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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mitment

우리는 날로 복잡해지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고객들 대부분

은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전들

에 대응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

응을 준비하면서 삼일회계법인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

면서도 일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일회

계법인은 Quality와 Excellence에 대한 엄격한 문화를 추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인재와 최적의 솔루션으로 고

객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삼일회계법인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이해관계자와 고객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품질은 사람에 의해 시작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목

표와 가치에서 Integrity와 Independence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일과 삶에서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도화된 전문교육 및 사내지원을 통해 전문 지

식 배양과 개인역량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법인과 구성원들이 미래에 대비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새로

운 디지털 기술과 소양을 익히며, 자동화된 프로그램 및 작

업 흐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와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제 참여 가능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고품질의 감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

원과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품질의 핵심동력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

술에 기반한 감사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는 감사과정 전반

에 걸쳐 변화·발전하는 기술에 전문가적 의구심 등 감사

인으로서 핵심적인 스킬을 반영하는 맞춤형 혁신을 추구하

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감사

절차 또는 전문적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RPA, Fulcrum, 

SDC 등을 통해 표준화 및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새로운 기준과 진화하는 환

경에 대응하여 삼일회계법인은 향상된 훈련, 문서화 도구 

및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성원들이 수준 높은 품

질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침과 통찰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양성에 가치를 둡니다. 다양한 배경과 서로 다른 관점

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감사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고객 및 사회 전반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다양성의 힘을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포용

력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높은 품질의 독립적인 

외부감사는 자본시장 체계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2019년 ‘Our focus on audit quality’에서는 위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우리의 감사품질 목표를 어떻게 구현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품질은 중요합니다. 감

사품질은 우리와 우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

자 및 고객에게도 중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과 함께하고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영 식

삼일회계법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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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gures

감사전문가 개인당 

연간 교육이수 시간

78시간

PCAOB Inspection 

지적

0건

Digital 전문가

108명

품질관리조직

75명

파트너들의 삼일에서 

평균 근속년수

20년

공인회계사 신규채용

301명

국내근무 외국인 전문가

53명

조직건전성 지표

84%
76%FY19

FY18

PwC 해외 Office 회계사

17개국

51명

1,987명의 등록공인회계사

13%

47%

40% 5년 이상 경력 

53.1%

Partners

5년 이상 등록회계사

5년 미만 등록회계사

RPA를 통한 감사업무 

투입시간 절감

62,619시간

Digital 숙련도 

향상 교육

10,406시간

자부심, 참여, 헌신, 

전반적인 만족도

Samil Pw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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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values

Tone at the top

삼일회계법인의 목표는 최고의 인재와 최적의 솔루션으로 고객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는 품질유지에 대한 약속과 실천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것

은 우리의 감사 현장에서 핵심사항이며, 고객, 동료,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과 의사결정에서 최우선

으로 고려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핵심가치들을 공유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관련된 주요 메시지들은 대표이사 및 경영진을 통해 법인 전체에 전달되고, 파

트너들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의 현재 장점을 잘 이해하게 하고 앞으로 개선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

영진의 메시지가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감사품질의 목

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립성

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은 경영진의 의지에 의해 강화되

고, 파트너와 스텝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윤리적 행동

배려

긍정적 사고

협업 차별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최고경영진이 우리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전파한다고 답한 비율

77%
FY19

69%
FY18

삼일회계법인의 구성원은 엄격한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답한 비율

81%
FY19

75%
FY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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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에서 ‘감사품질’이란 일관되게

•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면서

• 감사기준을 준수하고

• 고객의 사업과 재무환경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여

• 경험을 바탕으로 이슈를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 핵심에 다가서는 내용을 질문하고

•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 감독과 리뷰절차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 규정과 기준들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 감사위원회와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 적시에 철저한 방식으로 업무를 계획하여 이슈를 해결하고

• 자본시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인지하고

•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Quality-Driven Culture를 내재화 하여야 합니다.

김 영 식  삼일회계법인 CEO

Samil Pw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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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독립성과 객관성

윤리

윤리적 행동은 신뢰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삼일회계법인

은 예상되는 상황에 윤리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하는 행동

강령 및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임

직원 스스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윤리복무규범을 제정하

고, 이 중 항상 숙지하여야 할 핵심항목 10가지(‘E10’)를 공

유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구성원은 윤리적 이슈나 법

률, 규범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

면했거나, 윤리복무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윤리사무국은 구성원의 윤리복무규범 위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윤

리의식 제고와 정책 공유를 위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는 매년,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시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규 및 사규 준수 서약서, 보안 서약서 등 임직원 

서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10

1 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업무수행 시 법규와 사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2 전문가로서 업무 상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부자 정보를 발설하지 않으며,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3 항상 삼일을 대표하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전문가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삼일의 입장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경쟁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기밀정보나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

5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는 

규정 금액 이내에서 제공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6 신문, 방송 등 대중 매체와 접촉 시 특정 회사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M&C 담당 파트너와 사전 협의한다.

7 지적 재산, 업무상 기밀, 보유자료 등을 포함한 삼일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동료를 배려하고,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9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소송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GC에 보고하고 지휘 받는다.

10 윤리 이슈나 법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윤리사무국의 조언을 받으며, 

윤리복무규범을 위반했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윤리사무국에 즉시 신고한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 

또한 윤리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고객 정보 및 각종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며, 정보보호책임자(IPL, 

Information Protection Leader)와 정보보호 주관부

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

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

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 ISO/IEC 

27001을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2005년 획득하여 현

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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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객관성

외부감사인으로서 삼일회계법인은 고객들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며, 

객관적인 결론을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의무 등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등 국내 법령과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

기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성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하는 한편, PwC Global의 독립성 규정 및 PwC Network Risk Management Policy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령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내용

PwC 사규

• PwC Global 독립성 규정

• PwC Network Risk

Management Policy

국제 기준

• PCAOB1 윤리 및

독립성 기준

• IFAC2 윤리 기준,

미국 SEC Rules

1 미국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2 국제회계인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삼일회계법인 독립성팀은 

• 독립성 준수가 필요한 감사고객 리스트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업무 수임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 독립성 준수가 필요한 임직원이 보유한 유가증권과 기타 재무적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사전 승인과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합니다.

•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독립성 및 윤리적 요구 사항 준수 확인서를 문서화합니다.

감사고객리스트 유지

CES(Central Entity Service)는 PwC Global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삼일회계법인을 포함

한 전 세계 PwC의 감사고객 및 그 독립성 준수대상 관계회사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동 시

스템을 통하여 해당 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비감사업무 수임 시 사전적

으로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직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인트라넷에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고객 명단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CES와 더불어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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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평가 전문가 그룹은 총 4명의 전문가로 구성

• 독립성 정책, 절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 연간 독립성 교육을 개발하고

• 구성원들의 독립성 관련 문의사항에 대응합니다.

2019년에 해당 팀은 717건의 독립성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독립성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징계심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독립성 규정은 

고객의 지배기구에게 독립성 준수 예외사항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이사 교체 모니터링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이사 교체 규정(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 3년, 그 외 

비상장법인은 5년)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이사는 매년 감사수행 연수를 파악

하고 업무수행이사의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동 내용은 감사조서의 일부로 문서화됩니다. 

공시담당 부서는 삼일회계법인의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회사별로 업무수행이사가 감사를 수행한 

기간(Time-on Period)과 참여제한 사업연도(Cooling-off Period)를 매달 안내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연속

감사 참여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감사팀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팀에서는 

교체 대상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독립성팀에서는 주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전문직 임직원의 상장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입력의 완전성, 

감사대상 상장주식 보유자 확인 및 처분 요청을 받은 이후 적시 처분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PwC Global 주식관리시스템 ‘Checkpoint’

Manager 이상의 모든 전문직 직원은 PwC Global Policy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PwC Global의 주식관리시스템인 ‘Checkpoint’에 입력합니다. Checkpoint는 전 세계 PwC의 회계감사 고

객정보와 연계되어 있어 신규 회계감사를 수임하면 동 상장회사의 독립성 준수대상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

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라는 안내 메일을 자동 발송합니다.

My Stock 시스템

전체 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취득과 처분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신

규로 상장회사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경우, 해당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라는 

안내 메일을 자동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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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bility

삼일회계법인은 파트너의 업무수행 시 제반 대내외 규정, 

방법론 및 절차 등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

고, 책임의 범위와 업무품질과 관련한 우수한 성과에 대

한 보상, 그리고 문제점이 파악되거나 사전에 설정한 목

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등을 마련하

여,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히 위험

을 관리하기 위하여 “Assurance LoS Recognition and 

Accountability Framework”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구성원, 품질 및 수익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대

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하여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전체 성과평가의 70%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감사팀원은 일정 시간 이상 투입한 업무에 

대해 PwC Professional 체계의 5가지 항목(균형 잡힌 리

더십, 사업에 대한 이해 역량, 전문 역량, 다양성 존중, 관계 

역량)을 기준으로 수시로 평가를 수행하며, 연 1회 Career 

Round Table(CRT) 또는 Annual Review Committee(ARC) 

를 통해 최종 평가가 진행됩니다. PwC Professional 체계

에 대한 내용은 12 페이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감사업무 수임 시 고려사항

삼일회계법인은 새로운 감사 고객의 수임과 기존 감사 고

객들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연간평가를 수행하며, 수임 및 

유지 등과 관련한 사항은 품질관리 담당파트너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감사고객의 수임은 고객의 잠재적

인 위험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절차

를 통해 확정됩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평가는 대상 고객의 

성격과 사전에 정의된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의 범위

와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승인절차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사절차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와 관련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감사업무 수임

을 승인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고객에 대한 수임 및 유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관련 법규와 기준 하에서 업무가 가능하고 우리의

전문적 능력과 역량 내에서 수행 가능한지

• 주요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주요주주들이

진실되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인지

• 고객사의 영업활동이 수용가능한 행동원칙에 따라

통제되고 있는지

• 독립성, 이해상충, 다른 기업과 관계에서 파생되는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비합리적인 일정 또는 자원의 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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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성 활용

모든 서비스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준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

니다. 감사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Core팀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감사고객

의 업무절차와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감사 대

응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의 감사품질을 견고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은 

감사팀들이 감사고객들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의 잠재적 영향,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평가

절차, 복잡한 시스템 이해, 사이버보안 위협, 부정적발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Core팀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 감사업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

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최고의 인재들이 삼일회계법인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게 하며, 인재들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감사품질, 전문가적 의구심,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

하는데 높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보고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성 준수 절

차와 모니터링 절차는 다수의 서비스 유형들에 대해 발생 가능한 위험인자를 사전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특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

당 비감사서비스가 현재 상황 및 독립성 규정에 따라 제

공 가능한지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독

립성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객사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Digital 전문가, Valuation 전문가 등

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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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The PwC Professional - 인재명가

삼일회계법인은 다양한 배경과 업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호기심 

및 전문가적 의구심을 발휘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며, 자신감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인재들을 채용합니다. 이

러한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간의 믿음이 있는 조직,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질서가 있는 조직, 

Smart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삼일

삼일회계법인은 전문가들이 급속히 진행되는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PA, Data Analytics 등 업무의 자동화,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고객들에게 

더 향상된 업무의 질과 가치를 전달하고,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igital 숙련도 향상

삼일회계법인은 소속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업무 혁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전문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Digital IQ 및 역량 제고를 위해 Digital Fitness App을 활용합니다. Digital Fitness App은 

개인별 Digital Awareness Level에 따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PwC 자체 콘텐츠 외 Business 

Leader 등 세계 최고의 Digital Learning Contents Providers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Classroom 교육인 Digital Accelerator Program에서는 서비스부문별로 소수의 지원자를 선발하여 

데이터 분석, RPA/AI 등 업무 자동화 관련 최신기술과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한 업무혁

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FY17~19 기준 디지털전문화를 위해 약 10,406시간의 교육이 실시

되었고 서비스부문별로 업무에 유용한 Data Analytics, Visualization tool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

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업무에서 Aura Platinum, Connect, Count 등 다양한 Digital solution을 사용하여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방법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서는 매년 연차별 감사 필수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그 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프로

세스에 대한 이해를 위한 ERP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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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문화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전문화를 핵심적인 화두로 하여 파트너 및 스텝들의 산업전문성

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산업전문화 교육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전문화 교육에서는 전후방 Value chain을 통한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 업계 전

망, 신규 기준서 도입에 따른 회계 이슈, 업종 특유의 감사 이슈 등을 공유합니다. 특

히 산업에 대한 전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는 

교육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확보

삼일회계법인의 채용 슬로건이 ‘인재명가’인 만큼 삼일회계법인은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입공인회계사 

279명과 경력직을 포함하여 총 301명의 공인회계사를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올해 공

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중 수석합격자와 최연소 합격자가 모두 삼일회계법인을 첫 회계

법인으로 선택할 만큼, 삼일회계법인은 업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채용 운영

삼일회계법인은 비즈니스의 니즈가 적시에 반영되고 전문직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Agile한 채용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채용을 통해 다양한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igitalization 기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

용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TEM 전문직 채용인원 53명(Digital 

전문가 등), 경력직 채용인원 112명을 포함하여 연중 237명을 수시채용하였습니다.

전문가 집단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987명의 공인회계사, 671명의 컨설턴트 및 

20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일회계법인은 총 공인회계사의 53.1%가 업무경력 5년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로서, 대형회계법인 중 최고 수준의 비율을 자랑합니다.

등록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FY19* FY18**

Partners 251 219

5년 이상 등록회계사 804 785

5년 미만 등록회계사 932 876

Total 1,987 1,880

* 2019년 6월 말 기준

** 2018년 6월 말 기준

“2019년 한 해를 

삼일 임직원의 

Digital IQ 향상 및 

Digitalization 흐름을 

선도해나갈 Digital 

Accelerator를 

양성하여 Digital 

삼일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김 영 식 

삼일회계법인 CEO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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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조직건전성지표 

People Engagement Index

People Engagement Index는 다양한 내·외부 요인으로부

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회사의 급여 정책, 근무환경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시장의 수요 현황 등이 임직원의 충성

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습니다. Global People Survey에 대한 결과는 

삼일회계법인의 인사 전략을 평가하고 구현하기 위한 하나

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채용절차 고도화

삼일회계법인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연 2회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며, 자격을 갖춘 면접관이 채

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실무진 및 임원진 면접 교육을 각각 3회 및 2회 진행하였으

며 총 99명의 실무진 및 임원진이 면접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시간 확대, 실무진 면접 신설 등

을 통해 채용절차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신입사원 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PwC Value 및 삼일회계법인 인재상과 부합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년 PwC Global의 157개 회원국이 참

여하는 Global People Surve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

문의 주요 지표인 People Engagement Index는 ‘Pride’, 

‘Advocacy’, ‘Commitment’ 및 ‘Overall satisfaction’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ide

Commitment

Overall satisfaction

Advocacy

84%*

FY19

76%
FY18

77%
FY17

The PwC Professional

The PwC Professional은 PwC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 체계

로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높은 품질의 업무 결과를 산출하

는데 필요한 삼일회계법인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에 투명성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PwC Professional Framework의 범위에는 감사품질요소

가 핵심사항으로 포함되며, 이는 구성원들이 전문가적 의구

심, 리뷰 및 감독, 감사 능력, 이슈 관리, 그리고 회계 및 기

술 지식과 같이 감사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능력 및 자세들

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PwC Global Network 중 최상위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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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역량 개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및 On-demand 교육, 그리고 실시간 On the job 코칭 및 경력 개발 기

회를 제공받습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FY19에 PwC 글로벌 교육 Tool인 Vantage를 도입하여 각 개인이 

희망하는 On-demand 교육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합

니다. Vantage에는 Harvard Business Review, TED 등 분야별 최신 트렌드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Webcast, Podcast, 전문자료, 온라인 강의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 및 등록공인회계사의 연수 의무 충

족을 매년 Monitoring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품질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

다.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각각 정해진 실무수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회계, 감사, 윤리 등의 과목을 포함한 직무 관련 교육을 매년 40시간 이

상 이수해야 합니다. FY19에는 총 27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을 이수한 후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였으며, 총 216명의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실무수습을 마쳤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파트너 및 매니저 요건 또한 관리하며, 소속 전문가의 전문 지식 개발

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및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수준 이

상의 감사업무 투입 시간과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처음 매니저가 되

는 인원은 감사기준 및 PwC의 감사방법론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업무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포함한 

외부감사업무 참여 

인원은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감사업무 투입 

시간과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Vantage, The smarter way to learn

2019년 5월 모든 교육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Smart한 교육 플랫폼, 

Vantage를 오픈하였습니다. Vantage를 통해 최신 트렌드와 지식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에서 학습 가능

• 검색으로 PwC 교육뿐 아니라 PwC에서 엄선한 외부 콘텐츠 수강 가능

• 재생 목록을 통해 내가 원하는 교육만 선택적 스크랩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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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ng learning and development

삼일회계법인은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

습니다. 감사팀은 노련한 전문가들이 경험이 더 적은 전

문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의미 있는 On 

the job training을 촉진합니다. 경험이 적은 스텝들은 파트

너 및 매니저가 이슈를 식별하고, 관리하며 해결하는 과정

을 관찰하고, 함께하면서 외부감사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발전시킵니다. 

On the job으로 진행되는 상시적인 지도, 리뷰 그리고 멘토링을 통한 학습은  

삼일회계법인의 Classroom, E-learn 등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더 강화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교육팀은 글로벌 PwC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다음을 반영합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 감사기준, 관련 법률 개정

• 감사환경 및 Regulation 동향

• PwC 및 삼일회계법인 내 품질관리 모니터링 결과

• 설문 조사, 교육 피드백 등

교육팀은 리더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사 내·외부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은 감사 전문가들이 연차에 맞는 감사교육과 회계교육 과

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위

해 수강생 참여형 실습에 기반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파트

너 및 매니저로 구성된 강사진은 수강생들과의 질문, 토론

으로 이론 및 실무 적용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들의 평균 근속연수

20
FY19

20
FY18

19
FY17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며, 해당 회사의 

감사팀 및 모든 파트너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

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신규 회계 및 감사기준, 관련 법

률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 및 매니저 직급의 감사 전

문가들은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으며, 4~5년차 

직급의 회계사는 2년에 걸쳐 주요 회계기준에 대한 소수정

예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11 페이지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산업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회사를 감사하는 감사 전문가들에게 산업 특유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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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연간 필수 교육 시간

FY19 FY18 FY17

Partners 26~36 24~32 17~24

Managers~Directors 25~33 24~30 18~23

Senior Associates 30~106 24~81 18~97

Associates 53~77 52~95 56~90

* 전년도 4월~당해년도 3월까지 진행된 필수 교육시간(GAAP School과 KSOX 교육 포함)

삼일의 감사팀은 감사, 회계, 연간 독립성, 윤리, 그리고 사내 규정에 대한 필수 교육을 매년 모두 이수해

야 합니다. 개인별 교육 이력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자격 유지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팀원 및 팀원이 속한 부서의 성과

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감사 및 회계 필수교육으로 배정된 시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PwC 및 당 법인의 전략, 새로운 회계 및 감사기준의 발표, 감사 Tool의 업데이트 등이 이

에 해당합니다. 

직급별로는 Associate 및 Senior Associate의 필

수 교육은 주로 회계 및 감사 기준, PwC 감사방법

론 등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상위 직급인

Manager~Partner의 필수 교육은 관련 기준 및 

법률 개정 업데이트, 시의성 있는 토픽 교육으로 

주로 진행됩니다.

정기 필수 교육 외에도 각 부서들은, 감사 또는 다

른 서비스에서 상호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을 공유하

고, 추가 교육기회를 발굴하는 아이디어로 활용합

니다. 최근에는 전문 지식을 넘어 Communication 

능력, Leadership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부문 소속 인원의 평균 교육 이수 시간

78
FY19

76
FY18

76
FY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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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Retention

삼일회계법인은 ‘We recruit people and make them better’이라는 인사철학을 가지고 인재를 배양하여 

사회 곳곳에 회계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집단의 이직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직률은 시장의 현황, 삼일에 대한 만족도, 보상 수

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성원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삼일회계법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근무 경험(the ‘PwC Experience’)을 통해 근무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해외파견, Leadership Development Experience, Coaching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보상 수준의 인상, Office 이전, SMART Office 구축,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RPA 및 Digitalization을 통한 업무효율화 등 젊은 회계사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이직률이 

업계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급별 전문직 이직률

FY19 FY18 FY17

Partners 15.3% 17.6% 15.5%

Managers ~ Directors 17.4% 15.1% 19.9%

Senior Associates 8.3% 8.9% 8.0%

Associates 12.5% 13.7% 13.7%

해외근무

삼일회계법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PwC Firm으로

의 해외 근무를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총 

51명이 17개국 해외 PwC Office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삼일

회계법인 재직자 중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해외근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Short-Term Assignment (STA) 프로그램

Global PwC Network를 통해 1년 미만의 단기 파견 프로그램

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감사 및 Project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Long-Term Assignment (LTA) 프로그램

현지 PwC Office에 파견되어 글로벌 PwC 전문가들과 함께 업

무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커리어와 법인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 파견(1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Korea Business Desk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해외 활동 무대를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을 지닌 인재를 파견하여 현지 PwC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

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규 Manager

PwC 미국  l  2017.10.23~2019.10.22

“해외 파견을 다녀오신 선생님들을 보면

그들만의 단단한 느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과 성취를 

통해 다져진 자신감과 역량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일환으로 저는 해외 파견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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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우리가 속한 경제환경은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

전으로, 국제경제의 흐름에 예전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이 국제경제의 중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눈높이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는 국내의 다양한 환경에 따른 엄격한 제약

을 적용받는 분야이지만 고객의 경제활동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적 경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폭넓은 글로

벌 경험이 요구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자격을 갖춘 전

문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야와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유지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

질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게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경제환경의 무대에서 글로벌 인재의 필요

성을 이해하고, 국내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교두보

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한민국 외 다양한 국적

의 전문가를 영입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wC 네트

워크 회원사로서 강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파트

너를 포함한 PwC 미국, 영국 

등 소속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자격을 보유한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 총 53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

역의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환경은 보다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전문가는 정교해진 회계기준과 감사기

준에 집중하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것이 최적의 감사품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ㆍ감사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을 필두

로 하여 법률, 국제재무위험관리, 금융자산관리, 관세사 등 

총 1,071여 전문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명

실상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분야 전문가

Digital 전문가 108

Valuation 전문가 13

확정급여부채 전문가 15

법인세 전문가 4

법률 전문가 6

계 146

국내근무 외국인 전문가

미국·캐나다 29

호주 7

중국 6

영국 4

기타 7

계 53

“Global 경제환경 하에서 최적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인적투자를 집중해 국내 최고 전문지식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윤 훈 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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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전문가적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최고의 인재와 최적의 솔루션으로 고객과 사회의 발전에 기

여”라는 삼일회계법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입니다. 매년 삼일회계법인은 2천여 상장 및 비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

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적용가능한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나 보고서를 포함하여 근거가 되는 감사증거에 대한 표본방식의 검사를 포함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재무보고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내부통제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고유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이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방법론과 프로세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방법론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평가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위험평가는 감

사 계획단계에서 시작하여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지속됩니다. 감사계획 수립 및 위험평가 단계에서 파트너

와 매니저가 적시에 참여하여 고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사 위험을 고려하고 대응 계획을 주도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며 테스

트 대상 통제 및 실증절차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중요성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를 계획합니다.  

다양한 지역이나 부문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부문감사인의 활용을 고려합니다. 부문

감사인에 대한 이해와 부문감사인 업무에 대한 관여, 부문의 유의성, 그리고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룹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등을 결정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그룹감사업무가 감사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정보이용자가 요구하는 품질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

록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와 해당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를 지속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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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감사 혁신

삼일회계법인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조직의 근간인 인적자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으로부터 최선의 감사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Office 이전 및 협업공간 확대

삼일회계법인은 1년 6개월의 준비를 통해 2018년 5월 아모레퍼시픽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삼

일회계법인의 새로운 근무공간은 ‘자율좌석제’ 시스템을 통해 전체 임직원이 좌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협업공간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혁신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 ‘당신의 아이디어가 삼일을 이끌어 갑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년 감사효율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감사현장의 문제의식과 개선제안을 적극 수용하

여 한국 현실에 맞는 감사실무 개척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율화의 궁극적 목적은 삼일회계법인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유지하고 보다 Risk가 높은 영역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다짐입니다.

산업전문화

급변하는 감사환경 및 제도는 우리에게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제고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

일회계법인은 산업전문성 강화를 통해 당면과제에 대응하고자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화를 장기적 관점에

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TMT

Technology,  
Media & Telecom

CM

Consumer 
Markets

 FS

Financial 
Services

IMA

Industrial  
Manufacturing & 

Automotive

EUR

Energy, Utilities 
& Resources

Technology

Entertainment & 
Media (Game)

Healthcare, 
Pharmaceuticals

Banking &  
Capital Markets

Automotive

Consumer
Products

Insurance
Industrial 

Manufacturing

Retail, 
Hospitality
 & Leisure

Asset & Wealth 
Management

Engineering,
Construction & 

Shipbuilding

Telecommuni-
cations

Transportation & 
Logistics

Steel & Metal

Chemistry

Energy &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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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의 산업전문화는 소속전문가의 경험과 산업전문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속한 산업별 회계ㆍ감사이슈를 미리 공유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감사품질을 함께 상승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산업별 산업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통찰

력을 소속전문가와 공유하고, 외부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

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산업별 대외활동

CM
한국바이오협회 주최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코스닥시장 상장준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제약바이오 산업 세미나

FS

금융감독원 주최 IFRS17 재보험회계 세미나(재보험 회계이슈 및 회계처리 방안)

IFRS17 4대 회계법인 1차, 2차 세미나(보험부채 변동내역 회계처리, 계약자 배당)

한국보험계리사회 주최 IFRS17 실무사례 분석 세미나(PAA 및 재보험)

IMA
방위사업청 주최 방산원가구조 개선과제 설명회

건설업 최고재무책임자 조찬 세미나(건설업 Digital Transformation과 제도변화 등)

TMT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 블록체인 심포지엄 주제발표(ICO 절차, 내부통제 및 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 차세대미디어대전(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초(超) 디지털시대의 회계정보와 회계감사 세미나 개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참여

EUR 물류업종(항공, 해운, 육상운송) 삼일포럼: IFRS 16 리스 기준서 도입 대응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 차세대미디어대전에서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을 발표 중인 삼일회계법인 한종엽 E&M Leader

1차

반도체

2차

2차 전지

3차

화학

4차

자동차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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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e · Simplify · Standardize”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전담 부서(KSOX팀) 신설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통합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우리는 혁신을 이어갑니다.

Fulcrum

삼일회계법인은 변화하는 감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감사 영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aluation, 법인세 등 전문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영역을 Fulcrum에서 지원하며, 집중적

이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감사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감사팀 Fulcrum RPA/AI

Tech Enabled Audit

Core Engage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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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감사 (YRA: Year-round Audit)

삼일회계법인은 식별된 위험과 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영향분석, 조서작성, 고객협의 등 적용 가능한 주요 

감사절차의 대부분을 12월말 이전에 수행하고 완료하는 연중감사 Framework을 설정하여, 감사업무 수행

의 준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연중감사 수행을 통해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변화 및 근

로기준법 등의 개정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효율적 업무 관리

YRA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개별 업무팀별로 시간예산을 작성 및 관리하여 연중감사의 계획 및 이행

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간예산은 연간 감사계획 및 Resource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활동

기준으로 작성되며, 인원별 Time report system과 연계하여 실제 수행된 업무활동을 파트너와 매니저가 

확인 및 승인하여 연중감사 Progress를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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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수행 방법론 개괄

삼일회계법인은 효율적이면서도 품질 높은 감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Risk 기반, Control 기반, Digital기

반 감사절차를 추구합니다.

Risk 기반

삼일회계법인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감사팀에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

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을 분석하여 고유위험이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PwC의 Risk 

Based Audit Platform인 Aura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ontrol 기반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통제절차를 분석하여 위험이 높은 거래에 내부통제 테스트를 강화하고, 그 결과

를 기반으로 입증감사 범위를 축소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의 계획 단계에서부

터 일원화된 업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재무제표 감사 목적상 감사인의 통제위험 평

가를 뒷받침하고, 보고기간말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테스트를 설계하고 활용합니다. 

Digital 기반

삼일회계법인은 전산화된 회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사방법(Technology-

enabled Audit Approach)을 활용합니다. Halo, Connect, RPA, Process Mining 등의 활용 방안은 감사

계획단계에서 결정되어 고위험분야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품질은 유지하되 위험이 높은 영역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감사 수행

감사품질

효율성

Risk 기반

리스크가 높은 거래만을 선별하여 

확신을 얻는 효율적인 감사 수행

Control 기반

내부통제 테스트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입증감사 범위를 축소

Digital 기반

전산화된 회계환경에 적합한 

체계적인 IT감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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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기반 감사

삼일회계법인은 산업과 회사의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직면한 위험평가 절차를 통해 재무정보의 

오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중점적으로 감사(Risk-

Based)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을 통해 효율적 

감사를 달성합니다. 

식별된 Risk에 Focus하는 Risk Based Audit을 구현한 

PwC의 Audit Platform인 Aura(Audit Risk Assessment)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Risk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정과목, 공

시사항 등의 항목에 집중하는 방법론입니다. 또한, 식별된 

Risk에 집중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Aura는 핵심감사제

(Key Audit Matter)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PwC 네트워크의 글로벌 감사 플랫폼인 Aura는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감사인이 사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품질과 

일관성을 이끌어줍니다. 

Aura는 순차적이고 직관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

다. 업무 이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팀이 IT Dependencies

을 문서화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별 콘텐츠를 

활용하여 감사의 각 단계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줍니다. PwC 네트워크는 Aura를 지속적으로 향상시

켜 품질 및 표준화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며 

적시에 실행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개선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당기 재

무제표에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

회 등)와 커뮤니케이션하여 선택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핵

심감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 유의적 감사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회계추정치 등

•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

이는 식별된 Risk에 집중하는 Aura의 접근법과 일맥상통

하여, 핵심감사사항 선정과 감사절차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Aura의 활용으로 삼일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

사절차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프로세스 별 Risk와 Risk의 크기를 도식화하여 

집중해야 할 감사 영역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방대한 양의 Best Practice 및 참고 자료가 내재되어 

필요로 하는 Reference를 제공

입수된 감사증거는 Category별로 Library에 

보관·공유되어 중복 자료 요청을 방지함

이를 근거로 작성된 감사 조서의 보관 및 관리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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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기반 감사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사 결론을 도출합니다.

통합감사(Integrated Audit)

기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수행합니다.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업무범위 선정 시, 우선 회사의 재무 및 보고 체계와 관련된 위험을 이해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련 문서의 검토 및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추적조사(Walkthrough Test)를 포함하며, 이

러한 추적조사는 회사의 프로세스 및 통제를 이해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회사의 프로세스, 통제 및 위험에 대해 이해한 후 향후 계획을 설정합니다. 감사계획은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내부 통제의 문제, 회계적 이슈 및 그와 관련

된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다루게 됩니다.

평가될 통제는 전사적 통제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특정 위험을 다루는 전사적 통제가 충분하고 정

밀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세분화되어 있는 프로세스 별 통제의 평가 범위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사적 통제는 주로 위험이 낮은 계정이나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재무제표 감사

Zero
Defect
Audit

High Reliance No Reliance

Management Self-assessment

Management Testing

Internal Auditor on behalf of Management

Internal Audit Direct Assistance

Independent Audito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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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기반 감사

신기술은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새로운 기

술과 혁신에 투자하여 감사품질을 개선하고, 감사에 소요되는 고객 직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

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 초기에 위험을 파악하여 갑작스러운 이슈 제기를 줄이며, 투명성을 높여 고객과 이해 

관계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팀이 지리적 제약 없이 원

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감사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회사가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Risk Based Audit을 위한 Platform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와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

유,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Communication Tool을 활용하여 감사업무의 실시간 진행 상황을 공유하

며, 데이터 분석 Tool을 사용하여 거래의 이상 또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Aura Platform을 통해 일원화하여 집계합니다. 

Aura

전세계의 일관성 있는 

감사품질을 위한

PwC의 Audit Platform

Connect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Communication Tool

Halo

Data Audit Tool

(Data Extraction, Auditing, 

and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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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Connect는 삼일과 고객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안전한 웹 기반 포

털입니다. Connect에는 감사의 현재 진행 상태를 보여 주는 대시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료목록을 공유하도록 하

고, 감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감사업무의 

현재 진행 상태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정보가 요청된 시점, 회사가 응답한 시점, 

감사인이 응답을 수락한 시점을 기록합니다. 미결 요청을 표시하고, 정보 

공유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률을 통합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팀에 대한 요청의 전반적인 상태, 관련 요청 세부정보를 볼 수 있는 요청 테이블 및 다가오는 문서 요청 만료 날짜가 

표시된 달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과 공유되는 예정된 이벤트 및 마감일 통지 기능도 제공합니다.

Aura

Aura는 Risk Based Audit을 구현한 Audit Platform으로, 감사업무흐

름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진행 상황을 통제, 검토 및 보고하는 기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감사를 강화하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계정과목·프로세스 별 Risk와 Risk의 크기를 도식화하여 집중해야

할 감사 영역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 입수된 감사증거는 Category별로 Library에 보관·공유되어 중복

자료 요청을 방지함

• 이를 근거로 작성된 감사 조서의 보관 및 관리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원

• 방대한 양의 Best Practice 및 참고 자료가 내재되어, 필요로 하는

Reference 제공

Halo

Halo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전자적 가시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삼일회계법인의 데이터 분석 Tool입니다. 데이터 감사 

및 시각화는 감사 전반적 가치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되며, 삼일회

계법인은 Halo를 활용하여 데이터 감사를 Leading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샘플이 아닌 전체 데이터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하며,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한 패턴과 비정상치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위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alo의 데이터 감사 기능을 통해 매출 테스트 등 가능한 영역에서 수

작업 테스트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다 통찰력 있고 

포괄적인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이슈가 되기 전에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AI Audit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Halo를 한국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한 Tool인  

‘Data Audit Platform’을 함께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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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삼일회계법인이 추구하는 감사품

질 혁신의 핵심동력으로써, 감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동안 이러한 RPA 기

술을 감사절차에 필요한 주요정보조회 등 총 4,702건의 업무에 활용하였으며, 62,619시간에 달하는 감사

업무팀 투입시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업무방법은 

감사업무팀 소속전문가들의 핵심역량을 보다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게 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개선가

능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전달하게 합니다.

인공지능(AI)

삼일회계법인은 인공지능을 실험하여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패턴과 이상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발

견된 이상 징후를 검토하고, 유사한 관계에 대응하는 방법을 기계에 가르치는 머신러닝을 반복적으로 수행

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실제 이상 징후를 더 잘 식별하게 됩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기술이 적용되며,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중 외부 자료와의 대사 등 단순하지만 작업량이 많은 업

무에 RPA를 적용하여, 감사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

합니다.

Process Mining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각 트랜잭션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과정

을 보여줍니다.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경로를 따르는 경로도 보여 줍니다. 예상되는 데이터 흐름을 현실과 비교할 

수 있으며,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품질의 위험 기반 감사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처리 

• 프로그램에 의해 작업되어 Human Error 최소화

• 작업 전/후 데이터 오류를 점검하여 완전성 확보

빠른 업무 처리

• 24/7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적시에 작업 완료

• 자체개발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작업도 빠르게 완료

높은 Compliance

• 작업 과정이 통제된 환경에서 자동 처리(사람 개입 최소화)

• 작업 완료 후 데이터 자동 삭제

Robot 자동화

외부 공개자료 
분석

비정형 문서 
기본 검토

대량의 단순 
반복 업무

Robotic Process Automation

투입시간 절감효과 62,619시간

4,7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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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회사의 

사업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고유한 위험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업계 전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활용 - 전문화팀

삼일회계법인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보다 

복잡하고 심도 있는 이슈 사항에 대해 정확한 판단 근거와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감사절차

자문 및 리뷰

가치평가, 법인세, 

리스 등 전담

퇴직보험

산출 및 검증

회계기준 

해석

전산감사 지원 및 

Digital 개발

부정조사 

지원

품질관리 및 감사기준 팀

(R&Q, M&T)

특수분야 전문팀

(Fulcrum)

보험 계리팀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

(ACS)

전산감사팀

Forensic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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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와의 소통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지배기구로서의 역할은 감사품질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상호 교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관점을 파악하고 주요 항목을 논의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일반적인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대상 항목

• 제안된 비감사서비스의 잠재적 독립성 이슈

• 감사인의 역할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 위험평가 절차, 부정위험에 대한 고려 및 결과를 포함한 감사인의 감사접근방법

•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및 유의적 거래를 포함한 경영진의 회계정책 및 실무관행

• 경제환경, 법규 및 제도 등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동향

• 회사의 재무보고 품질

• 유의적 회계추정치 및 판단을 포함한 감사결과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Samil Audit Committee Center)

바람직한 감사위원회 역할 정립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정기간행물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발행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Audit 

Committee School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위한 Thought 

Leadership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amil Pw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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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지속적인 품질개선

삼일회계법인의 지속적인 품질개선 절차는 품질수준 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를 포함하

여 내부심리 및 외부감리 결과를 참고하며 이러한 기회를 식별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내부심리ㆍ외부감리

감사계획

품질 요소 분석

감사절차수행

지침 개정·방법론 개발

절차수행 & 보고서 발행 전 리뷰

지속적인

개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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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리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감사보고

서 발행 전에 감사팀이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심리하

는 것입니다. 사전심리담당자는 사전심리의 핵심 주체이며, 

품질관리조직은 회계기준, 감사기준, 법률, 독립성 등 감

사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심리담당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전심리담당자는 삼일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적 지식, 교육 및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전심리담당자는 역할 수행 전 적절한 교육을 받아

야합니다. 사전심리담당자는 감사계획, 법인의 독립성, 중

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평가에 대응

하는 절차, 특정계정 감사절차,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를 

포함하는 감사의 주요 측면을 검토합니다.

사전심리는 감사업무팀에게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제공

하여, 감사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감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합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의 사전심

리담당자들은 1,587의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보고서 중 

579건의 보고서에 대해 사전심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후내부심리

삼일회계법인의 내부심리절차는 감사업무팀이 회사의 정책

과 절차, 그리고 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합니

다. 내부심리절차는 전체 감사업무담당이사의 최소 30%가 

매년 사후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합니다.

심리대상 감사업무팀 선정 절차는 감사업무에서 삼일회계

법인의 실무적인 감사절차와 동일하며(예를 들어 산업, 규

모) 품질관리기준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심리담당자들은 감사절차의 설계 및 실행

을 포함하여 내부심리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검토합니

다. 이 담당자들은 관련 산업 또는 기술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사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품질을 모니터링

하고 심리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조명

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2018년 감사업무에 대한 

2019년 내부심리에는 59명의 숙련된 파트너, 매니저가 참

여하였습니다.

심리담당자들은 감사업무팀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감사품

질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감사업무팀이 제공하는 업

무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심리담당

자들은 R&Q, M&T, L&E 및 회사의 경영진과 협력하여 감

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개선

조치방법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개선조치는, 예를 들어, 추

가지침과 이에 대한 교육, 감사방법론 수정, 경영진의 메시

지 등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들을 포함합니다.

최근 발행된 감사보고서 중 

사후내부심리를 받은 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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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2019년 내부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측면에 지속점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회계 추정치에 대한 감사

• 수익관련 통제의 설계 및 운영효과성 평가, 그리고

• 문서화 프로세스 및 보고서 발행 정책 준수

내부심리그룹은 매년 감사업무에 대한 회사의 품질관리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은 위험을 식별하고 

다음 영역의 통제절차를 포함합니다:

• 품질과 관련된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포함한 유기적인 구조

• 내ㆍ외부 위험평가를 포함한 실무 환경

• 고객 및 감사업무의 수임과 유지

• 독립성, 성실성 및 객관성

• 교육, 업무 배정 및 평가를 포함한 인사 관리

• 사전심리담당자를 포함한 파트너 지정

• 심리, 감독을 포함한 업무팀 실적

• 내부심리와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한 모니터링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유지를 포함한 관리업무

우리의 품질관리시스템은 PwC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에 의해 

매년 검토됩니다. 가장 최근의 연간평가 결과,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또한 가장 최근의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Inspection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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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품질관리감리

삼일회계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및 실제 수행

한 감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 대상이 됩니다. 

이 외부감리는 감사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시

각을 제공하고 내부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객

관적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적으로 품질관리감리 매뉴얼에서 밝히

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

성과, 동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후심리를 수행하는 목

적 및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조직의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별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및 

감사절차에 대한 점검을 모두 포함합니다. 2018년 12월 한

국공인회계사회가 개정한 ‘품질관리기준서1’은 국제품질관

리기준(ISQC1)을 반영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품질에 대한 

6가지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품질

관리감리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를 회계법인

이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감리를 수행합니다.

개별감사업무의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업무에 대한 궁극적

인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회계법인이 수립한 품질관리제도

의 정책과 절차를 개별감사업무에 맞게 적용하는지 확인하

는 동시에, 개별감사업무의 감사절차가 회계감사기준 및 실

무지침에서 규정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감사인의 감사조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이 

선택하여 점검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년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품질관리감

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받은 품질관리감

리 결과 중요한 예외사항은 없었습니다.

PCAOB Inspection

삼일회계법인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증권시장

에 상장한 다수의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은 기업회계개

혁법(Sarbanes-Oxley Act)의 적용을 받으며, 이 기업

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

사는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수행한 개별 업무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품질관리와 관련된 정책

과 절차의 운영에 대한 확인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04년 PCAOB 등록 이후 지난해까지 정

기적으로 PCAOB의 Inspection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9월~10월 약 

4주간에 걸쳐 3개 회

사의 개별감사업무와 

회계법인 차원의 전반

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Inspection을 받았습니

다. 지난 2019년 4월 

해당 검사의 결과를 반영한 PCAOB의 “Report on 2018 

Inspection of Samil 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감사업무에 대해 이슈가 발견

되지 않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어 감사품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

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PCAOB 

Inspection 지적건수

0 건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점검
개별 

감사업무 점검

품질 
관리제도의 

올바른 
적용

규정에 
따른 적절한 
감사절차 

수행

리더십 책임

모니터링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업무 수임·유지

업무의 수행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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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체계 감리(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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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인 분석

삼일회계법인은 내부심리와 외부감리를 통한 미비점 발견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업무 분석을 수행합니다. 

감사업무팀과 독립적인 내부심리 담당자들은 감사품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 감독 및 검토, 전문

가적 의구심, 업무팀 역량과 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식별하고 품질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잠

재적 인과요인은 업무평가, 참여인원 인터뷰, 감사조서 리뷰 등을 통해 식별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미비점 

발견 여부와 무관하게 식별된 특정 요소가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업무팀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데이터의 예로는 감사에 투입된 시간, 주요 참여팀 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담당파트너가 수행한 감사

수, 업무팀이 보고서 발행 전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삼일

회계법인의 목표는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은 감사와 그렇지 않은 감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분석을

사용하여 실무 전반에 걸쳐 구현가능한 유용한 개선 사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조직

우리는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

계를 넘어,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신뢰성

까지 확보하는 것을 품질관리의 목표로 합니다. 재무보고 생태

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

에 가장 신속하면서도 차별화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근 

감사품질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목표가 같습니다. 2019년부터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경영위원회

의 새로운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삼일회계법인 서비스

의 중심에는 감사품질이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관리조직: 75명의 회계·감사·법률 전문가

경력 10년이상  42명 (56%) 경력 5년이상  누적 67명 (89%)

Risk 관리 전문가 그룹(R&Q)

회계기준 전문가 그룹(ACS)

감사기준 전문가 그룹(M&T)

독립성 평가 전문가 그룹(Independence)

교육 및 인재개발 전문가 그룹(L&E)

법률 전문가 그룹(OGC)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속한 시장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고품질의 감사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입니다.”

오 기 원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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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삼일회계법인은 영국소재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PwCIL)의 회원사입니다. 

PwCIL의 회원사들은 PwC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PwC” 브랜드 아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으로 독립된 법인입니다. 회원사들은 PwC 네트워크의 자원, 방법론 및 다른 회원사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다른 회원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회원사들은 특정 공통적인 정책을 준수하

고 PwCIL가 제시한 PwC 네트워크 기준을 유지합니다.

네트워크 내 감사품질

PwC 네트워크를 통한 감사품질은 삼일회계법인 평판에 필수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PwC 네트워크 회원

사들은 품질 중심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감사기준에 대한 자료 제공과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정기적으

로 다른 회원사의 경영진과 감사품질에 대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각 PwC 네트워크 회원사들은 회원사들의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절차가 적절히 설계되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률,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는 품질관리시스템과 이것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PwC 네트워크 팀은 회원사들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검토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이 점검에서 개

선이 필요한 영역이 식별되면 회원사는 개선조치 계획을 준비하고, PwC 네트워크는 개선조치 이행을 모니

터링합니다.

각 PwC 네트워크 회원사들은 종료된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후심리를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후심리 결과로 감사품질 향

상을 위해 취한 조치는 회원사들에게 공유됩니다. 개별 회원사의 품질수준은 적용 가능한 경우 감사를 계

획하고 수행할 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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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engagement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실무와 Thought leadership 함양을 지원하기 위

해 감사위원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에 있

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감사위원회센터는 삼일회계법인

이 업계 리더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 PwC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실

무를 토대로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감사위원회센터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sami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위원회센터가 발간하는 계간지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는 감사(위원회)를 포함

한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법규 해설, 글로벌 동

향 소개, 효과적인 실무를 위한 지침 등을 주요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과 제

도의 변화에 감사(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발행

하는 ‘트렌드 리포트’는 정량·정성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감사(위원회)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장기업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공유합니다.

둘째,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

행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단법인 감사위

원회포럼’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감사위원회포럼

은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2018년 설립되

었으며, 포럼 및 세미나 등 현장 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제공합니다. 

감사위원회센터는 (사)감사위원회포럼의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 진

행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사위원회센터는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감사위원을 대상으

로 교육을 제공하고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고민이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며, Q&A 세션을 통해 구체적인 이

슈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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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규제환경

한국은 외부감사법 개정을 비롯한 최근의 회계개혁으로 회사의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감독

당국,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각 당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환

경을 조성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사 환경을 강건하게 만들어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며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

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

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및 TF에 참여하여 회계·감사 기준과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적

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회계 인재 육성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감사 기

법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미래의 회계 감사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은 고객사와 자본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가

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네트워크인 PwC의 한국 Network firm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지식과 서비스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회계·감사 기준 동향과 규제 및 정책 현황

을 적시에 파악하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합니다. 또한, 글로벌 스

탠다드에 맞추어 우리나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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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전문가

서 계 원

회계기준 전문가 총괄

홍 윤 기

금융상품기준 전문가

박 상 은

사업결합기준 전문가

이 수 미

수익인식기준 전문가

김 대 식

감사기준 전문가

최 지 희

Audit Tool 전문가

김 인 영

법인세기준 전문가

이 윤 경

리스기준 전문가

김 혜 균

법률 전문가

이 한 성

감사제도ㆍ규정 전문가

오 선 영

독립성 전문가

이 준 호

보험서비스 전문가

신 재 준

부정조사 전문가

조 성 재

Digital 전문가

박 현 출

전산 전문가

임 성 재

내부통제 전문가

성 현 주

품질관리기준 전문가

Subject Matter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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