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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  삼일PwC Advisory 글로벌서플라이서비스   GS서비스홀딩스 

   삼일인포마인   삼일경영연구원      삼일FAS  삼일BIA투자자문 

   삼일아카데미  삼일리얼티서비스    삼일미래재단       GS서비스 

Why?  



삼일의 연혁과 개요 

삼일은 

 세계 최대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네트워크인  

Pricewater
houseCoop
ers(PwC)의  

Member Firm입니다. 

 고객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치와 위험을 공유하는 올바른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일은 PwC International Limited의 Member Firm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왔습니다. 

회  사 명 
(유)삼일회계법인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설립연도 1971년 
대      표  안경태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LS용산타워 

보유인력 공인회계사 및 각 분야 전문가 총 4,000여 명 

주요연혁 

1971   라이부란 회계법인 설립 

1973    Coopers&Lybrand의 Member Firm 

가입 

1977    삼일회계법인으로  명칭 변경 

1998    Coopers&Lybrand와 

PriceWaterhouse합병     

           PricewaterhouseCoopers 탄생 이후        

Member firm  등록 (세계 1위 컨설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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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의 전문가 현황  
삼일은 3,4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기준) 

한국공인회계사 2,718 

미국공인회계사 514 
기타 국가 공인회계사 19 

한국변호사 17 

외국변호사 7 

보험계리사 4 

CFA 및 금융자산관리사 65 

CISA 43 

 3,387 
(*)전문직 인원 기준 

(2012년 12월말 기준) 

 1,792  

 402  

 548  

 662  

3,404명 Assurance 

Consulting 

Deal 

Tax 

전문가 수 전문 자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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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의 재무 현황  

최근 3개년 재무현황 국내 Big 4 매출액 비교 

(단위: 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4,289  4,651 4,588 
당기순이익 83  98  85 

총자산 1,305  1,560  1,371 

총부채 762 893 659 

자기자본 543 667 713 

자기자본비율 42% 43% 52% 

유동비율 153% 155% 180% 

삼일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하에 고객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6 



7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은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세무 관련 대외 정보 서비스와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삼일인포마인 회사연혁 

삼일총서를 필두로 PC통신, CD총서, Web,  E-Book, 모바일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척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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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   (유치원, 어린이집) 

부동산정책 (취등록,양도상속) 

고용 정책  (고용보험/부가세환급) 

은행 금리 (법인세,외환,유가,소득)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  결국 세금문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재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대부분 챙겨!...? 



국세청, 수천억 탈루 알고도 묵인~~ ?? 



조세불복 환급액 8,000억~~!  

세법 알면 되돌려 받고 모르면…?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감면액  

8조5000억원
~~! 



Samil PwC 

Contents of  Samili.com 

16 



Samil PwC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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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 
D 

F 

A 
삼일회계법인 3,400명의 전문가 구독! 

조세 회계 분야 

국내 최고 최대의 

자료 보유!   



Samil PwC 

Main (Conten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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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분야 특화 DB!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 

세무, 회계, 법률, 기업실무  

(경제,금융, 환율 등 총망라)  



Samil PwC 

Tax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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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재무/회계/법무/세무팀! 

삼일회계법인 필독DB! 



Samil PwC 

Accounting (K-IFRS)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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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기업회계기준 

삼일회계법인 회계 전문가 집필! 



Samil PwC 

Law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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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법령 중 세무관련법령! 

상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 특화 



Samil PwC 

기업실무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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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중소기업 특화정보! 

학교내 재무부서 에서도 많은 이용! 



Samil PwC 

Weekly Issue! (위클리이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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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업데이트! 

전담 공인회계사 매일 집필! 



Samil PwC 

세무시사Focus C 삼일회계법인 전문가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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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내부 전담 회계사가  

집필하는 매주 새로운 전문정보! 



Samil PwC 

조문리모콘/세법해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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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편리한 기능탑재! 

조세법령 해설자료 탑재 



E-book Weekly Joun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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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일총서! 

인쇄물로도 e북으로도 편리하게  



Samil PwC 

삼일 E-Book (속보삼일총서)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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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인쇄물! 

E북 기능을 탑재하여 편리하게 



Samil PwC 

삼일 E-Boo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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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간 단행본 50~100종! 



Samil PwC 

조세법령 3단비교보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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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보관함, 구법 

국내 최초 3단비교 보기 기능 완벽 구현! 



Samil PwC 

삼일회계법인 전문가 상담 (전화, e메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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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의 삼일회계법인 

전담 전문가 직통전화 상담 ! 

 E메일 상담로도 익일 답신! 



Samil Pw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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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통합검색 시스템(트리형 검색) 

세계 최고 수준의 검색시스템!!! 

 트리형 구조로  이용편리! 



Samil PwC 

One-Stop 통합검색 시스템(트리형-결과내재검색)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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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 트리형 검색(전문가용)! 

결과내 검색 기능 구현! 



Samil PwC 

One-Stop 통합검색 시스템(열거형 검색)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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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형 검색 서비스도 기본 탑재 
(비전문가용)!  



Samil PwC 

Mobile 삼일아이닷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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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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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들께 개별ID로 
추가지원! 



Samil PwC 

Main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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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Clients 

기업체/전문가   국가기관/관공서 로스쿨/경영대/재무부서 

Big 4 회계법인  
    (삼일, 안*, 삼*, 한*) 

김앤장, 태평양 등 대다수 

   법무법인 세무 전문가 

 1만 세무법인, 회계사무소 

대다수 은행/보험/증권회사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현대/대우/삼성증권 등) 

300대 대기업 및 계열사 
    (삼성, 현대, LG, SK, CJ) 

3천여 중견기업 및 계열사 

    (대한전선, 코오롱, KCC..) 

2만여 중소기업 
    (우미건설,고려아연… 등) 

벤처업체 (네이버,다음 등) 

 

국세청 및  지방청 
 
     전국 150 여 세무서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감사원, 조세심판원 
 

회계기준원, 조세연구원 
 
관세청 인트라넷 서비스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덕성여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한양대 

  호서대, 홍익대 등 

 

 

 

 

 

(국내 대부분 대학 재무부서 
  삼일 Web ID 서비스 이용!) 

36 

 대한민국  전체에 서비스 ! 



Samil PwC 

Why?   LawFirm 

  국세청/금감원 출신 영입? 



Samil PwC 

특화되지 못한 로스쿨의 현주소! 



Samil PwC 

특별한 자격증 
없으면 대형로펌 
취업 가능? 



Samil PwC 

로폄 취업이 예약된 학생은 회계사 자격을 

가진 금감원 출신 …. 



Samil PwC 

전문가 도 17% 가 
휴업상태 



Samil PwC 

중소기업도 
회계감사는 필수! 



Samil PwC 

 Expecting effect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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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l PwC 

Expecting effect of Service 1 

기회비용 

정확성 

신뢰성 

공공기관의 필수자료 

대기업 및 중소기업 

Big4회계법인 등 이용 

         Tax Potal 

      기재부, 행안부, 법제처, 

     회계기준원, 중소기업청,  

     관세청, 대법원 등 

      3,400 명의 내부 검증단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CFA) 
      국세청 인트라넷 서비스  
 

40년 역사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최고 DB! 

SAC 3,400명의 내부 검증단! 



Samil PwC 

Expecting effect of Service 2 

3개 부처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Web DB! 
 

재무부서 

법학대학 
(로스쿨) 

경영대학 

회계, 세법 담당 교수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관련 학부생 

재무팀, 회계팀, 세무팀 

경영기획 본부 등  

로스쿨 세법담당 교수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관련 학부생 

대학내  3개 부서에서 이용 가능!!! 



Samil PwC 

Expecting effect of Service 3 

대학 재단 

교수∙학생 

도서관 
관리자 

서비스 신뢰성 ∙ 
안정성 기회비용 
IT지원 인프라 

 연구논문 ∙ 강의교재       
 취업대비 ∙ 학회지원 

Risk Management 

쟁점 Clearing 

Cost Reduction 

위험요소 사전통제 가능업체를 통한 Risk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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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내부 집필진이 책임지는~ 



Thank you 

삼일회계법인 Web DB 는  

【신뢰과 믿음】입니다. 

                        

담당 : 마케팅  최원석 팀장  T. 02-3489-3116 M.010-2419-3046 guide@samili.com 

mailto:guide@samil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