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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국내본사 : 2004년 02월 01일
미국법인 : 2016년 12월 01일

해당부문종사기간

2006년 01월 ~ 현재 (약 16년)

AI(인공지능)
AI 기반의 금융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솔루션 개발중)
- Early Warning System
- Fraud Detection System

트리아는 금융 솔루션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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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IA 소개

회사 개요

트리아는 컨설팅과 솔루션 분야의 사업 영역을 리스크, 회계 및 AI 영역으로
확대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Amain)
K-SOX 감사 솔루션 출시

트리아 법인 설립(2004)

Amain)
IFRS 솔루션 출시

Amain)
손익예측 솔루션 출시

금융 솔루션 전문업체로
사업영역 변경(2006)

Amain)
관리회계 솔루션 출시

트리아 미국법인 설립(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솔루션 파트너쉽 체결

금융 AI (인공지능)
솔루션 파트너쉽 체결

파트너 : 한서회계법인

파트너 : Ellexi

Amain)
ALM/LRM 솔루션 출시

2004

2008

2016

2020

2021

주요 실적

OFSA
(오라클)

트리아는 오라클 금융 사업팀을 주축으로 2006년부터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솔루션 Amain (IFRS, 관리회계, ALM, LRM, K-SOX)을 개발하였고,
국내 및 아시아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산업은행

Singapore UOB
Thai Kasikorn Bank

한진해운

Thai Thanachart Bank

2006~2010
1996~2005
Amain
(트리아)

Amain 제품 개발

2006~2010
1996~2005
In-House
/ Consulting

2011~2014
2006~2010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동부화재

2011~2014
2006~2010

2015~2017
2011~2015
푸본현대생명
DB 손해보험
한국 증권금융

2015~2017
2011~2015
한국 산업은행
서울 보증보험
한국 증권금융

2018~2019
2016~2020
K 뱅크
서울 보증보험
CHUBB 손해보험

2018~2019
2016~2020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2021~ 2020~
SK증권
한국투자증권

2020~
삼성생명
동양생명
한국 수출입은행

회사 조직
4

TRIA-America

3
System Maintenance

4

27명

Sales & Consulting

4

Product R&D

12
Project Delivery

분야별 인력 현황
Sales & Consulting

4

Product R&D

4

Project Delivery

12

System Maintenance

3

TRIA-America

4

합계

27

금융 기관을 위한 리스크 관리, 회계 관리, AI 관련 솔루션을 중심으로
컨설팅,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사업 분야
주요 사업 분야

금융회사의 IFRS, 관리회계, 내부회계에 필요한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회계
관리

- [IFRS] 수익 인식, 공정가치공시, 유동성공시, 대손충당금 측정 및 관리 등
- [관리회계] 자금원가 산출, 업무원가 / 사업비 배분 및 관리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한서회계법인과 공동으로 K-SOX Audit 감사 솔루션 개발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 [시장리스크] 가치 평가 모형 및 민감도 점검, FRTB-SA 측정 및 관리 등
- [신용리스크] Basel ||| 리스크(유동화, SA-CCR 등), 개시 증거금 측정 및 관리 등
- [ALM리스크] 금리 / 유동성 리스크, LCR/NSFR 및 IRRBB 측정 및 관리 등

AI
(인공지능)

AI 기반의 금융 Early Warning System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 인공지능 전문업체 Ellexi와 공동으로 Faith(Financial AI looking for someThing) 개발중
- 금융 EWS(Early Warning System), 금융 FDS(Fraud Detection System)

사업 분야 - 회계 관리 솔루션

Amain for IFRS
Module : Cash Flow Analyzer
주요 기능 : EIR 상각, 공정가치공시, 유동성공시
Module : Provision
주요 기능 : 충당금, RC산출

01

02

Amain for
IFRS (국제회계)

Amain for EPM
Module : Fund Transfer Pricing
주요 기능 : 관리회계-자금원가 산출
Module : Operating Expense
주요 기능 : 관리회계-업무원가 배부, IFRS17-사업비 배부

Amain for K-SOX

Amain for
K-SOX (내부회계)

Module : K-SOX Audit
주요 기능 :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03

04

Amain for
EPM (관리회계)

Amain for
EBP (손익예측)

Amain for EBP
Module : Enterprise Business Planning
주요 기능 : 은행 및 여전사를 위한 손익예측

사업 분야 - 리스크 관리, 인공지능 솔루션

Amain for ALM
Module : Asset & Liability Management
주요 기능 :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관리

01

02

Amain for
ALM

Amain for
LRM (유동성관리)

Amain for FAITH
Module : Financial AI looking for SomeTHing
주요 기능 : 금융 EWS(Early Warning System)
금융 FDS(Fraud Detection System)

03
Amain for
FAITH (인공지능)

Amain for LRM
Module : Liquidity Risk Management
주요 기능 : 증권사 등 금융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솔루션 소개 - IFRS CF/충당금 솔루션
Amain for IFRS
Amain for IFRS는 금융기관의 IFRS 도입을 위하여 개발된 솔루션으로서,
금융상품의 Valuation과 관련된 수익 인식, 대손충당금, 공장가치 및
유동성 공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IFRS의 요건들과
기존의 금융 Know-how를 최신의 IT Frame안에 녹여 통합하였으며, 특히
회계법인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품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Cash Flow Analyzer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수익 인식
 금융상품 공정가치 산출
 금융상품 유동성 현금흐름 산출

Cash Flow
공정가치

 예상손실(Expected Loss)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Stage 분류 및 Stage별 대손충당금 산출
 DCF 방식을 적용한 개별평가 방식의
대손충당금 산출

Stage별 평가

충당금 기능

EIR

LOC/F Schedule

RC 산출

손상 인식

공정가치

유동성 CF

Stage 분류

Stage별 충당금 산출

Discount Spread

계약/기대 CF

개별평가 충당금 산출

충당금 변동정보

EIR 상각
유동성 공시

Loan Loss Provision
손상 인식

수익인식 기능

기본 Setup

Data 검증

기준코드

Time Band

잔액대사

CF 컬럼

Tree 설정

조기상환 설정

EIR 검증

공정가치 검증

Spread 산출방법

공정가치 산출방법

충당금 검증

유동성 검증

Stage 분류
개별 평가

솔루션 소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솔루션
Amain for K-SOX
KSOX Audit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금감원 감리와
외부 감사에 대한 Pre-Audit 방식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들이 개발한 감사 솔루션입니다.
KSOX Audit은 감사기준서 1100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방법론을 정의하고, 이를 엑셀과 같은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3중 방어모형

체계적인 감사대비가 없는 경우

다양한 감사 관리기능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경영진 설계/운영 평가

내부감사의 비체계적 대응
및 무대응
감사이슈
발생

감리이슈
발생

외부감사인의 감사시
회사의 대응부족

금융감독원 감리시
이슈발생 가능성 증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시스템
고도화

경영진
감사규정 및 절차에 따른 설계/운영 평가

내부감사

체계적
감사대응

Pre-audit 방식의 체계적 외부감사 준비

외부감사인
감사기준서 1100에 부합하는 감리 준비

금융감독원 감리시
위험 최소화

• 감사조서 결제, 진행현황 모니터링
• 감사결과 입출고, 조서별 리뷰노트 등
다양한 관리기능 제공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
• 정기적인 강의 진행
• 7시간 분량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공

재무감사 통합가능
• 재무제표 감사팩(한공회)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감사 및 통합감사 가능

ICFR 온라인 포럼
• 내부회계관리제도 질문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시스템 내 온라인 포럼 운영

통계적 감사기법 지원
• 무작위추출, 표본추출(MUS) 및 속성
표본감사, 금액비례 확률표본 등의
감사기법 제공

다국어 지원
• 해외자회사 및 해외 Component
audit을 위한 다국어 지원 (준비중)

체계적
감리대응

강력한 데이터 보안
• 모든 감사관련 데이터에 암호화 적용
• 위.변조 방지를 통한 데이터 보안 확보

감사인력 지원
• 내부감사인력 또는 내부회계 운영인력
지원 (비용 별도 협의)

Help Desk 운영
• 시스템 사용법, 장애 등에 신속한 대응
• 감사기준서, 요건, 운영 등에 대한 문의

솔루션 소개 - 관리회계 솔루션
Amain for EPM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Amain for EPM은 다양한 관리회계 솔루션을 이용하여 20회 이상의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리회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Amain for EPM은
자금원가 산출을 담당하는 FTP 모듈과
업무원가 배부를 담당하는 OPEX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TP (Fund Transfer Pricing)

Income Statement
Interest
Income
& Expense

FTP Charge, Credit

-

Net Interest
Margin

Operation Cost

-

Contribution
Margin

OPEX (Operating Expense)

다양한 유형의 Cashflow 산출

다양현 유형의 업무원가 배부/계산

계좌별 FTP Component 산출

다양한 유형의 업무원가 집계

계좌별 FTP 내부이자 산출

배부 Rule 설정/확인/수정 기능

계좌별 FTP Component 검증

Pivot 등 다양한 배부 결과 검증

솔루션 소개 - 손익예측 솔루션
Amain for EBP (Enterprise Business Planning)
Amain for EBP는 금융기관의 미래 손익과 잔액 등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된 솔루션으로서, 기존 계약들의 미래 손익뿐만 아니라,
신규분에 대한 미래 손익들도 사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익예측 시스템은 사내의 관리회계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다 의미있는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이자(대고객)

미래이자(FTP)

미래 비이자손익
(업무원가, 수수료)

- 예상 이자의 CF 생성
- 대고객이자율, 상환방식 고려

- 예상 FTP 이자의 CF 생성
- FTP 이자율, 상환방식 고려

- 예상 비이자 손익의 CF 생성
- 단가, 산식, 상수 방식 적용

대고객 수입이자/지급이자…

Base FTP, LP, 전사스프레드...

직접비, 간접비, 비용, 수익...

미래 신용원가 &
조기 상환 수수료
- 예상 신용원가의 CF생성
- 예상 EL, 수수료율 고려

신용원가, 조기상환수수료…

솔루션 소개 - ALM / LRM(유동성리스크) 솔루션
Amain for ALM (Asset & Liability) / LRM ( Liquidity Risk)
Amain for ALM/LRM은 금융기관 자산/부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솔루션으로서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고 미래 신규분과
시나리오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 단위뿐만 아니라 각 계약 단위로 현금흐름을 생성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정보를 분석/예측하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Gap Review Screen
Risk 유형

금리 Risk

유동성 Risk

1

Interest Rate Gap

Liquidity Gap

2

NII Simulation

Liquidity Stress Test

3

Duration/Market Value, Duration gap

Contractual / Expected Cashflow

4

NPV Simulation

NII Simulation

Interest Rate Risk

Cashflow Review Screen

Liquidity Risk

솔루션 소개 - Amain 솔루션 장점
편의성

투명성
Black Box가 아닌 투명한 패키지

편리한 감사대응 및 유지보수

1. 패키지 설정 내역 확인 가능
2. 엑셀과 연동하여 산출로직 검증
- IFRS : EIR, 공정가치
- OPEX : 배부결과, 피벗기능 등
- FTP : FTP, Fund Charge/Credit

정확성
정확하고 강력한 Function 탑재
1. 정확한 Cashflow 산출 엔진
2. 다양한 Allocation 수행 엔진
3. 사용자가 상환패턴 정의 가능
4. In-House 개발을 최소화

Amain
Solution

1. Setup Document 자동생성
2. 감사인 요청자료 자동생성
3. 엑셀과 연동하여 설정을 변경
4. 시스템 설계를 위한 템플릿 제공

고객별 맞춤
Customize 가능한 패키지
1. 표준 Menu 외에 Customize Menu 추가 가능
2. 고객사의 고유한 상환방식을 엔진에 반영 가능
3.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쿼리를 솔루션에 등록 가능

2. 구축사례 소개

References - IFRS 분야
고객사명

구축기간

제품

IFRS17 - 부채결산

2021/04~2021/12

In-House

Chubb 손해보험

IFRS17 - 사업비배부

2019/03~2019/12

Amain(트리아)

서울 보증 보험

IFRS17 - 사업비배부

2018/07~2019/12

Amain(트리아)

IFRS9 - *수익인식/충당금

2016/12~2017/06

Amain(트리아)

IFRS9 - 수익인식

2015/09~2016/04

Amain(트리아)

IAS39 - 수익인식/충당금

2013/03~2013/08

Amain(트리아)

IAS39 - 수익인식

2011/03~2011/11

Amain(트리아)

하나SK카드

IAS39 - 수익인식/충당금

2010/02~2010/12

Amain(트리아)

DB손해보험

IAS39 - 수익인식/충당금

2009/10~2010/06

Amain(트리아)

현대카드

IAS39 - 수익인식

2009/06~2010/03

Amain(트리아)

현대캐피탈

IAS39 - 수익인식

2009/06~2010/03

Amain(트리아)

삼성생명

현대라이프
우리카드
현대라이프
한국증권금융

프로젝트명

*수익인식 : EIR 산출, LOCF 상각, 공정가치 공시, 유동성 공시를 의미

References - 관리회계 분야
고객사명

프로젝트명

구축기간

제품

Chubb 손해보험

IFRS17 원가배부 시스템 구축

2019/03~2019/12

Amain(트리아)

서울 보증 보험

IFRS17 원가배부 시스템 구축

2018/07~2019/12

Amain(트리아)

관리회계 IFRS9 반영

2017/06~2018/05

OFSA 4.5

관리회계 전속관리비 구축

2016/08~2017/01

In-House

관리회계 시스템 구축

2016/07~2017/02

In-House

부산은행

관리회계 시스템 재구축

2015/08~2016/07

Amain(트리아)

대신증권

관리회계 시스템 구축

2011/03~2012/02

Amain(트리아)

한국산업은행

관리회계 시스템 구축

2011/09~2012/02

OFSA 4.5

서울보증보험

관리회계 시스템 구축

2010/10~2011/06

OFSA 4.5

현대카드

관리회계 시스템 구축

2009/06~2010/03

OFSA 4.5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

References – ALM, 유동성리스크 분야
고객사명

프로젝트명

구축기간

제품

한국투자증권

유동성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0/02~2020/12

Amain(트리아)

SK증권

유동성리스크 시스템 구축

2019/11~2020/05

Amain(트리아)

ALM 시스템 Upgrade

2018/01~2018/05

OFSAA

ALM 시스템 구축

2016/04~2017/02

Amain(트리아)

ALM 시스템 Upgrade

2016/04~2016/08

OFSA 4.5

ALM 시스템 손익예측 고도화

2015/08~2015/10

OFSA
Booster(트리아)

현대카드 / 캐피탈

ALM 시스템 구축

2015/04~2015/06

OFSA 4.5

한국산업은행

ALM 시스템 구축

2013/08~2014/05

Fermat

기업은행

ALM 시스템 구축

2009/04~2009/06

OFSA
Booster(트리아)

현대카드 / 캐피탈
K 뱅크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References -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분야
고객사명

구축기간

제품

신용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0/02~2020/12

In-House

우리은행

바젤||| 시장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0/03~2021/02

FRTB 솔루션(F1)

신한은행

바젤||| 통합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0/01~2021/03

FRTB 솔루션(FIS)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명

References - 해외 분야
고객사명

국가

업무분야

역할

United Overseas Bank

싱가포르

관리회계

OFSA 컨설팅/설계

Overseas Union Bank

싱가포르

관리회계

OFSA 컨설팅/설계

Kasikorn Bank - 1ST

태국

관리회계

OFSA 컨설팅/설계

Kasikorn Bank - 2nd

태국

ALM

OFSA 컨설팅/설계

Thanachart Bank

태국

관리회계

업무 컨설팅

Government Saving Bank

태국

ALM

OFSA 컨설팅

References – 유지보수 분야 (2021년 기준)
유지보수 분야

고객사

IFRS

ALM
O

Liquidity

Market

Credit

Operation

O

O

O

ERMS

합계
5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한국증권금융

O

Fubon Hyundai Life Insurance

현대푸본생명

O

1

Hyundai Card/Capital/Commercial (3 Companies)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3개사)

O

3

Woori Card

우리카드

O

1

DB Insurance

DB손해보험

O

1

K Bank

Kbank

O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산림조합

O

Meritz Securities

메리츠증권

O

SK Securities

SK증권

O

Hi Investment & Securities

HI투자증권

O

Hyundai Motor Investment & Securities

현대차투자증권

O

4
1
1
1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

O

1

Kiwoom Securities

키움증권

O

O

O

3

SBI Savings Bank

SBI저축은행

O

O

O

3

Eugene Investment

유진투자증권

O

O

NongHyup Life Insurance

NH농협생명

O

1

Hanwha General Insurance

한화손해보험

O

1

Yuanta Securities

유안타증권

O

1

KTB Investment & Securities

KTB투자증권

O

NongHyup Bank

1
2

O
O

O

O

3

O

O

2

NH농협은행

O

1

Shinhan Investment

신한금융투자

O

1

CAPE Investment & Securities

케이프투자증권

O

1

Hana Financial Investment

하나금융투자

O

1

Korea Investment & Securites

한국투자증권

O

1

합계

26

7

3

2

7

10

9

3

41

Wrap Up

금융업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DATA에
대한 이해

-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정보계
업무를 경험한 업체

- 시스템이 요구하는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업체

- 한국, 싱가폴, 태국, 미국 등
국내 및 해외에서 다수의
정보계 업무를 수행한 업체

-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부재시
처리방안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DW를 포함한 계정계
시스템과 정보계 시스템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업체

High-Tech
기술의 보유

- Amain for IFRS, Amain for ALM,
Amain for EPM, Amain for K-SOX
등 자체 솔루션을 개발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다양한 시스템
구현 능력

-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구축이
가능한 업체
방식 1) 자체 솔루션 사용
방식 2) 외산 솔루션 사용
방식 3) In-House 개발

One-Stop
서비스

- 업무 컨설팅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
교육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감사합니다 !!
T R I A

miricanvas.com

S o l u t i o n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