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부문 및 담당업무
지원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자격요건]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관련 전공 또는 전산/통계/경영/MIS
전공(신입/경력직 모두 지원 가능)

Risk
Assurance
(신입/경력)

Financial
Services
(신입)

K-SOX
(신입)

• 회계감사 시 IT 감사 및 프로세스 통제 감사
• 내부회계 관리 제도 상 IT 일반 통제 및
프로세스 상 자동 통제에 대한 구축 및 평가
(연결 K-SOX 포함)

[우대사항]
• 통계학, 금융공학 및 전산학과 계열 전공자 우대
• USCPA 합격자 우대

• Process Innovation
• Data Analytics
• Fintech

•
•
•
•

연결 내부회계 관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
외부 서비스 조직에

[우대사항]
• CISA/CISSP 및 회계사/CIA/CFE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 영어 능통자 우대
• IT 운영/IT 감사, 내부통제, 데이터 분석 업무
경험자 우대(경력)

제도 구축 업무
고도화 업무
운영 업무
대한 내부통제 인증 업무

[우대사항]
• USCPA, Chartered Accountant 합격자 우대
• CISA, CIA,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우대
•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능통자 우대

[자격요건]
• Programming Language 중급 이상
- Python, Java, C++, C#, C, SQL 중 1개 이상

Digital
Innovation Lab
(신입)

• 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업무
- Data Analytics App 설계 및 개발
- RPA 자동화 시나리오 설계 및 개발
- Blockchain 감사 및 감사 관련 상품 개발
- AI 기술을 활용한 감사 툴 개발

[우대사항]
• Visual Basic 또는 VBA 가능자
• 전산 관련 학과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
• Data Engineering/ Data Science/ Data Scientist
유관 업무 수행자
• Web Application 구축 업무 또는 개발 경험 보유자
• 영어 능통자

공통 자격 요건
• 4년제 정규 대학 이상 기졸업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
(단, 2021년 7월 1일 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 일정
1. 지원서 접수 : 2021.04.21(수) ~ 2021.05.19(수)
2. 온라인 채용 설명회 : 2021.05.07(금) 오전 10시

▪
▪

신청 방법 :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회 참석 신청
신청 기한 : 2021.05.05(수)

3. 온라인 인성검사
4. 면접일정

▪
▪

1차 면접 : 2021.06.03(목) ~ 06.04(금)
2차 면접 : 2021.06.10(목)

5. 입사예정일 : 2021.07.01(목)
※ COVID-19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문의
kr_samil_recruit@pw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