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ctor Consultant
(공공부문 컨설턴트)
Public Sector Consultant Group
Korea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Business Partner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부문의 경영 파트너

Mission
Vision

Problem Solving
에너지, 환경 & 지속가능

항공, 도로 & 철도

(Energy, Environment & Sustainability)

(Transportation: Aviation, Road & Rail)

Industry
Sector

항만 & 물류

도시·부동산 개발

(Port & Logistics)

(City and Real estate development)

Main
Services

공공 금융

문화· 체육·관광 & 주거·복지

(Public Finance)

(Culture · Sports · Tourism & Housing)

Strategy

Competency

Finance
& Accounting

Operation

Global

Digital

People &
Organization

Industry Expertise

Main Services 소개
• 가치체계 수립 및 전사 중장기 전략 컨설팅

Strategy

• 사업 전략, 신사업 개발, 디지털 전략, 글로벌 전략 컨설팅
• 공공기관 설립, 외국인 투자유치 컨설팅
• 도시·부동산 개발 마스터플랜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Operation

• 운영전략 및 기능전략 컨설팅
• 마케팅 전략 컨설팅

F&A
(Finance &
Accounting)
P&O
(People &
Organization)

• 정부회계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정부회계 결산지원
• 중장기 재무전략, 전략적 예산 편성 및 투자관리 컨설팅
• 손익관리, 원가관리 전략 및 구분 회계 고도화 컨설팅
• 조직 진단 및 조직 설계 컨설팅
• 조직문화 진단 및 변화관리 컨설팅
• 성과관리, 평가체계, 보수체계 및 직무기반 인사체계 설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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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at Public Sector
Public Sector Consultant
최수연 Manager

BS in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2011년 회계사 공채로 입사하여 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다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사 중장기전략부터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하였습니다.
3년간 감사 업무를 수행하다 컨설팅 경험을 더하며 회계, 재무적 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자 관점에서 경영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왔으며, 국가간
협력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사업전략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Area】 Aviation, Energy, Finance / 전사 및 사업전략
곽무주 Senior Associate

MS in in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년 컨설턴트로 입사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수의 공공 기관 대상 경영진단, 조직설계 및 인사제도 관련 컨설팅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의 코칭 및 삼일PwC 내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를
학습해 나가고 있으며, 성과평가 및 조직설계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HR
컨설팅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Area】 Transportation, Energy / 조직설계, 성과관리, 인사제도

김수정 Senior Associate

BS in Marketing, Renmin University in China
2014년 USCPA 공채로 입사하여 기획재정부, 우정사업본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남부발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국가회계결산,
원가회계, 재무전략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회계∙재무분야 지식과 경험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Area】 Energy, Finance / 국가회계, 원가회계, 재무전략
김동현 Associate

MS in Urban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2016년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LH,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전략 및 운영전략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학 전공 출신으로 개발 분야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경험함으로써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고
전문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City Development, Transportation / 사업전략,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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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at Public Sector
Public Sector Consultant
강근식 Manager

BS in Accounting , Kyunghee University
2011년 회계사 공채로 입사하여, 해양수산부, 경제자유구역청,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유치자문 및 한국가스공사, JDC, 새만금개발공사의 신사업검토,
SPC설립 Advisory 등 다양한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감사팀으로 입사하여 회계적 전문지식을 쌓고, 14년 공공서비스팀으로
Transfer 하였으며,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통해 회계/세무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문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Energy, Tourism, Real Estate / 투자유치, 재무 타당성 검토

조민경 Senior Associate

PhD Cand. in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2017년 경력직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전KDN 등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는 다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일PwC 고유의 전문성과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Energy, Oil & Gas / 사업전략, 신사업발굴

박순종 Senior Associate

BS in Business Administratio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4년말 공공서비스팀에 신입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해양수산부, BPA,
해양진흥공사, KORAIL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류 관련
정책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운물류(Maritime Transport)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물류산업에 대한
비전을 느껴, 현재 동 분야의 대학원(Part-time)을 다니며, 교통물류(Transport &
Logistics) 에 대한 Specialty 및 Network를 쌓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Logistics(Maritime, Railway) / 정책개발, 사업전략
전유리 Associate

BS in Economics/Econometrics, University of Sydney in Australia
2017년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예탁결제원,
국민연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다수 기관을 대상으로 평계체계, 조직재설계,
인사제도, 보수체계 등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G&PS분야의 PwC
Global Knowledge Sharing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PSRC(Public Sector Research
Center)로 입사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에서
컨설팅을 경험함으로써 훌륭한 컨설턴트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Area】 Housing, Energy / 보수체계, 성과관리, 인사제도

3

Working at Public Sector
Public Sector Consultant
김종덕 Senior Associate

LL.B, Sungkyunkwan University,2012/Finance MBA, Korea University
2018년 경력직으로 공공서비스팀에 입사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교통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원가 체계 수립,
손익관리체계 수립 등의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 전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경험과 연결회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삼일PwC에서의 공공기관 컨설팅 경험을 더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회계재무 전문 컨설턴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Area】 Finance, Energy, Transportation / 재무, 회계

김남수 Associate

BS in Business Administration, Emory Goizueta Business School in U.S.A
2017년 컨설턴트로 입사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공제조합
등 다수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 컨설팅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팀내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조직설계부터
인사제도까지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배우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들의 조직,
인사제도 분만 아니라 전략, 투자유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훌륭한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Area】 Construction, Energy / 보수체계, 성과관리, 인사제도

천민경 Senior Associate

MS in Management Consulting, Hanyang University
2018년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다수의 공공
기관 대상 직무분석, 적정인력산정 및 임금제도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일PwC 만의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과 전문성, Best가 되고자 하는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우수한 선생님들과 함께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HR 컨설팅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Area】 Aviation, Construction / 보수체계 설계, 조직진단
조민정 Associate

BS in Economics, University of Calgary in Canada
2016년 입사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JV 설립, 신사업 발굴, 세제개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험을 살려 해외 기관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하고, 현지 PwC팀과
협업한 바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글로벌 역량을 키워 In & Outbound 컨설팅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Area】 Transportation, Finance / 사업전략, 신사업발굴,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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