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은세계최대의전문컨설팅서비스네트워크인 PwC International Limited의 Member Firm으로
세계를무대로활동하는기업들에게글로벌스탠다드에적합한솔루션을제시해왔습니다. 

삼일은3,000여명의분야별전문가를통하여국내최고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PwC는전세계
158개국에걸쳐250,930명의전문가를보유한세계최대의전문컨설팅Firm입니다.

삼일회계법인 (SAMIL PwC)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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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에는Fortune Global 500대기업중86%가PwC global network의고객이되어고품질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Risk Assurance 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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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ance Specialist

기업의회계투명성이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는환경하에서재무정보의신뢰성을제고시키기위해,
업무프로세스/내부통제취약점을진단하고최적의 Business Controls에대한 Insight를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주요 Business Issue에대해 Data Analytics를활용한깊이있는분석과기업의
사업영역에서운영되는 Emerging Technology의신뢰성검증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Main Services소개

IA & GRC
다양한 대외규제 및 내부규정, 부정 및 윤리 등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전략 / 운영 / 재무 / 준법 등 다양한 Risk 범주別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전사적 Risk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Digital Trust

Data Analytics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기업의 주요 업무영역에 접목되어 있는 고도화·지능화된 IT 기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하고 복잡한 IT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IT 업무 전반에 대한
Risk 식별 및 대응방안 수립, IT Compliance 대응체계 구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Business Issue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Issue들은 Data에 기반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Data Analytics 
기반의 Process 개선 및 Data Governance 체계구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PA는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흐름을 분석 하고 병목
구간이나 단순 반복 작업이 수행 되는 프로세스를 식별하여 AI나 S/W Bot으로
자동화 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Internal Audit and Governance, Risk & Compliance

Main 
Services

Digital
Trust Data Analytics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IA & GRC (*)

제조일반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and Services)

Technology 기업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금융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ector

Risk & Compliance Process Analytics

Assurance Specialist Group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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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urance 팀에서는 Business Process를논리적으로분석할수있고, Emerging 

Technology를활용하여다양한업무개선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융복합인재를찾고있습니다.

STEM Knowledge Logical Thinking

 Zero Base Thinking 
 Framework Thinking
 Fact Base Thinking

Professional Experience

• Purposeful
본인이기여할목표를세우고, 업무를통해성취하고자하는바를명확히하며성취된목표를

통한향후발전방안을생각할수있는인재

• Passionate
Self-Motivation을바탕으로업무에책임감을갖고주도적인자세를견지하여최고에도전할수

있는인재

• Proactive &Collaborative
경청하고배려하는자세를통해내부구성원을존중하면서함께비전을이루어갈수있는인재

• Professional
본인분야의전문적인지식을바탕으로새로운지식을빠르게습득하는 First Adopter이면서

고객과동료의신뢰(Public Trust)를얻을수있는인재

Risk Assurance Specialist

“Risk Assurance 팀에서전문적인업무경험을통해,

Assurance Specialist로성장할수있습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Risk Assurance 인재상



Working at Risk Assuranc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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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Senior Associate (PI Consultant, CISA)
BS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KAIST, 2015

2015년 삼일회계법인 RA 팀으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쿠팡 등 다수의 기업의
IT감사와 인증보고서 발행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 시 다소 부족하였던 회계·재무분야의 지식도 Firm 차원의 교육자료 및
훌륭한 선배님들의 코칭으로 학습해나가고 있으며, 이공계 출신의 IT 지식을
바탕으로 IT감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Data Analytics / Digital Trust

현슬기 Manager (KICPA, CISA)
BS in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2009

RA팀으로 2011년 9월 입사 이래 국민은행, 삼성생명 등 국내외 다수 기업의
IT감사와 경영진단,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지식을 바탕으로 선임 선생님의 OJT를 통한 최고의 코칭과 삼일 내
축적된 지식 및 교육을 통해 IT전문가로 발돋움하였고, 이제는 후임 선생님을
코칭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Digital Trust / Data Analytics

사진

강혜연 Associate (USCPA)
BS in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17

2017년 USCPA 공채로 입사하여 지난 1년간 여러 업종의 회사를 감사하면서
업에 대한 이해를 쌓았고,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 회사 IT 시스템
감사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등 감사업무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IT 기술에 대한 지식, 경험을 쌓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Area】 IA & GRC / Digital Trust

정유진 Senior Associate (USCPA)
BS in Accountancy, Villanova University, 2013

2016년 USCPA 공채로 입사하여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제조업 및 eBay와
같은 e-Commerce 회사 대상 IT감사, 내부감사,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입사 후에는 OJT를
통해 IT 지식을 습득하였고, 다양한 회사의 Governance, Risk, 및
Compliance에 대한 이해를 쌓으며 GRC 전문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IA & GRC / Data Analytics

사진

Assurance Specialis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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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우 Manager (KICPA)
BS in Bio-technology &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입사 후 다년 간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진단∙구축 등 다양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분석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및 데이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 및
컨설팅에 활용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Business Insight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Data Analytics / Digital Trust

안형욱 Senior Associate (KICPA)
BS in Chemical Engineering, POSTECH, 2012

삼일 입사 전 포스코에서 엔지니어, 롯데마트에서 MD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는 IT기술이 필수적이므로
IT기반 감사전문가를 꿈꾸며 2017년 RA팀으로 트랜스퍼 하였습니다.

현재 IT관점에서의 재무제표 왜곡표시 Risk를 줄이기 위한 IT시스템 감사 및
IT기반 자동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Area】 Digital Trust / Data Analytics

사진

박용준 Senior Associate (PI Consultant)
BS in Industri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015

입사 후 국내외 다수 기업의 IT감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종래의 시나리오 기반
데이터 분석에 AI 모델링을 접목시켜 사전에 비경상적 패턴을 식별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팀 내 선생님들과 함께 업무효율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Area】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 Data Analytics

조성재 Senior Manager (PI Consultant, CISA)
MS in Computer Science, KAIST, 1997

RA팀으로 2008년 7월 입사 이래 다양한 산업의 ERP 데이터를 분석하고 핵심
시스템을 설계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현재는 IPA 팀을 이끌고
있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분석 시스템 도입, 데이터 시각화 및 AI 
모델링 구현으로 선진 감사기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축적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코칭 멘토로, 동료
선생님들에게는 팀 내 IT 전문가로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 Data Analytics

Assurance Specialist (2/2)



K SOX*팀소개

Main Services 소개

K SOX*팀 Specialist

K SOX팀은 내부통제 감사가 중심이 될 미래 회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내 신설되는 전문조직입니다.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면서 회계감사 환경 및 업무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향후 회계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K SOX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

업의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업계를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미래 회계 서비스를 선도해나갈 능력 있고 도전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한 재무보고 내부통제 고도화
업무로 개정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회사에 최적의
내부회계 체계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Private 

Accountant 업무

글로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설계평가, 운영평가 그리고 결과보고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문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보고 업무는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기업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글로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업무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기준 감사에 대한 대비를 기본으로
국내외 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입니다. 

* SOX: Sarbanes-Oxley Acts. 미국 회계제도개혁법안으로 내부통제 감사의 근간이 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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