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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A PROCESS



1. D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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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ANALYTICS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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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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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ANALYTICS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도출된 리스크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예외사항 추출을 통한 업무의 유효성을 점검함.

[출처] 한국윤리경영학회 ‘디지털 시대의 부정적발과 위기관리 세미나’(21.6.4)

• 추출 데이터 정의 및 수집

• 수집 데이터 파악

(생성 로직 및 필드 파악)

• 분석 로직 수립

• 분석 Tool(IDEA, ACL, 

Python 등)을 활용한 전수

데이터 분석

• 예외사항 추출

• 예외사항 현업 확인 요청

• 선정된 임계값 및 로직/툴

요건 정교화

• 분석 유효성 재검토

• 최종 예외 사항 추출

• 현업 재확인 및 관련 문서

검토

데이터 식별 및
분석 로직 수립

데이터 분석 Logic/Rule 정교화 예외사항 확정

분석 대상 선정 관련 문서 검토



II. IPE(INFORMATION PRODUCED BY THE ENTITY)



1. IPE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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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의 정의 및 예시는 아래와 같음.

정의
회사재무제표작성에이용되는모든정보

재무보고를위한통제활동에활용되는정보(내부회계관리제도목적)

예시

Management review control 수행시경영진이의존하는예외사항보고서

연령별매출채권의평가를위한 aging report

매출의실재성분석을위해입수하는매출단가, 매출수량자료

매출원가테스트시입수하는매입단가, 매입수량자료

재고자산순실현가치평가를위한 aging report

제외

감사인이감사절차를통해확인하려고하는재무정보는 IPE가아닌 IBA(주1)임.

총계정원장 또는 매출원장 등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정보임 .

해당정보는감사인이경영진주장에대하여수행하는감사절차를통해테스트되므로 IPE로신뢰성검증절차

를수행할필요가없음.

(주1) IBA(Information being audited by the procedures): 감사의대상(목적)이되는정보로재무제표및시산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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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는 생산방법 및 정보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이에 따라 IPE 테스트방법이 결정됨.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을

사용하여

2. IPE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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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에 적용할 IPE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3. IPE 요건



4. IPE 신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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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E신뢰성은관련데이터요소(RDE)에대해서수행함.

수량

단가

• SO자체가 IPE가아니라,감사증거로써필요한관련데이터요소(RDE: Relevant Data Element)가 IPE임. 

• 따라서 SO의 <수량> 및 <단가>정보가 RDE로써 IPE에해당하며, 이에대해 IPE의신뢰성검토가필요함.

Ex) SO(Sale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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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E신뢰성은관련데이터요소(RDE)의정확성과완전성에대해검토함.

4. IPE 신뢰성 검토

[출처] 삼정KPMG K-SOX세미나

Ex)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계산의 적정성 검토 뿐만 아니라, 연령구간별 채권리스트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검토도 요구됨.



5. IPE 신뢰성 검토 방법
1) IT시스템에서 IPE가생성시데이터위험이존재하므로신뢰성 TEST가필요함.

입력 위험

(Input risk)

무결성 위험

(Integrity risk)

추출 & 가공 위험

(Extraction & 

Manipulation risk)

데이터가 IT시스템에

적절하게 입력되지

않을 위험

데이터가 IT시스템에

입력된 후 처리 과정

또는 저장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변경될

위험

데이터가 IT 시스템에

서 신뢰성 있게 추출

되지 않을 위험

1. 통제 테스트(Control Test)

TLC(Transaction Level Control)(관련 ITGC 포함) 테스트

시 IPE에 대한 데이터 입력위험 및 무결성 위험과 관련

된 통제까지 테스트

Ex) ITGC의 슈퍼유저 및 데이터직접변경 관련 통제

입수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 검토를 위해 데이터 추출

및 가공위험 테스트

2. 직접 테스트(Direct Test)

직접 테스트(Direct testing) 수행 시에는 IPE 와 원천

증빙을 직접 비교 확인함으로써 입력위험, 무결성 위험, 

추출&가공 위험 모두를 한 번에 해결.

샘플은 모집단의 위험도, 신뢰성 등에 따라 결정함.

Data is input Data is processed IPE is generated

Source 
Information 

IT Environment IPE

Boundary



5. IPE 신뢰성 검토 방법
2) 각단계별 IPE 관련통제TEST 사례는아래와같음.

입력 위험

(Input risk)

무결성 위험

(Integrity risk)

추출 & 가공 위험

(Extraction & Manipulation risk)

[자동통제]

• 판매단가마스터미등록시, 판매오더생성불가

• 판매주문 생성시 판매단가 수정 불가

• 고객마스터, 가격마스터 시스템 접근통제

• 판매주문 부서에 대한 시스템 접근통제

[수동통제]

• 판매주문 입력시 수량 및 판매단가의

영업팀장 승인

• 판매주문 누락 건의 출고요청 제한

• 출고수량의 재고수불부 적시 반영

• 출고 된 건만 매출송장 생성

• 매출송장 문서의 금액변경 불가

• 입수 데이터와 시스템의 Query를 실행하

여 획득한 건수/금액 합계와 대사

Ex) 매출

GL 매출액

영업시스템 (SD) 회계시스템 (FI)

판매주문

(SO: Sales Order)

출고

(GI: Good Issue)

송장

(IV: Invoic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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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E추출&가공위험관련통제테스트사례는아래와같음.

“SO건수합계” Query결과 확인

SO건수/금액/수량 합계(IDEA)

“SO 금액/수량합계” Query 결과

1

1

2 3

2 3

vs

건수 Sum

- NETWR필드: 금액 Sum

- KWMENG필드: 수량 Sum

2

3

1

5. IPE 신뢰성 검토 방법



III. OUTLIER F/U



Step I. Outliers 양적/질적 특성 이해 Step Ⅱ. Sub-group 분류 Step Ⅲ. 예외사항 추가 Follow up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Outliers 특성 고려하여

Sub-group 분류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ToD* 선택

왜곡표시 평가는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고려

그룹화된 Outliers가

왜곡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Sub-group으로

그룹화되지 않는

Outliers는 Step 7~9 수행

수행된 절차의 결과

Outliers인가?

Y

N

Outliers의

원인 및 성격 이해

끝 그룹화된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Y 질적 요소

고려

N

1

2 2.1

3

4

4.1

5

6

Outliers가

왜곡표시인가?

7

8

8.1

N

Y

끝

결론 도출끝

전수조사

샘플링

특정항목추출

ToD*

N

Y

* ToD: Test of details       

(세부테스트) 

N
Y

9

OUTLIERS F/U은아래의절차로이루어짐.

1. OUTLIERS F/U 개요



Outliers 양적/질적 특성 이해

# 상세 Step Outliers Follow-up Procedures 필요 사항

Outliers인가? ▪ “Outliers”는 모집단의 성격 및 설계된 감사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나, 분석 결과 발견된 개별 항목 및 거래를 의미한다.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 중요성 금액 사용

질적 요소 고려 ▪ 질적 요소에는 Outliers의 성격, 부정 요소, 편향(Bias) 및 효과적이지 않은

통제 등이 있다. 

▪ 회사의 통제 파악

▪ 회사의 특성 이해

Outliers의 원인 및 성격 이해 ▪ 질문, 스캐닝, 관찰 및 조사를 통하여 Outliers의 원인/성격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 전반적인 거래 유형 및 특성

등을 파악

1

2

3

2.1

수행된 절차의 결과를 검토하여 Outliers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한다. 또한, 

Outliers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질적 요소를

고려한다. 

2. STEP I_OUTLIERS 양적/질적 특성 이해



# 상세 Step Outliers Follow-up Procedures 필요 사항

Outliers 특성 고려하여

Sub-group으로 Categorization

▪ 추가 조사가 필요한 Outliers는 특성을 고려하여 Sub-group으로

Categorize한다. (예: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연말 또는 특정 일자에 근접한

거래 관련, 지리적 장소 관련)

▪ 오더/출고/빌링 유형

▪ 오더증빙일자/출고전기일자/ 

빌링전기일자

Sub-group으로

그룹화되지 않는 Outliers는

Step 7~9 수행

▪ Sub-group으로 그룹화 되지 않는 Outliers에 대해서 각각 7~9 절차를

수행한다. 

그룹화된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 그룹화된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 중요성 금액 사용

그룹화된 Outliers가

왜곡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 그룹화된 Outliers의 성격에 대한 이해 및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곡표시에 해당되지 않는지 식별한다.

4.1

6

5

4

Sub-group 분류

Outliers의 특성을 고려하여 Sub-group으로 Categorize 

한다. 그룹화된 Outliers가 양적으로 중요한지 판단하고, 

해당 Outlier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곡표시에 해당되지

않는지 식별한다. 

3. STEP Ⅱ_SUB-GROUP 분류



# 상세 Step Outliers Follow-up Procedures 필요 사항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Test of Details 선택

▪ 세부테스트 중 특정항목추출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기법에 따라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평가한다.

▪ 특정항목추출을 통하여 얻은 감사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하지 못한 경우, 

해당 Outliers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한다.

▪ 특정항목추출 혹은 전수조사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체적 방법을

통한 감사증거의 입수를 고려할 수 있다.

Outliers가

왜곡표시인가?

▪ 세부테스트 절차를 통해 식별된 Outliers가 왜곡표시에 해당되는지

파악한다. 

왜곡표시 평가는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고려하여

결론 도출

▪ 왜곡표시의 양적요소와 질적요소를 고려한 뒤,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암시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예: 데이터 임의 변경을 통한 Outlier의 IT일반통제 미비점)

8

9

8.1

7

예외사항 추가 Follow up

각 Outliers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부테스트를

선택한다. 세부테스트 절차를 수행 후, 해당 Outliers가

왜곡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 도출 시, 왜곡표시의

양적요소 및 질적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4. STEP Ⅲ_예외사항 추가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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