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dit ● Tax ● Advisory ● Outsourcing  

조세전략 및세금 관리 정책을 

좋게 하기위한 5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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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기업의 세금검사, 사찰을 날이감에 

따라 더 만아아지고 큰규모로 진행된것은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금관리정책에 관련된 

리스크가 많이 있기와 같아진다. 조세변동이 

많은 시기에 기업의 제시간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의 5 가지 다음: 

 

• 미국 개국자중의 하나인Benjamin Franklin 

은 “세계에 확신적으로 존재한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 말했다. 현재 세금에 대한 

정보는 항산 나타나고 뉴스에 부족되지 않는 

소식이다. 

 

• 어떤 기업은 조세사찰을 오직 다국가 크룹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평가해야 한다.  중규모기업들은 통신계의 

주목을 받을수 없고 국제의 새 조세정책의 

영향(예,세금계산근거와 이익이전의 마모성 

방지 프로크램)을 부담되지못 하지만 

그기업들은 해당된 조세전략과 관리가 

필요한다. 

• 우리는 각기업들이 조세사찰이 있은대에 

좋은 세전략과 관리을 적용하기 시작한것을 

하지말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중규모의 대부분기업들이 

대부분으로그런방법을 적용한다. 조세의 

각전략과 정책은 그가 가져온 이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있다. 

 

• 세금이익이 조정하는 요소로 된것으로 

하지말지만 조세에 대한 문제들을 일직 

검토한 필요있다. 기업은 좋은 조세정책과 

전략을 일직 적용하면 할수록 그정잭들이 

기업의 각규정, 절차중의 일부로 빨리 

될수있다. 그에 다른 각 실수와 관연된 

세금조정의 리스크가 감소될겄이다.  

 

•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조세전략과 

세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한까?!  

This article is contributed by  

Mr. Martin Lambert, Partner of Grant Thornt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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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에 대한 하나의 

전략을 진행한다. 

중요한것은  기업의 각 요구를 보장하는데 

명백하고 효과적인 하나의 조세정책의 

주동진행을 보장해준다. 이런 전략은 

현행규정과 밀접된 구체적 영업활동의 

관리를 포함해서 국내와 국제규정을 

준수해준다. 그일은 전략을 세워서 사장단의 

승인받고 그후에 관연측에게 알여줌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러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적용할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설립해 놓았다. 그렇지만 

중규모의 대부분 기업은 조세리스크에 

관연된 안내 혹은 진행규정을 세우는것이 

많지 않다. 하나의 조세 전략을 진행한것과 

함게 각 기업은 관리급부터 항상 검토된 

하나의 조세에 대한 리스크의 리스트 설입, 

검사, 유지를 필요한다.  

리스트는 다음 포함한다.: 

• 기업은  만날수 있는 내,외부의  

조세리스크에 대한 평상적 각 평가와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수 있는 각 컨트롤 

절차가  필요한다.  

• 조세준수와  재정보고를 포함된  각 

측면상의  조세의 각 리스크에 적용해준 

온갓 절차및 컨트롤규정 에 대한 인식, 

검토,기록을 한다. 

• 기업이 확신되지않는 관연된 문제에 

대한 세무 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조세에 대한 

리스크들을 평가한다. 

3. 기업의 조세 컨트롤 

구조를 기준화한다.  

현행의 각 관리시스텀, 규정과 컨트롤의 

품질은 세금계산의 정확성에 영향한다. 

기업은 조세규정의 컨트롤규정의 품질을 

알아내고 법규의 변경에 적합하고 강화된 

계획 발전은 아주 중요한다. 각기업은 

최소라도 국제의 승인된현행 조세컨트롤 

기준화 규정인 COSO기준을 가능되면 

진행해서 기업의 요구와 적합된 규정을 

보장해준 개선을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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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에 대한리스크의 

각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진행한다. 

• 조세의 규정들이 더 복잡해지고 회계-

재정부분이 항상 업무 과 부담 때문에 

법규에 대한 변경 어데이트의 협조를 

필요한다.  늘 발생된 각종류 세금의급 

변경에 대한 유효방법의 하나로 되고메 

세종에 대한 컨트롤 각 규정의 효과성 

정기적 평가를 진행한다.  하나의 

검토진행은  세법의 중요규정에 대한 평가와 

기업이 세금 의무를 충분히 완료했다고 

보장해준다. 

 

• 이런문제는  기업이 최조 대중으로 주식 

발급위한 검토와 생산에 본질적 가동들어간 

단계에 아주 중요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단게는 영업과정에 어려움을 

만들어 줄수 있고 가격정책에 영향주거나 

경영 지체 및 제일 나쁜 상황엔 기업매매 

기회를 일어버릴수가 있다.  

 

•  세무의문제들이 검토업무의 일부로 

평가된다면 상기문제의 빨리 일찍 해결하면 

할수록 좋고 아주 중요이라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과 조세기관하고 상담하는 

방법에 따라 기업은 조세 기관에 통보해줘도 

중요한다.  

여러국의 현행에조세우대는 영업추진과 

개선을 격례 해주준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자기의 수혜된 우데권을 다 사용한것이 아니고 

기업은 더 이상 우대를 수혜핳수 있다. 

 

 

고객님들은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 

(주)의 전문가하고 연략하시면 공제로  개별적 

자문을 받울수가 있다. 

 

5. 조세우대의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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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식통의 정보들은 효력이있는 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 우리  GT 

Vietnam(주 )의  능력과  노력으  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된  회사  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  

 

(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 정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 지지 않다.  

 

고객님은  우리의 업데이트 소식을  Download 

하시려면  다음  Web에 검색해주신것을 바란다. 

www.grantthornton.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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