2020년 6월 1일 ~ 10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IT 감사매뉴얼 제작 

- 협약 기간 : 2020년 11월 9일 ~ 12월 11일 

 

 

3. ISACA CommunITY Day 

 일시 : 2020년 10월 3일(토) 10:00 ~ 13:00 

 장소 : 양재 시민의 숲 등 

 참석 : 김희영, 복준영, 이성중, 이동기, 정승원, 배한수, 이상훈, 김지향,  

원미옥 

 의의 : ISACA HQ에서 매년 10월 첫째주 토요일을 ISACA CommuITY Day인 글로벌 

봉사의 날을 전세계적으로 개최하여 전세계 ISACA Chapter와 함께 ISACA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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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등을 알리고 ISACA 회원으로써 전세계 IT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실현하도록 함 

  

 

 

4. 한림대학원대학교와 MOU 체결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 한림대학원대학교 회의실 

 협약내용 : 

-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 윤리 전공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력 

- IT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시스템 감사, 통제, 보안, IT 거버넌스 분야의 지식 공

유 및 협업 체계 운영 

- 시설 사용 시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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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추계 공동 워크숍 

 일시 : 2020년 11월 20일(금) 12:00 ~ 17:00 

 장소 : 온라인 Zoom 

 주최 : 국립목포대학교 LINC+사업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빛가람아카데미 

 주제 : Webinar on Digital Governance in the COVID-19 Era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50~14:00 
개회사(빛가람아카데미 이석인 회장) 

인사말(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김희영 회장) 

14:00~16:00 

스팸데이터 개방정책 방안 

(김종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팀장) 

데이터사이언스와 빅데이터 

(김정중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부회장)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동향 및 전략 

(조경재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이사)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에 대한 법제화 동향 

(홍성권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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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 ISACA Korea & Barun ICT Research Conference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09:00 ~ 12:30 

 장소 : 온라인 Zoom 

 주최 :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정보대학원  

 주제 : Next IT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Beyond the Pandemic 

 구성 : Keynote Session, Breakout Session 

 프로그램 

시간 내용 

9:30~9:40 

개회사 

-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김희영 회장 

-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 

9:45~12:25 

Keynote 1. 

Optimising risk for the new normal of accelerated 

digitallsation 

(Steven SIM Kok Leong, Vice President of ISACA Singapore 

Chapter) 

Keynote 2. 

IT Professional`s role in Digital Age  

(윤석진 EY한영회계법인 부대표/본부장) 

Pandemic 극복을 위한 AI 기술 활용현황  

(유석 자이플래닛 부사장/연구소장) 

디지털 피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예장  

(김용운 경기도 시민감사관) 

Digital Audit & CISA : Boost Your Career  

(이동기 EY한영회계법인 Director) 

AI 언어모델의 의미와 가능성  

(황승원 연세대학교 교수) 

AI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김희웅 연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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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 토크 콘서트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15:00 ~ 18:00 

 장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관 강의실 (온라인 Zoom 병행) 

 공동 주관 :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컴플라이언스&윤리전공) 

 참석 : 이동기, 길태용, 박이랑, 이무혁 

 주제 : 언어가 다른 컴플라이언스 직무자와 IT 직무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의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업무협약 이후 1개월만에 협업관계 실적化 (향후 원활

한 협업/지원 관계 구축)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 & 윤리’ 전공 세미나 성격으로 진행하여 대

학원생들에게 CISA 자격에 대한 소개 

- 한국윤리경영학회에 ISACA 브랜드 노출 및 향후 Digital Audit 교육 수요 개척 



7 

 

  
 

 

8. ISACA Knowledge Concert 

 ISACA Knowledge Concert  

일정 내용 

2020. 4. 29(수) 

온라인 Zoom 

90회 / 데이터사이언스와 빅데이터 

: 김정중(이글로벌시스템 빅데이터사업부 이사) 

2020. 5. 21(목) 

온라인 Zoom 

91회 /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 이승영(Deloitte 안진회계법인) 

2020. 9. 16(목) 

온라인 Zoom 

92 회 / 디지털 시대의 M&A 속 IT 실사 

: 심수련(삼정 KPMG) 

2021. 4. 7(수) 

온라인 Zoom 

93회 / ISMS 국제 표준화 현황 

: 오경희(ISO/IEC JTC1/SC27 한국대표단 WG1 그룹장) 

2021. 5. 17(월) 

온라인 Zoom 
94회 / ITAF(IT Audit Framework 4th edition) IT 감사 실무 
: 조희준(㈜씨에이에스 컨설팅 상무이사) 

2021. 6. 15(월) 

온라인 Zoom 
95회 / 2021 신 이케아 마케팅 IT 방안 
: 강수지(렉처플러스 대표) 

 총 참석자 405 명(회원 326 명, 비회원 7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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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협회 및 타 쳅터 협력 체계 구축 

 ISACA SheLeadsTech Online Seminar 

- SheLeadsTech는 ISACA HQ에서 Technology 분야의 리더쉽과 기술력에 있어

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 싱가포르 챕터 주관으로 태국, 한국, 싱가포르 챕터 참여 

-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12시(싱가포르 11시, 태국 10시) 

- 주제 : Data Protection Law: X-Boarder Sharing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2:00~12:45 

How to interpret the new Data Protection Law launched in 

May 2020? What are the challenged expected?  

(Pattarawan Prasarmphanich / Thailand) 

How to interpret and implement Korea`s Data Protection 

Law  

(Jang Jiyoung / Korea) 

Updates on PDPA + use cast sharing from regulation to 

illustrate how PDPA in enforced  

(Keleen Wee / Singapore) 

 

 말레이시아 챕터 “2021 ISACA Manila Virtual Conference” 서포팅 챕터 참여 

-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회원 메일을 통한 공유 및 홍보 지원(‘20. 05월~) 

 

 

10. “IT 감사 프레임워크(ITAF): IT 감사 전문가 실무수행 프레임워크 

 4판 한글 번역 리뷰 
 한글 번역 리뷰 총괄 : 정승원 

 한글 번역 리뷰 참여 : 김정중, 이동기, 이무혁, 배한수 

 내용 

- IT 감사 및 보증 실무자의 역할과 책임, 윤리, 기대되는 전문가 행동 및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루는 표준을 수립 

- IT 감사 및 보증에 특정한 용어 및 개념을 정의 

- IT 감사 및 보증 업무를 계획, 수행 및 보고하기 위한 지침과 기술을 제공 

 www.isaca.org Bookstore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회원 대상) 

http://www.isa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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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원 저변 확대 – IT 플랫폼 캡스톤 디자인 수업 적용 

 캡스톤 디자인(대학 수업 활용-공학계열 실습 수업 활용) 

-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 중이며, 인문사회계열/자연계열도 확대 

- 협회차원의 프로젝트 과제를 부여(예, 협회 블로그 제작 등) 

- 협회에 관한 관심 증대 및 대학/대학원생으로의 유치 

 성과 

- 5개 팀/1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협회 블로그 제작’ 

- 협회방문(10월 초)→ 요구사항 반영한 SNS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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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 정보시스템감리 공동 심포지엄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13:30 ~ 17:30 

 장소 : 온라인 Zoom 

 주제 : 인공지능사회와 뉴노멀 시대의 정보시스템 감사/감리 역할 제고 

 공동주최 :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후원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씨에이에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20 개회사 :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김희영 회장 

축사 : 국회의원 이상민 

공동주관 단체장 인사 

 -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백형충 회장 

 -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이종호 회장 

14:20~17:20 

빅데이터 서비스 및 분석 기획과 감사/감리 역할 

(김정중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 ㈜이글로벌시스템)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 측정 및 달성 방향 

(박상국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 물류시스템연구소㈜) 

공공 정보화사업 중 인공지능 관련 사업 현황과 감리의 역할 

(정용국 정보시스템감리협회 / ㈜씨에이에스) 

팬데믹 시대의 IT내부감사의 미래 

(이무혁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 우리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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