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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X Audit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솔루션

한서회계법인
트리아 : www.triagroup.co.kr

| 한서회계법인 : www.hanseo.co.kr

No Time to late
Get started now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대비,
외감법 및 감사기준서1100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그 동안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컨설팅을 받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감법상

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SOX Audit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국내 최고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들이 개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솔루션입니다.

주요 사용자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에 대한 확신의 수준은?

“내부감사”

감사기준서
1100에 따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부문

KSOX Audit은 외부감사법 제8조 5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부감사
KSOX Audit은 외부감사법 제8조 4항에 따라 감사
(위원회)가 올바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사회

범위선정
전사수준통제
업무수준통제
설계 및 운영 평가
MRC, IPE, SOC, ITGC 등

현재까지
회사의
준비상태

KSOX Audit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 2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감독의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자
KSOX Audit은 경영자가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하여, 어떻게
외부감사를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가이드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대비,
가장 좋은 방법은 KSOX Audit 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평판 뿐만 아니라 임원/감사의 처벌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KSOX Audit은 금융감독원 감리에 앞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에 대한 Pre-Audit 방식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중 방어모형

체계적인 감사대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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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고도화

경영진

감사규정 및 절차에 따른 설계/운영 평가

내부감사

체계적
감사대응

Pre-audit 방식의 체계적 외부감사 준비

3차
방어

외부감사인

체계적
감리대응

감사기준서 1100에 부합하는 감리 준비

금융감독원 감리시
위험 최소화

KSOX Audit은 가장 고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입니다.
감사기준서 1100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감사를 준비하십시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기준서1100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8년간, 내부감사는 5년간

감사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KSOX Audit은 감사기준서 1100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방법론을
정의하고, 이를 엑셀과 같은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였습니다.

체계적 감사

결제와 승인

아카이빙 및 보관

감사기준서 1100에 따른
과학적 감사기법 제공

모든 감사조서는 검토 후
승인되도록 한눈에 관리

감사결과를 아카이빙하여
5년~8년간 보관

강력한 보안
감사내용은 최고의
보안 방식으로 보호

재무감사 확대
재무제표 감사조서를
추가하여 통합감사 가능

자유로운 파일첨부
엑셀, PDF 등 파일첨부가
자유롭고 빈 조서 생성 가능

편리한 UI
엑셀과 동일한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등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문성,
KSOX Audit이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KSOX Audit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한 시스템과 감사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강의, 온라인 포럼,

다양한 자료 제공 그리고 Help Desk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고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솔루션입니다.
KSOX Audit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문가들을 고객사내에 양성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서비스
다양한 감사 관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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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데이터 보안

감사인력 지원

Help Desk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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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감사인력 또는 내부회계 운영인력
지원 (비용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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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아의 전문 솔루션,
회계와 리스크 기반의 경영환경을 제공합니다.
트리아는 회계 및 리스크 분야의 전문 솔루션 업체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IFRS, 관리회계, ALM, 유동성리스크관리, 손익예측 등

다양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리아의 솔루션들은 기업의 위험이 어디에 존재하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위험기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SOX Audit
Accounting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외부감사 솔루션

Amain for ALM
Risk

Amain for IFRS
Accounting

IFRS 솔루션
: IFRS Cashflow / 대손충당금

Amain for EBP
Risk

Amain for EPM
Accounting

관리회계 솔루션
:자금원가 / 업무원가 산정

©Amain은TRIA의등록상표입니다

ALM 솔루션
: 금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손익예측솔루션
: 은행/여전사를 위한 손익예측

Amian for LRM
Risk

유동성 리스크 솔루션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About Us
한서회계법인
트리아는 고객과함께 성장하는 금융솔루션 전문기업을
목표로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객이 성공할 수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션하에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16년간 끊임없는 노력과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솔루션 Amain (IFRS, 관리 회계, ALM)을 개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 , 비영리법인 회계/세무 등의
다양한 연구서적을 발간하여 작지만 강한 회계법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모델을 AI 영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및
컨설팅 영역으로발전시켜 더 나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리아 주요 연혁
► 2021년 KSOX Audit 솔루션 출시
► 2021년 금융 AI 솔루션 파트너쉽 체결
► 2020년 KSOX Audit 솔루션 파트너쉽 체결
► 2017년 Amain – 유동성관리 솔루션 출시
► 2016년 트리아 미국법인 설립
► 2016년 Amain – 손익예측 솔루션 출시
► 2014년 Amain – ALM 솔루션 출시
► 2012년 Amain – 관리회계 솔루션 출시
► 2008년 Amain – IFRS 솔루션 출시
► 2006년 금융솔루션 및 컨설팅 분야로 사업영역 변경
► 2004년 트리아 법인 설립

KSOX Audit 담당 파트너 경력

► 2002년 KICPA에 합격하여 KPMG삼정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에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한서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8년에는 U.S. SOX 전문 컨설팅회사인 Protiviti에
근무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유일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적(중급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김형남/김덕래 공저,
삼일인포마인)을 집필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 하나금융그룹 회계자문, 한국외환은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신한금융그룹 , 동양석판, 오비맥주, 금호전기,
메리츠화재, 증권사 등 다양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서회계법인

트리아
[0728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9길 10, 문래 SK V1 센터 1819호
TEL : + 82.70.8200.1353
Website : www.triagroup.co.kr
한서회계법인
[0616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32, 나라키움빌딩 6층
TEL: + 82.2.538.2878
Website : www.hanse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