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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Anjin Global Tax Strength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Delo it te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와 

18만2,00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세 통합지원센터인 International 

Core of Excellence(ICE)를 홍콩과 뉴욕에 설치하고, 해외 18개 주요 

국가에 국내 전문 인력을 파견해 Global Korean Service Group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Global Tax 전문 인력

국내 최고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선영 변호사가 이끄는  Deloitte Anjin 

Global Tax는 20여 명의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한국·미국·중국 

변호사 등 글로벌 세무 자문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국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외국어 능력 및 국제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포진한 기업들의 국제조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 주변의 환경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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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해외 사업 성장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세 부담 및 다양하고 복잡한 국가별 세무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은 기업의 

투자 및 사업 활동과 세금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세 부담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 매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기술 및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한 세제로 인해 글로벌 세무 관리가 복잡해지고 

세무 위험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세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세무 위험과 세 부담 증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Global Tax Management의 중요성

기업의 Globalization 정도

해외 진출에 따른 
글로벌 매출 또는 
사업 규모 성장 곡선

글로벌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기업가치의 
실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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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무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외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사업 

구조와 연계된 최적의 조세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로벌 세무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외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창출됩니다. 

•위험의 부담(재고 위험·시장 위험 등) 

•무형 자산의 이용 

•구조조정 및 중앙집중화 

•기업의 법적 구조

효율적인 기업의 거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가치 요소를 경영과 

조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합니다. 

위험

법적 구조

법적 구조

기능별 활동

기능별 활동

구조 개편 및 
중앙집중화

구조 개편 및 
중앙집중화

무형 자산

무형 자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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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투자 및 진출의 준비, 운영 및 관리, 이익 회수, 재투자를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세무 이슈와 관련해  Deloitte Anjin Global Tax는 고객에게 

해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rategic Tax Review (ISTR)

ISTR는 글로벌 기업의 전반적인 세무상 비효율을 점검하고 그 원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세무 전략의 기본 토대를 구축해 

글로벌 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Business Model Optimization (BMO)
BMO를 통해 사업에 수반되는 자산, 기능, 위험을 재배분하고 이전해 최적화된 사업 

구조를 도출하고 글로벌 세 부담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Deloitte의 BMO 방법론 

및 모델을 활용한 분석을 거쳐 세무 관점뿐만 아니라 사업 관점에서도 최적화된 사업 

거래 구조를 도출합니다.

Cross-border M&A
Cross-border Deal의 경우 국가별 법률 및 세제의 차이로 인해 국내 인수·합병(M&A)에 

비해 추가 고려 사항들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재무자문팀과 협업을 통해 Cross-border 

M&A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해외 사업 관련 자문 서비스

• Tax Management Consulting: 해외 자회사의 세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 Solution 제공 

•  모의 세무 진단: 사전에 세무 위험을 파악해 향후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olution 제공 

• 해외 세무조사 대응 지원: 현지의 조세 전문가 및 과세관청 출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Solution 제공 

Deloitte Anjin Global Tax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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