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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s everything

삼일이 고객 기업에게 제공하는 회계, 세무, Advisory 등 전문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사 과정을 통해 얻은 

고객 기업에 대한 이해는 전문 지식과 결합되고, 이것은 다시 고객 기업이 성장하

는데 반드시 필요한 위험 분석, 효율적인 자원의 배치, 성장 동력의 재발견을 통해 

궁극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고객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삼일은 기업의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분야별 전문가  

3,2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인재 회사입니다. 1971년 창립 이후 48년 동안 삼일은 

수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해

왔습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전달해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삼일의 전문가들은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네트워크인 PwC의 한국 Member 

firm으로서 전 세계 157개국, 27만 6천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한국 기

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삼

일의 뛰어난 네트워크 역량은 바로 고객의 것이기도 합니다.



1 China Business Service

Samil PwC向客户提供的会计、税务、咨询等专业服务不但包括财务方面
的服务，而且把审计过程中所理解到的客户背景和Samil PwC持有的专
业知识结合，向客户提供有助于企业成长的风险分析、效率性资源分配、
开发成长动力等方面的服务。我们最终给企业带来利益并提高其价值视
为我们公司的责任。

Samil PwC是由企业经营所需的会计审计、税务咨询、财务咨询等服
务领域的专家3,000名而组成的公司。从1971年成立至今，Samil PwC

专注于提供高水平的服务，并且努力培养专业领域的人才。为企业提
供更好的服务，Samil PwC的专家今天也在不断地努力。

Samil PwC作为世界最大规模的专业服务网络-PwC International 

Limited的韩国Member Firm，与全世界157个国家、27万6千多名专家
合作提供国际专业知识和服务。同时向世界主要国家派遣员工，直接协
助韩国企业实施国际经营战略。这种国际网络能力将能够满足客户的
各种需求。



삼일의 연혁과 개요

삼일은 PwC International Limited의 Member Firm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

한 솔루션을 제시해왔습니다.

회사명 삼일회계법인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설립연도 1971년

대표자 윤훈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보유인력 공인회계사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3,200여 명

주요연혁 1971 라이부란 회계법인 설립

1973 Coopers & Lybrand의 Member Firm으로 가입

1977 삼일회계법인으로 명칭 변경

1998 Coopers & Lybrand와 Price Waterhouse가 합병, PricewaterhouseCoopers 탄생

2008 삼일미래재단 설립

2014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회계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로 선정

2018 삼일행복나눔 설립, 삼일회계법인 본사 이전

2020 윤훈수 대표이사 CEO 취임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매출액 6,131 5,597 5,040

당기순이익 89 60 63

총자산 2,434 2,122 2,006

총부채 1,520 1,295 1,199

자기자본 914 827 807

자기자본비율 38% 39% 40%

유동비율 155% 15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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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的沿革和概要

Samil PwC是PwC International Limited的Member Firm，向跨国企业提供符合国际标准的解决方案。

公司名 Samil PwC会计法人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成立年度 1971年

代表人 尹勳洙

地址 首尔市龙山区汉江大路 100

员工数 由注册会计师及各领域专家 3,000多名组成

主要沿革 1971 事务所成立
1973 成为Coopers & Lybrand的成员社
1977 更名为三逸会计法人
1998 Coopers&Lybrand与Price Waterhouse合并, PricewaterhouseCoopers 诞生
2008 设立三逸未来财团
2014 被选为2018年平昌冬季奥运会会计咨询服务官方赞助商
2018 设立”三逸幸福分享”,公司总部搬迁
2020 尹勳洙 代表理事CEO就任

财务现状 单位: 亿韩元  分类 20182018年 20172017年 20162016年

销售额 6,131 5,597 5,040

本期净利润 89 60 63

总资产 2,434 2,122 2,006

总负债 1,520 1,295 1,199

所有者权益 914 827 807

资本充足率 38% 39% 40%

流动比率 155% 15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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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관 기관 수상 실적 및 내역

회계감사 상장사협의회 상장사협의회로부터 2006년 및 2009년 감사인 대상(법인부문) 수상2010, 2012년, 2014년 

감사인 대상(개인부문) 수상

M&A 자문 더벨 2019 Korea Capital Market The Bell League Table Award에서 Best M&A 매각 거래 

자문 (Best M&A Seller) 수상기관으로 선정

2017 League Table Award에서 회계자문 부문 (Best Accounting Advisor) 

수상기관으로 선정

머니투데이 제14회 대한민국 IB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회계자문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하는 제3회 ‘금융대상’에서 M&A재무자문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

사회적 

책임

보건복지부 2009년 9월,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 주간에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웃돕기유공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

고용노동부 2012년 1월,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에 선정 

삼일은 고객을 존중(Respected)하고 믿음과 신뢰를 지닌(Trusted) 전문가(Professional)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으로부터 삼일 만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및 고객들이 
인정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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领域 主办机构 获奖业绩及内容

会计审计 上市公司协
议会

在2006年至2009年，从上市公司协议会获审计人大奖（法人部门）奖；  
在2010、2012年和2014年获审计人大奖（个人部门）奖

M&A  咨询 The Bell 于2019 Korea Capital Market The Bell League Table Award荣获 Best M&A Seller 

奖项

在2017 League Table Award荣获Best Accounting Advisor奖项

Money Today 于第14届韩国IB大奖颁奖典礼荣获最优秀法律/会计咨询部门奖项

Yonhap 

 Infomax

于Yonhap Infomax主办之第三届 “金融大奖”中荣获 M&A财务咨询部门奖项

社会责任 保健福祉部 2009年 9月，在第10届社会福利之日及社会福利星期获得保健福祉家族部和韩国
社会福利协议会共同主办的‘帮助不幸邻居 保健福祉家族部长官奖’

韩国劳动部 2012年1月被选为创造就业机会Top 100优秀企业

Samil PwC努力成为尊重(Respected)客户、值得信赖(Trusted)的专家(Professional)公司，同时得到外部机构的
认可。

外部机构及客户认可的专业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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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의 China Network

삼일은 PwC International Limited의 Member Firm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

한 솔루션을 제시해왔습니다.

삼일은 중국현지 Business desk를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wC China로 파견된 삼일 소속 전문가들은 중국 각 지에

서 한국 비지니스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일 China Business Center는 중국 내 약 150여 개의 기업, 정부기관, 은행, 협회, PE/VC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Net-

work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시장분야별 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투자자들은 과학기술, 미디어, 통신,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소비재 등의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

으며, 삼일 China Business Center와 주기적으로 투자 및 Deal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Northern China
• 베이징 KBD (4명)

Central China
•상하이 KBD (4명) •쑤저우 KBD (1명)

Southern China
•광저우 KBD (1명)   •홍콩 KBD (1명)

따렌

샤먼

닝보

상하이
쑤저우

홍콩

선전선전

시안시안

베이징베이징

톈진톈진

칭다오칭다오

난징난징
우한우한

항저우항저우

마카오마카오

광저우광저우

충칭충칭

중국 네트워크 및 KBD(Korea Business Desk in PwC China) 운영

中银投资 南方东英 金浦投资 安邦保险

中技基金 国储创投 阿里投资 国投创新

京东金融 全通教育 阿卡邦 国新能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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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的China Network

Samil PwC是PwC International Limited的Member Firm，向跨国企业提供符合国际标准的解决方案。

Samil PwC在中国当地运营Business desk。派遣到普华永道(PwC China)的Samil PwC所属专家在中国各地执
行韩国相关业务。

Samil PwC China Business Center在中国国内约150家企业、政府机构、银行、协会、PE/VC 等拥有广泛的
Network，与中国市场各领域的专家共享信息。 

目前中国投资者关注在科学技术、媒体、通讯、半导体、娱乐、保健、消费品等产业，与Samil PwC China Busi-

ness Center有关投资及 Deal 相关信息方面进行定期交流。

在华业务网络及KBD (Korean Business Desk in PwC China) 的运营

Northern China
•北京KBD (4名) 

Central China
•上海KBD (4名)     •苏州KBD (1名)

Southern China
•广州KBD (1名)     •香港KBD (1名)

大连

厦门

宁波
上海

苏州

香港

深圳

西安

北京
天津

青岛

南京
武汉

杭州

澳门
广州

重庆重庆

中银投资 南方东英 金浦投资 安邦保险

中技基金 国储创投 阿里投资 国投创新

京东金融 全通教育 阿卡邦 国新能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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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은 기업의 각 Life cycle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Platform을 갖추고 있습니다.  

China Business 전문 One stop service platform을 구축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지분매각자문

• 기업분할/합병 재무제표 작성

• 청산/공장이전/분할 Project Manager 업무

• JV target 발굴

• Sell & Buy Side Deal Advisory

• 기업가치평가

• FDD(Financial Due Diligence)  
& TDD(Tax Due Diligence)

• 현지법인 안정화를 위한 PMI 
(Post Merger Integration) 업무

• 세무조사 지원 서비스

• 조세불복 서비스

• 한국, 홍콩 등 IPO 자문

• IPO 감사

• 기업가치증대 전략 수립

• 원가절감 Consulting

• 법정회계감사

• 본사 보고를 위한 Package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세무신고

• 기장대리

• 세무진단

• 자회사 내부감사

R
es

tru
cturing

진

 출

성
 숙

성 장

Deal
Business

(TS/FAS)
Assurance

Tax

China Business Tea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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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具有可以提供符合企业的Life cycle的最佳服务平台。 

China Business 通过构造 One stop service platform来满足客户的需求。

• 与出售企业持股相关的咨询

• 编制企业个别/合并财务报表

• 清算/工厂转移/分立 
Project Manager 业务

• 发掘JV target

• Sell & Buy Side Deal Advisory

• 企业价值评估

• FDD(Financial due diligence) & 
TDD(tax due diligence)

• 为企业合并后的稳定化而实行
PMI(PMI：Post Merger  
Integration) 业务

• 税务调查支援服务

• 纳税不服(申诉)相关咨询业务

• 韩国香港等 IPO 咨询

• IPO审计

• 树立提高价值的战略

• 成本节俭consulting

• 法定会计审计业务

• 为了向本社汇报的package 审计

• 树立内部会计管理制度

• 税务申报

• 代理记账

• 税务诊断

• 子公司内部审计

R
es

tru
cturing

成
  熟

成  长

进 入

Deal
Business

(TS/FAS)
Assuran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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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서비스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시 투자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N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M&A를 위해 Deal의 각 단계별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eal Business(TS/FAS)

• 인수·매각 자문

• 시장 및 산업 

분석

• 전략의 수립 및 

평가

• 합병 후 통합 

계획

• Value driver 
분석

• Project  
management

• Corporate 
governance 
design

• 회계실사

• 세무실사

•  운영실사

•  Investigation 

•  위험평가

•  투자자금회수 

방안

• 지원부서  

경비절감 및  

구조조정

• 조직관리

• 전략수정 및  

변경

• Portfolio 
monitoring

• 투자자금조달 

자문

• Financial 
structuring & 
modeling 

• 가치평가 자문

• 세무·규제검토 

및 자문

• 협상지원

• 거래종결 지원 

및 자문

• 투자 자문 및 

매각자문

• 매각실사 및  

사업부 분리  

매각 지원

• 투자유치 자문

• IPO자문 &  

투자유치

• 추가적인 인수

기회 탐색

기회탐색 안정화투자기회평가
투자이익  
극대화

대안 
선택·실행 Exit(회수)

기업 실사

가치 평가

Executive 

Summary

• 이익의 영속성 및 일관성 검토(Quality of earnings)

• B/S의 신뢰성 확인

Target 

analysis

• Target의 지분구조, 거래주체간 영업흐름 이해

• Target의 사업 및 영업포트폴리오, 영업활동 현황 파악

Historical 

results

• 최근 판매현황 및 주요 고객/주요 제품(서비스) 분석

• 매출회계 처리의 적절성과 과거매출 및 비용의 지속성

• EBITDA 파악, 이익의 질 분석(Quality of earnings)

Balance sheet 

analysis

• Quality of Net Asset 검토

• 주요 B/S 계정항목 및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검토

• 주요 유형자산의 실재성 및 권리관계 확인 - 부동산, 주요 설비

Taxation • 실사대상회사의 세무현황 파악(감면여부, 세무조사여부 등)

• 세무관련 우발부채 가능성 검토

가치평가방법론  

합의

• 기업가치 평가 방법에는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원가접근법(Cost Approach)이 있으며, 실제 평가 시, 해당 방법들을 보완 또는 병행하여  

적용함.

• 다만, 계속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의 경우 Income Approach와 Market Approach가 일반적임.

Simulation 지원 • 단기성장률, 장기성장률, 할인율,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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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服务

满足中国企业向韩国投资过程中所发生的所有需求。

为了成功执行M&A,对各阶段可发生的主要事项提供的服务如下：

• 收购·出售咨询

• 市场及产业分
析

• 战略的树立及
评价

• 合并后整合计
划

• Value driver 
分析

• Project man-
agement

• Corporate 
governance 
design

• 会计审计

• 税务调查

• 运营调查

• Investigation 

• 风险评价

• 投资资金收回
方案

• 支援部门经费
节俭及重组

• 组织管理

• 战略修订及变
更

• Portfolio 
monitoring

• 筹资咨询

• Financial 
structuring & 
modeling 

• 价值评估咨询

• 税务·规制审
核及咨询

• 支援协商

• 交易终止支援
及咨询

• 投资咨询及出
售咨询

• 出售尽调及事
业部门分割出
售支援业务

• 引资咨询

• IPO咨询 &  
引资

• 探索追加的收
购机会

探索机会 稳定化评价投资机会 投资利益的 
最大化

选择 
方案/执行 Exit(收回)

企业尽调

价值评估

Executive 

Summary

• 调查企业收入状况的质量和持续性

•  确认B/S的可信性

Target 

analysis

• 了解Target的股份结构、交易主体间的营业流程

• 了解Target的事业及营业portfolio、营业活动现状

Historical 

results

• 分析近期销售现状及主要客户/主要产品（服务）

• 确认处理销售会计的妥当性和过去销售及费用的持续性

• 了解EBITDA；分析Quality of earnings

Balance sheet 

analysis

• 审核Quality of Net Asset 

• 审核主要B/S科目及会计处理方法 

• 确认主要固定资产的实在性及权力关系 - 房地产、主要设备等

Taxation • 把握尽调对象公司的税务现状（减免事项、税务调查与否等）

• 检查税务相关或有负债的可能性

价值评价方法论 • 企业价值评估方法有收益法(Income Approach)、市场法(Market  Approach)和成本
法(Cost Approach)，实际执行评价时并行使用这三种方法

• 但是对继续存在的企业，一般适用收益法(Income Approach)和市场法(Market 
Approach)

支援Simulation • 支援充分考虑短期成长率、长期成长率、折扣率的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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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감사 및 자문서비스(Assurance)

Inbound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회계자문 및 부정적발 통제시스템 설계 등 해외법인 운영에 필요한 회계서비스를 체계

적으로 제공하여 본사 및 현지법인 경영진 모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기업가치 극대화에 일조합니다.

기업 신뢰성 제고 & 기업가치 창출

• 외부 회계 환경 변화 능동 대처

• 제기된 이슈 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 Communication Platform을 통해 논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수행

• 해외 본사와 자회사간의 협조 보고 체계 확립

• 절차에 따른 사전 조율, 모니터링, 사후 관리 수행

• 재무 담당 인력과 감사인 참여, 재ㆍ개정 기준, 주요 결산이슈 논의, 주요 공지사항 등 협의

• 회사별 전담 지원 전문 조직 운용

• 회사 및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핵심인력을 감사팀에 배치

• 상시 점검 활성화 → 정기적인 점검(사전, 사후, 최종) 강화

• Hot Line 구축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Communication Platform

강력한 지원 체계

상시 대응 핵심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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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会计审计及咨询服务(Assurance)

通过向Inbound投资企业的提供会计审计、会计咨询及内部控制系统设计等运营海外法人时所需的会计服务，
给母-子公司经营层赋予可靠性并且贡献于企业价值的最大化。

提高企业的可信性 & 创出企业价值

• 主动应付外部会计环境的变化

• 对所提事项迅速地对应

迅速对应问题

• 与财务负责人协商审计人参与事项、再ㆍ改正标准、结算时发生的问题和主要公示事项等

• 为每个客户运营专管组织

强有力的支援体系

• 通过Communication Platform有计划地管理讨论事项并沟通

• 确立海外本社和子公司间协调的汇报体系

• 根据相应步骤提前协调意见、执行监管及事后管理

Communication Platform

• 在审计部门安排对公司及相关产业有深度了解的核心人力

• 随时执行检验 → 强化定期检验（事前、事后、最终）体系

• 构建Hot Line

运营可以随时对应问题的骨干人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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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und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설립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세무자문(Tax)

• 한국 진출에 유리한 사업모델 선정, 입지선정, 최적투자구조 분석

• 한국 내 법인설립 절차 파악(진출 산업에 특정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 법인 설립 신고(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 세무서, 등기소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지원 및 대행

• 일반 세무자문(정액 자문업무)

• 국세청 예규 질의 및 사전답변 지원

• 이전가격업무(TP Planning, TP study, APA 관련 업무 등)

•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업무

•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업무

• 투자자 성격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 분석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신청 지원

• FIZ 지정 신청 지원

• 급여관련 서비스(급여대장 등 작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연말 정산 업무 등)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

•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

• 관세 및 외환컨설팅

투자검토/법인설립

세무자문

외국인 투자기업 지정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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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Inbound投资企业提供设立法人及投资过程中可发生的各种税务服务。

3. 税务咨询(Tax)

• 分析进军韩国市场时有利的事业模式、位置选择模式、最佳的投资结构等

• 了解在韩国设立法人的程序（对产业特定的各种认可和许可事项等）

• 支援准备或代办法人设立申报（外汇银行、企划财政部、税务署、登记处等）时所需的资料

• 一般税务咨询（定额咨询业务）

• 支援对国税厅例规的答疑

• 转让价格业务(TP Planning, TP study, APA相关业务等)

• 税务诊断及税务调查对应业务

• 纳税不服(申诉)相关咨询及更正请求业务

• 根据符合投资者性质的外国人投资促进法，分析税收援助制度

• 支援对外国人投资减免的申请

• 支援FIZ 指定申请

• 工资相关服务（编制工资台账、申报及缴纳代扣税、年末结算业务等)

• 代理申报增值税

• 法人税税务调整业务

• 关税及外汇咨询

投资审核/法人设立

税务咨询

外国人投资企业的指定

其他业务



China Business Team,  
One stop service platform

삼일은 타 회계법인보다 월등한 30명의 중국 서비스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중국계 감사클라이언트 및 중국관련 Deal, Advisory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성욱 Partner

+82 (2) 709 8184 
sung-wook.fs1.cho@pwc.com

이동열 Partner

+82 (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전종성 Partner

+82 (2) 3781 3185 
jong-sung.jun@pwc.com

Yanhua Piao Manager

+82 (2) 709 7931 
yanhua.piao@pwc.com

Muye Yao Sr.Manager

+82 (2) 3781 9926 
muye.yao@pwc.com

Tax

이상웅 Partner

+82 (2) 709 8850 
sang-woong.lee@pwc.com

강대호 Director

+82 (2) 709 8737 
dae-ho.x.kang@pwc.com

정우석 Manager

+82 (2) 709 8846 
wooseok.jung@pwc.com

이회림 Partner

+82 (2) 709 0786 
bill.lee@pwc.com

Fan Yang Sr.Manager

+82 (2) 709 8068 
fan.yang@pwc.com

Yantai Zheng Sr.Associate

+82 (2) 3781 1758 
yantai.zheng@pwc.com

조한준 Partner

+82 (2) 709 8960 
han-jun.cho@pwc.com

최성호 Manager

+82 (2) 709 6463 
seong-ho.choi@pwc.com

Zhiqi Li Sr.Associate

+82 (2) 709 8342 
zhiqi.l.li@pwc.com

Deals

Assurance

전용욱 Partner

+82 (2) 709 7982 
yong-wook.jun@pwc.com

김주신 Director

+82 (2) 709 8739 
joo-shin.kim@pwc.com

김재동 Director

+82 (2) 3781 3467 
jae-dong.kim@pwc.com



与其他会计法人相比, Samil PwC拥有30名优秀的中国服务专家，持有最多的中国客
户及中国相关Deal, Advisory 业务经验。

主要参与者如下： 

李相雄 Partner

+82 (2) 709 8850 
sang-woong.lee@pwc.com

姜大熩 Director

+82 (2) 709 8737 
dae-ho.x.kang@pwc.com

郑友硕 Manager

+82 (2) 709 8846 
wooseok.jung@pwc.com

李桧林 Partner

+82 (2) 709 0786 
bill.lee@pwc.com

杨帆 Sr.Manager

+82 (2) 709 8068 
fan.yang@pwc.com

郑彦太 Sr.Associate

+82 (2) 3781 1758 
yantai.zheng@pwc.com

赵汉俊 Partner

+82 (2) 709 8960 
han-jun.cho@pwc.com

崔诚浩 Manager

+82 (2) 709 6463 
seong-ho.choi@pwc.com

李志琦 Sr.Associate

+82 (2) 709 8342 
zhiqi.l.li@pwc.com

Deals

田容旭 Partner

+82 (2) 709 7982 
yong-wook.jun@pwc.com

金珠新 Director

+82 (2) 709 8739 
joo-shin.kim@pwc.com

金在东 Director

+82 (2) 3781 3467 
jae-dong.kim@pwc.com

Assurance

曹盛旭 Partner

+82 (2) 709 8184 
sung-wook.fs1.cho@pwc.com

李东烈 Partner

+82 (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全钟声 Partner

+82 (2) 3781 3185 
jong-sung.jun@pwc.com

朴燕华 Manager

+82 (2) 709 7931 
yanhua.piao@pwc.com

姚霂也 Sr.Manager

+82 (2) 3781 9926 
muye.yao@pwc.com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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