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고의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 정보 서비스

삼일아이닷컴
검색가이드

모든 재경인의 필수품!



전문가가 인정한 최고의 가치, 삼일아이닷컴

국내 최고의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 정보 서비스

법·영·규칙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최정상 전문가의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은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서비스의 차원을 뛰어넘는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대다수의 국가기관과 

국내 1만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하루 수십만건에 이르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해설, 집필, Review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정상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 정보 서비스의 진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수	자료에	대한	내부	공인회계사	

	 단계별	Review	및	등록	시스템
●	예규판례	검색뿐만	아니라	전문가

	 해설	수록

●	삼일회계법인	소속	세무·회계분야

	 전문가가	직접	집필하는	정보
●	국내	최대	예규·판례	자료	보유

●		법령·예판	자료의	실시간	업데이트
●		세무	분야별	전문	상담	및	경리세무	

실무상담	온라인	서비스

●		국내	최고의	통합검색	시스템,	

마이메뉴,	자료보관함,	조회자료,	

검색이력,	리모컨	개인화를	통한	

자료의	빠른	이동



국내 최고의 세무·회계·법률·재경실무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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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서비스 제공 범위

Contents별 서비스 소개

메인｜Main 

세무｜Tax

회계｜Accounting

법률｜Law

재경실무｜Business

주요기능

회원유형별 이용안내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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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상 근

:  1981년

: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 토탈서비스 삼일아이닷컴 / 삼일의 노하우가 결집된 

   삼일총서, 조세법전, 지방세법전 / 조세총서CD / 속보 / 단행본 등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우:04321)

:  02-3489-3100    FAX : 02-3489-3141 

회 사 명

대표이사

설립년도

사업분야

주 소

대표전화

지난 40여 년간 국내 재경 Business 분야에서 최정상을 지켜 온 

삼일회계법인의 축적된 세무·회계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보, 솔루션, 교육, 컨설팅 등 관련사업을 On/Off Line으로 서비스하는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입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가는 지식리더!  삼일의 기업 철학입니다.

2015. 6

2015. 5

2014. 4

2013. 11

2013. 5

2012. 11

2012. 2

2011.  7

2010.  3

2009.  3

2007.  3

2004.  3

2002.  4

2001.  9

1999. 12

1999.  9

1999.  9

1999.  5

1997.  9

1993.  1

1989.  7

1981.  9

법인·부가세 등 신고기한 모바일 알림 서비스 제공

삼일아이닷컴 제7차 서비스 Upgrade, 재경실무 컨텐츠 확장개편

통합검색 업그레이드 및 예규, 판례 서비스 강화

아이닷컴뉴스, Issue & Focus 서비스 개시

세무공무원 프로필 서비스 제공

모바일 삼일아이닷컴 서비스

삼일 E-Book 및 위클리 이슈 서비스 오픈

삼일아이닷컴 제6차 서비스 Upgrade

(주)로앤비 세무정보 콘텐츠 제공

세무공무원 과거이력 서비스 및 세무관서별 배치표에 과거이력 연동

제41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수상

삼일아이닷컴 3단 비교보기 서비스

삼일아이닷컴 비즈니스 포털서비스 개시

정보통신부 주최 SoftExpo ’99 최우수 Software로 선정

국세청 인트라넷에 DB 제공 

삼일아이닷컴(www.samili.com) 인터넷 서비스 개시

정보통신부 주관 데이터베이스 대상 수상 

인포마인 CD-ROM 출시

삼일 PC통신 서비스 개시

삼일총서 발간

회사 설립

연 혁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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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회 계 법 률

재경실무

검 색

아이닷컴뉴스 Issue & Focus

M삼일아이닷컴인물/상담

●  삼일회계법인 40여 년간의 세무  
노하우 집결

●  조세법령, 예규판례, 서식 

●  세법해설, 세무실무, 자료실

●   조세법령 (법·영·칙 관련 예판/
세법해설 동시조회 가능)

●  Hot Focus, 개정세법, 상담사례, 
절세정보, 유관기관 자료

●  회계ㆍ감사ㆍ경영자문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  K-IFRS (개정규정,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준서, 해석서, 자료실)

●  일반기업회계 (개정규정, 개념체계, 
회계기준 등)

●  질의회신 (K-IFRS, 일반기업회계)

●  회계감사 (개정법규, 감사규정, 
외부감사, 회계관리제도)

●  현행 대한민국법령 전체

●  세무관련법령 (상법 등 3단 비교 
보기)

●  개정법령, 입법예고

●  판례 (최신판례, 판례찾기, 유형별 
판례)

●  예규선례 (판례속보)

●  생활법률 (Q/A, FAQ, 소송절차)

●  법률명/소관부처별/분야별 

●  통합검색 시 원하는 카테고리 선택 
가능

●  상세검색 기능 추가

●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의 전체 
검색결과 확인 

●   예규판례 주제어/임의어 검색

●   예규판례 생산일자/기관별 찾기

●   예규판례 법조문으로 찾기

●  세무공무원 (기재부, 국세청 등)

●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   상담신청

●   분야별 상담사례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및 외부 전문 
상담위원의 상담서비스

●  전문가의 선호도를 고려한 구성과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삼일아이닷컴 모바일앱

●   세무, 회계, 법률, 노무, 뉴스, 
 인물 등

●   3단 비교보기, Issue & Focus 
상담, 편의기능

●   가독성과 기기특성을 고려한 UI, UX

●  세무, 회계, 경제, 인사, 노무, 관세, 
기업 분야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로부터 
보도자료 직접입수

●   뉴스팀에서 직접 취재하여 정보로 
실시간 기사화

●   사례별 세무회계 (경리세무실무, 
회계자금실무, 인사노무실무)

●   실무 상담센터 (경리세무 실무상담, 
경리세무 상담사례 등)

●   신고 및 해설 (신고서식작성안내, 
전문가칼럼)

●   핵심 인사노무 (주제별 이슈분석, 
인사노무 상담사례)

●   채용정보 및 인재정보

●  당사에서 입수하는 모든 자료 
중에서 중요성이 큰 핵심자료만을 
선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리포트

●  이슈체크, 예규판례, 예판해설, 
상담사례, 개정법률

●  삼일 내부 및 분야별 최고 외부 
전문가 집필 참여

Services서비스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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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이닷컴

Contents별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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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ㆍ아이닷컴뉴스ㆍIssue & Focus 등 시기에 맞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신 개정세법ㆍ최신 회계규정ㆍ 

최신 개정법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콘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이닷컴뉴스

세무,	회계	및	기업종합,	인사,	노무	등	재경분야	

주요뉴스에	대한	최신	정보	실시간	제공

A

공지사항

삼일아이닷컴의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안내	및	기타	

안내사항	수록

E

Issue & Focus

삼일아이닷컴	수록	자료	중	핵심자료를	선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리포트

B

세무일지

연간	TAX	Schedule	상세	제공(월별,	일자별)

D

리모컨

해당	메뉴로의	이동단계를	간소화하여	빠른	이동과	

검색	제공

F

세무ㆍ회계ㆍ법률ㆍ재경실무

최신	개정세법ㆍ예규판례ㆍ정부부처	입수자료,	회계,	법률,	

재경실무	등	최신	자료	안내

C

D

E

F

BA

C

Main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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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재경실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신의 세무정보를 제공하며 삼일회계법인의 노하우를 담은 세법해설, 3단 

비교보기, 정부부처 입수자료 등을 통하여 원하시는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 C
A

D E F G

Tax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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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ontents

조세법령에서	예규판례,	해설,	실무까지	세무의	A	to	Z	수록

세무 전체 메뉴A

세법,	조세조약	및	세무에	관련된	법령	및	연도별	법전	

구비

조세법령B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ㆍ납부	관련	해설과	함께	각종	

서식	다운로드

신고ㆍ납부D

세무시사	Focus를	통한	주제별	세무	이슈	검색과	아이닷컴	

상담사례	검색

세무실무F

최신	예규판례	및	전문가	추천	예규판례,	지방세	해석사례	

등	각	세법에	맞는	예규판례	제공

예규판례C

주요	세법에	대한	해설과	연도별	개정세법	

세법해설E

각종	세율	및	일람표,	토지ㆍ건물	등	기준시가	및	기관별	

자료	등의	방대한	자료	수록

자료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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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ㆍ감사ㆍ경영자문에 대한 최신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회신ㆍ관련법규 검색을 통하여 전문가와 기업담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FRS

개정규정,	K-IFRS	기준서,	K-IFRS	해석서,	

IFRS	적용사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등	수록

A

자료실

보도자료,	교육자료,	(구)기업회계기준	등	수록

F회계감사

개정법규ㆍ관련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수록

E

질의회신

K-IFRS,	금융감독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ESMA	

집행사례,	IFRS	실무사례	수록

D

일반기업회계

개정규정,	기준전문ㆍ개념체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보고실무의견서,	질의회신	등	수록

B

중소기업회계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특수관계회계기준,	기타기준	수록

C

A B C D E F

회 계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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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 대한민국 전체 법령에 대한 전문과 판례, 예규선례, 생활법률 등을 수록하였으며 상법, 관세 등 세무관련

법령의 3단 비교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법령

5,000여	현행법령을	소관부처별,	분야별,	색인별	제공

A 세무관련법령

상법,	상거래,	조세소송	등	세무관련법령,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부동산,	외환	등	수록

B

생활법률

분야별	법률	Q&A	및	생활법률	FAQ,	소송절차	등	

주제별,	가나다순	자료	제공

F예규선례

법원예규선례	및	대법원	판례	속보	제공

E

개정법령

개정법령,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등	서비스	제공

C 판 례

최신판례,	전체판례	찾기,	유형별	판례	제공

D

A B C D E F

Law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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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강화하고 실무자 상담, 핵심 인사노무 등 신규자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A B C D E F

사례별 세무회계

경리세무실무ㆍ회계자금실무ㆍ인사노무실무에	대한	해설자료	

및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실무자료	및	서식자료	수록

A

구인구직

세분화된	채용정보	및	인재정보	제공

F관련 자료실

최신의	정부부처	입수자료	등	각종	자료의	열람	가능

E

핵심 인사노무

노무사가	선별한	인사노무의	주제별	이슈분석을	제공하며,	

인사노무	상담사례	수록으로	원하는	정보	검색	가능

D

실무 상담센터

경리세무	전문가의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

B

신고 및 해설

법인ㆍ부가ㆍ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	제공

C

Business재경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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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고의	One-stop	통합검색	시스템	탑재,	좌측		

트리구조	및	상세검색	최적화	기능

●	 	단계별	Path를	거쳐	컨텐츠	직접이동

●	 	메뉴별	부분검색	기능	지원으로	편의증대

●	 	3단비교보기를	통한	법령	&	조문선택	또는	리모콘을		

통한	관련자료로의	이동

●	 	Issue	&	Focus를	통한	한주간의	이슈에	대한	해설과		

중요	시사문제에	대한	분석

1. 통합검색, 부분검색 등 검색 방식 

●	 	법별	하위	트리형	검색방식	지원

●	 	완벽한	상세검색	기능	구현(검색범위,	생산기간,	예규

판례,	세목별,	자료별	검색	등)

●	 	연관검색어	지원으로	이용이	매우	편리

2. 전문가 검색, 상세검색, 연관검색어 지원

●	 	법·영·규칙만	나열한	일반적인	3단보기와	다른	풍부

한	관련자료로의	하이퍼링크	기능과	전문가의	깊이	있

는	해설,	요지,	연혁과	구법,	해설을	통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진보된	3단	비교보기	서비스

3. 한단계 진보된 3단 비교보기 

●	 	개인화	기능	7개	메뉴	선택	지원

●	 	법조문,	예규판례,	3단비교,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등	

자주사용하는	메뉴	선택

●	 	조문으로의	직접	이동	제공으로	편리

4. 리모콘 기능 등 편의기능 대폭 지원

●	 	자료보관함,	조회자료,	검색이력	기능	제공으로	과거		

조회	자료에	대한	손쉬운	접근

●	 	지속적인	개인화	서비스	기능	확대	지원

5. 마이메뉴 기능 신설

●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업데이트하여	제공

●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오늘의	예규	판례,	

해설,	체크리스트	등의	알찬	내용을	단계별	Review를	

거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6. 신속 정확한 최신정보 업데이트

●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및	외부	전문	상담위원(회계

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분야별	전문	상담

●	 	아이닷컴	전문	상담,	ARS	전화	상담,	경리세무	실무	

상담의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7. 차원이 다른 상담 서비스

MAIN FUNCTION
주요기능

프리미엄
리모컨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상담

조세·회계
자료실

회계법인
상담사례
OPEN

방대한
예규판례

자료

One Stop
통합검색

조세법령
3단비교보기

서비스
특장점

회계감사
경영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