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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lock your potential for growth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Grant Thornton Vietnam 은 세계 140여개국 56,000여명으로 이루어진 
회계감사, 세무 및 컨설팅 전문 법인인 Grant Thornton International의 
Member Firm 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잠재 성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7.2억 달러 매출

(2019년 기준)

56,000명

전문가들

700개

법인

140개국 

저희는 전 세계의 고객들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42개국 

16,423명

아메리카

40개국 
17,390명

아프리카 

22 개국 

2,747명

아시아 지역

18 개국 

17,437 명

중동아시아 

10 개국 

9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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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객들의 잠재 성장력을 이끄는데 집중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성장, 리스크 관리, 비지니스 운영의 최적화 혹은 주주가치 재고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각 국가의 비지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고객이 무엇을 원하든 우리는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경험 제공
개인회사,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 등 여러 고객분들이 저희 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높은 서비스 

품질, 높은 산업 이해도 및 실력있는 전문가들을 믿고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문 그리고 고객과의 견고한 신뢰 관계를 맺음으로써 저희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ant Thornton               1:11

기타 글로벌 법인                                1:16

고객 별 담당 파트너 수

2019 년 각 사업부문 매출액 (USD)

회계감사 22.8억 달러 (+4.7%)

컨설팅 20.9억 달러 (+8.6%)

세무 12.6억 달러 (+5.9%) 

기타 1.56억 달러 (+7.6%) 

CIS지역  

11개국

1,125 명

아시아 지역

18 개국 

17,437 명

80% 이상의 만족도

80%이상의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World Class로 

평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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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Thornton Vietnam

Grant Thornton Vietnam 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계 및 

컨설팅 전문 법인 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및 Business 

Solution Service를 고객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들의 잠재 

성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비지니스 수익개선 

및 경영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가치 제고.

Nguyen Chi Trung
CEO & Managing Partner
Grant Thornton Vietnam

“ ”
고객의 베트남 비지니스 성공을 위해, 저희 Grant Thornton Vietnam

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베트남 비지니스 Know-How를 아낌없이 

제공하겠습니다.

• 하노이 및 호치민 법인 설립 

(1993년)

• SSC (증권위원회) 에 정식 등록된 

상장사 회계감사 자격 보유.

• MoF(재무부)로부터 기업가치평가 

라이센스(Business Valuation 

License)를 획득한 베트남 유일한 

글로벌 회계법인.

• 고객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통찰력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 

• 숙련된 전문가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 정확한 고객니즈 파악,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및 고객과의 신뢰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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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지표

Kenneth Atkinson
Founder and Senior Board Adviser
Grant Thornton Vietnam

저희는 항상 기업을 경영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충에 공감 하고, 고객 비지니스가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고객 

여러분의 비지니스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비지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

260 명

베트남 법인

직원 수

매출

6.9 백만 USD 
(2018년 7월~2019

년 6월)

특별공로패

베트남에서 

회계감사 

서비스시장을 

성장시키는 데에 

공헌한바에 따라 

베트남 총리로부터 

특별 공로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골든 드래곤 어워드

베트남 경제신문은 

매년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 

들을 선정하는 

골든 드래곤어워드 

시상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연속 “전문 서비스 

부문”에서 골든 

드래곤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고객군

베트남내의 다양한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고객의 70% 

이상이 글로벌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다양한 

문제 해결경험은 

저희법인의 큰 

자산입니다.

2 개

하노이 및

호치민 법인

13 명

베트남 법인

파트너 수

제공 서비스

• 회계감사 

• 세무

• 컨설팅

• Business Process Solution

• 디지텍 이노베이션

• 글로벌 기업구조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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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Audit and Assurance) 서비스는 고객의 비지니스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더욱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서비스 입니다. 이에 Grant Thornton Vietnam

은 고객사가 속해 있는 사업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udit and Assurance Services

저희 Grant Thornton Vietnam은 회계감사 서비스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파트너 및 매니저가 고객 한 

분 한 분 깊은 관심을 갖고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비지니스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인은 회계감사에 가치를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Grant Thornton

의 기업 문화와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기반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는 

“독립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고객의 비지니스를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Grant Thornton 은 회계감사 과정을 통해 고객의 비지니스를 

철저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비지니스 리스크와 통제 

시스템을 평가하여  회사에 가치를 더 할 수 있는 “가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회계감사인들은 Grant Thornton International에서 

제공되는 전문 회계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감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는 고객  회계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가능케 

하고, 고객 비지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고객과 법인간의 업무목표와 타임라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하여, 전체적인 회계감사 업무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guy Quoc Tuan
National Head of Audit
T +84 28 3910 9180
E tuan.nguy@vn.gt.com 

Audit

Audit and Assurance 서비스:

1 회계감사 (VAS)

2 IFRS 서비스

3 회사 재무제표 리뷰(Review)

4 재무회계 보고(Reporting)

5 재무정보 작성 (Compilation)

6 크로스보더(Cross-border) 회계감사

7 회계감사 (US GAAP)

8 사전 합의된 절차에 의한 감사 (A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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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회계감사 계획단계

What we do

• 고객 비지니스에 대한 

철저한 이해

• C-Level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확인

• 해외관사 담당자들과의 

미팅 (if any)

What you see

• 회사담당자와 감사팀간의 

활발한논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단계

What we do

• 감사시 확인된 주요 이슈 

재확인 

• 감사의견 표명

What you see

• 클로징 미팅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

• 회사 감사위원회 보고서 

제출

필드웍(Fieldwork) 단계

What we do

• 회사 내부통제 효과성 평가

• 초기 리스크의 재평가 수행

• 후속사건 테스트

• 결과물 자체점검

What you see

• 이슈 점검 리포트

• 회계감사 기간 중 회사 

담당자와 수시 미팅

•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팀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회계감사 전략 논의단계

What we do

• 중요성 기준 금액 설정

• 감사전략 논의 및 기록

What you see

• 감사전략 미팅 및 

타임라인 셋팅

Audit Quality

파트너 주도 품질 관리 

회계감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파트너들이 직접 과정을 진두지휘합니다. 저희 파트너들은 회계감사 서비스의 품질에 책임을 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저희 법인은 고객의 비지니스에서 리스크가 가장 취약한 곳을 분석 집중 관리합니다. 리스크는 회계감사 초기단계부터 관리되어 

집니다. 

업무 전산화 

저희 법인은 Grant Thornton International의 회계감사 시스템인 Horiz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감사 소프트웨어 Voyager, 

그 보조 소프트웨어인 Tbeam 과 Pentana Checker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고객 

비지니스 별 맞춤 회계감사 업무가 가능하고 고객 비지니스 리스크 또한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를 를 구축하고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자동 업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연중: 신규 및 예정 법규 업데이트 ; 회사담당자와의 정기/수시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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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udit Approach

Phase 1
Planning

Phase 2
Assessing risk

Phase 3
Testing internal 
controls

Phase 4
Testing accounts and 
transactions

Phase 5
Concluding
and reporting

고객의 비지니스, 통제 

환경, 재무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체계에 

대한 이해를 수반합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 

발행일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 원활한 인수인계는 

물론고객과 합의하여 

감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정시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 고객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리스크 성격에 따라 

업무가 진행됩니다.

• 이슈사항이 있다면 

조기발견하여 

논의합니다. 

• 회사 고유 위험수준에 

비해 효과적인 

감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업무를 

설계합니다.

• 회사의 현황을 깊이 

이해한 감사팀이 

회사에 권장사항을 

전달합니다.

• 내부통제에 대한 

종합평가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제안을 

드립니다.

• 내부통제에 대한 

종합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 

단계이며,시간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 경영을 위한 제언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 높은품질의 

감사서비스를 

통해 감사의견이 

표명됩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될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집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 될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회계감사 접근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활동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과정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이 되어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객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감사팀은 

빠르고 통찰력있게 감사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팀이 수행한 

모든 작업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책임매니저가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결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 

서비스가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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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Audit Team

Nguyen Chi Trung
Partner, Hanoi
T +84 24 3850 1616
E chitrung.nguyen@vn.gt.com

Nguyen Hong Ha
Partner, Hanoi
T +84 24 3850 1601
E  hongha.nguyen@vn.gt.com 

Tran Anh Van
Director, Hanoi
T +84 24 3850 1635
E  van.tran@vn.gt.com 

Nguyen Dao Thanh Thao
Director, HCMC
T +84 28 3910 9162
E  thao.nguyen@vn.gt.com 

Nguyen Dich Dung
Director, Hanoi
T +84 24 3850 1634
E  dichdung.nguyen@vn.gt.com 

Nguy Quoc Tuan
National Head of Audit
T +84 28 3910 9180
E tuan.nguy@vn.gt.com 

Le The Viet
Partner, Hanoi
T +84 24 3850 1622
E viet.le@vn.gt.com 

Daniel De Waal
Director, HCMC
T +84 28 3910 9131
E daniel.dewaal@vn.gt.com 

Nguyen Manh Tuan
Partner, HCMC
T +84 28 3910 9184
E manhtuan.nguyen@vn.gt.com 

Nguyen Tuan Nam
Partner, Hanoi
T +84 24 3850 1617
E tuannam.nguyen@vn.gt.com 

Truong Thi Bich Loan
Director, HCMC
T +84 28 3910 9192
E loan.truong@vn.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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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세무 서비스로 고객의 납세의무에 있어 누락된 부분 없이 확신을 

얻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세금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Tax Services

저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여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고객 비지니스 

운영을 분석합니다.

• 현재 고객의 세금 납부 현황을 파악한 후, 납세 의무가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와 잠재적 법인세 부채/자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법 및 관련규정을 연구하여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앞으로의 효율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고객들께 

가이드를 드리고 효과적인 업무진행을 약속합니다.

• 세무당국의 이의제기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대변합니다.

• 최신 세금이슈에 대해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 다양한 라이센스, 워크퍼밋, 비자 및 기타 법적 필수 서류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사업운영, 직원모집, 직원훈련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드립니다.

Our Tax services include:

1 베트남 시장 진출

2 인허가 취득

3 세무 실사

4 세무 자문

5 납세의무 준수 지원 서비스

6 국제 조세 컨설팅

7 재외국민 세무 서비스

8 세무 건전성 컨설팅

9 관세 및 무역 업무

10	 Global Mobility Service (GMS)

11 이전가격 서비스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T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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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ervices

베트남 시장 진출

저희 법인은 수 많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세금 구조를 

상담해왔습니다. 글로벌 비지니스 모델을 위한 투자자문을 포함하여, 

베트남 시장 내의 가장 적합한 사업구조가 무엇인지, 그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등을 자문합니다. 또한, 비지니스 경영에 필요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베트남 시장에서의 세금 및 그 외의 법규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이 

베트남에서 비지니스를 시작 하실 때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취득

베트남 법규정은 베트남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희 법인은 체계적인 인허가 

취득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 투자자들 및 베트남 내 투자자들이 

베트남 시장 내에서 적합한 투자 및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허가 취득 서비스는 “베트남 시장 

진출”서비스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취득을 위한 각종 

필요 서류를 준비하며 인허가 발급 담당 정부기관 업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 실사

M&A 업무 시 관계 회사들의 세무이슈를 파악하고 세무실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세무실사를 위해 

저희 Advisory 팀과 함께 업무를 진행 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세무 자문

고객이 제안하는 비지니스 모델과 거래 구조에 대해 검토를 진행 

후, 세금 효과에 대해 자문하고, 베트남 세법에 가장 최적화된 세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Grant Thornton Global Tax Team

과 함께 국가간 발생할 세무 이슈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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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준수 지원 서비스

베트남 세법 업데이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요건을 업데이트하고 

고객이 납세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세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각 고객을 담당하며 데일리 세무 이슈, 세금환급 

이슈 및 세금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자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객 

세무부문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사의 세무 업무가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의 업무범위는 고객의 비지니스와 관련된 모든 세무 이슈입니다. 

부가세 환급부터, 법인세 납부, 외국인계약자세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고객의 모든 세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컨설팅

저희 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분들의 비지니스 영역을 

더욱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 팀은 세무 리스크는 줄이고, 

고객 비지니스 성과는 최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범위한 베트남 세무 전문지식과 그동안 입증되어 왔던 효율적 

세금전략을 통해 잠재적 이익은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줄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고객의 법인 설립계획, 본국 배당계획 및 법인청산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고객의 납세 최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세무 서비스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주재원들 및 직원들을 위한 개인 맞춤 패키지를 

개발하여 가능한 많은 면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Tax Services
Tax



Unlock your potential for growth  12  

세무 건전성 컨설팅

고객사의 세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무 리스크를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세무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거나, 잠재적인 세금 납부 의무를 위반 할 수도 있는 주요한 

리스크 영역을 파악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이처럼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 및 관리하고 리스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하며,  비용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관세 및 무역 업무

FTA 조약을 맺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 관세국은 국가 세수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 관세전문가들은 고객이 

관세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수출 제품에 대한 수입 원재료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 생산품에 

대한 재분류, 관세 건전성 자문 및 관련 당국의 오딧 (Audit)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mobility services (GMS)

세금 및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에 관한 베트남 

및 국제 규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국가로 

인력을 파견할 때 본국 및 파견국의 세금 및 노동법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내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세법 및 노동법 이슈 역시 꼼꼼하게 체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 모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인적자원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ne Size Fit All” 구호아래, 저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ax Servic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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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ervices
Tax

이전가격 서비스

<계획단계>

계획단계에서는 실행가능성, 세금의 효율성 및 이전가격 규정 

준수여부 등 전반적인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은 자사의 이전가격 정책이 현재영위하고 있는 사업 형태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

비지니스 모델, 가격 적정성, 리스크 목록 등을 고려하여 현재 베트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혹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전가격 리스크에 대해 판별하고 분석 합니다.

<비교가능성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은 고객과 거래형태가 유사하고 현재 유사한 

경영조건을 가진 회사와의 비교 가능한 거래형태 혹은 이익결과를 

참고하여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이는 동기자료 

작성에 필수요소이며, 연간 이전가격 책정에 필요한 재평가 가격을 

식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이전가격 규정 Decree 20 및 Circular 41에 따라 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상기의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이전가격 신고서 양식 Form 1~4

• Form 1 : 특수관계자거래 기본정보

• Form 2 : 개별기업보고서 정보

• Form 3 : 통합기업보고서 정보

• Form 4 : 국가별보고서 정보

이전가격 신고서 양식 Form 1~4는 “1)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와는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는 과세당국의 요청시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하고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희 이전가격세제팀은 광범위한 지식 및 경험을 

기반으로 이전가격 세제 서류작성 및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 이전가격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객사의 관련 

회계재무 정보를 검토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1)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특수관계자 거래 분석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저희 전문가 팀은 고객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분쟁해결>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감사 대상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 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고객을 위해 방어논리를 구축하게 되며, 과세당국과 

협상하여 고객의 이전가격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당국과 향후에 이견이 없도록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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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Valerie - Teo Liang Tuan
Partner, HCMC
T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Director, HCMC
T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Tax Team

Nguyen Dinh Du
Partner, Hanoi
T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Vishwa Sharan
Associate Director, Hanoi
T +84 24 3850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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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Hung Du
Partner, HCMC
T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Nguyen Thu Phuong
Director, HCMC
T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Director, HCMC
T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T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Bui Kim Ngan
Director, Hanoi
T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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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Thornton Vietnam에서는 고객 비지니스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 비지니스에 창의성을 더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dvisory Services

비지니스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부터 위험 및 규제관리 방법까지, 저희 

법인은 글로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고객 비지니스의 운영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음과 같은 강점들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집중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 능력

• 각 산업에 대한 전문가 보유

•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 베트남 현지 비지니스 노하우 보유

• 수익화에 초점을 맞춘 고객 비지니스 가치 제안

•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고객 맞춤 서비스

•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분석 능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M&A 관련 서비스

2 기업 가치평가(Valuation) 서비스

3 비지니스 리스크(Business Risk) 분석 서비스

4 비지니스 컨설팅(Business consulting) 서비스

Nguyen Thi Vinh Ha
National Head of Advisory
T +84 24 3850 1600
E vinhha.nguyen@vn.gt.com

Trinh Kim Dung
Director, Hanoi
T +84 24 3850 1677
E dung.trinh@vn.gt.com

Kenneth Atkinson
Founder and Senior Board Adviser
T +84 28 3910 9108
E ken.atkinson@vn.gt.com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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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Advisory Services

Mergers & Acquisitions

세계화의 가속화와 고객 비지니스 확장 니즈에 따라 세계적으로 

비지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M&A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더라 할 지라도, 급변하는기술 

발전 속에서 각 고객들은 신규시장에서 그들만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 Grant Thornton Vietnam 은 Buyer, Seller 입장에서 사업 매각, 

인수&합병,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입인수 혹은 PE

로 자금을 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M&A 시장에서 고객들의 성공적인 Deal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사업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께, 저희 법인의 

Corporate Finance 자문팀은 고객 비지니스에 가장 적합한 인수합병 

조건을 찾아 거래를 성사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매각

고객이 사업 매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매각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 할 방법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법인의 Corporate Finance 자문팀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안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Deal 지원 서비스

Deal 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Deal이야 말로 미래의 기업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매각인와 매수인 모두가 지분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를 상호 만족럽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험, 결단력 그리고 실무적인 전문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사업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고객에게 조언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잇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매각 준비

잠재적 매수인은 매수 작업 시 거래가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법인은 

매각인 입장을 대변합니다. 매각일 12~18 개월 전부터 매각인 

비지니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계획을 세우고 영업개선을 통해 

매각 최적합 상태로 고객의 비지니스를 준비 할 것입니다. 

재무적 관점의 실사 (FDD)

저희 법인은 매수인 및 자금조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매수 기업에 

대한 재무실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관점의 실사 (CDD)

저희 법인은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적 관점의 실사(CDD)를 

수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 기업의 사업적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되며, 고객의 M&A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 및 IT 관점의 실사

저희 IT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중소기업 및 사모투자자들이 

기술 및 IT 운영에서 최고의 가치를 달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또한 고객에게 기술 및 IT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구조 설계

저희 법인내의 세무 전문가팀과 Corporate Finance 자문팀은 

고객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효과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합니다. 이 팀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세금구조를 설계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오너 

개인의 세무 이슈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Deal진행 시 그들의 세금 구조를 최적화 하여 설계하는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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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Services

Valuations

회사가 M&A 단계에 접어 들어 섰거나 혹은 분쟁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비지니스 가치와 자산 가치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특히,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적인 가치평가(Valuation)가 양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합의를 확보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희 법인의 가치평가 팀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팀으로서, 글로벌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al 에 대한 자문 

합병, 인수, 구조조정 등의 Deal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금 업무  

고객의 C-Level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 합니다.

재무 보고 (Financial reporting) 

요구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스탁옵션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손상평가, 기업인수가격배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포렌직(Forensic)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분쟁해결 솔루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펀드 관리 (Fund administration)

고객 투자펀드의 순 자산가치(Net Asset Value)평가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객 투자펀드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유동화상품(Asset-backed)에 대한 가치 평가

주식 및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계약 조건에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고객의 자산유동화대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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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Internal Audit)

내부감사는 규정 준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비지니스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을 경우,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고객의 리스크 관리역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내부적으로는 올바른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내부감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 할 수 있습니다. 내규 준수절차를 검토하고, 조직의 핵심 및 

지원 서비스 기능을 평가하여 고객 비지니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비지니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수행 및 

관리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내부감사 서비스

고객의 비지니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그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합한 내부감사 

계획 및 내부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객 맞춤형 내부감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 시 확인 사항 및 고객의 니즈 파악

• 내부감사 서비스의 책임과 한계 정의 (고객과 협의)

• 내부감사 서비스 전략 수립

• 내부감사리뷰 보고서 작성 및 전달

고객 협업형 내부감사 서비스

만약 고객이 내부감사위원회 및 담당부서를 구축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내부감사 시즌에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고객과 함께 내부감사를 수행할 전문가 팀을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관리 전문 인력 지원

• 인적자원관리, 성과향상, 사기 및 부패 검사 및 조사의 전문 인력 

지원

• 내부감사 전문 인력 지원

내부감사 리뷰 서비스

저희 법인의 효과적인 내부감사 리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내부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내부감사 

리뷰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usiness Risk Services

• 현재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제공

•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리뷰 서비스 제공

• 고객이 내부감사 절차를 통해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확신을 심어줌.

리스크 관리 서비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고객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더 높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저희 법인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는 고객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 합니다.

• 고객의 Risk Management Framework 평가 서비스

• 전사적 위험평가 수행

• 고객의 현재 리스크 정도 및 형태에 대한 정의

• 고객의 리스크 관리 정책 개발

• Risk Culture평가 서비스

• Risk Maturity평가 서비스

내부통제절차 리뷰 서비스

모든 비지니스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객의 비지니스가 환경 적응에 실패하게 된다면, 

고객의 비지니스 리스크 역시 증가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의 경험많은 전문가 팀은 숙련된 접근방식으로 주요 

비지니스 프로세스에 내재된 위험을 분석 및 파악하고, 고객의 기존 

내부통제절차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전문가 팀의 솔루션은 

인적자원과 기술 그리고 운영프로세스 등 여러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 기존의 내부통제절차 평가

• 내부통제절차의 효율성/효과성 평가

• 개선 전/후의 내부통제절차 수행 평가

• 내부통제절차의 문서화 작업  

부정 적발 및 포렌직(Forensic) 서비스

저희 법인은 고도로 전문화된 “포렌직 어카운팅(Forensic Accounting) 

및 디지털 기술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부정, 뇌물, 부패 

및 자금세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를 고객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부정부패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금융범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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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nsulting Services

운전자본 최적화 컨설팅 서비스

운전자본으로 묶여있는 초과 현금을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재분배 

하는 것은 고객이 선택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최근 CFO는 운전자본 최적화 작업을 더욱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비지니스 성장 계획이 있거나, 신제품 개발 투자 계획이 

있거나, M&A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운전자본 컨트롤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개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전문가 팀의 다양한 운전자본 운영 및 경험을 통해 자본 

조달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영업부서, 운영 및 물류 부서 

등 회사 조직 구성원들에게 운전자본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을 

제시 합니다.

그 동안 저희의 검증된 서비스는 고객 비지니스 수익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본 및 현금흐름 100일 플랜

• 예상 현금흐름표 작성

• 사업 / 투자Exit 사전 준비 서비스

• 적정 안전재고자산 수준 평가 서비스

• 매출채권 프로세스 평가 서비스

• 매입채무 프로세스 평가 서비스

• 적정수준 운전자본 평가 서비스

자금운영 효율화 및 재무기능 혁신 지원

CFO는 회사의 재무적 가치를 증가시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무 

프로세스를 집중화 할지, 분산화 할지, 아웃소싱을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사에 통찰력과 동시에 재무 프로세스를 저비용 고효율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가지 

해결책 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인은 1) 고객 현재의 재무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2) 비지니스 

환경변화에 대해 이사회에 설명을 하고, 이사회로 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경우 CF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의 담당 부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상황 

및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고객 비지니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가능케 

하기 위한 실질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 자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기준원가계산법(ABC)과 가치 분석

• 벤치마킹

• 경영활동 평가

• 재무기능 평가

• 재무기능 혁신

• 재무관리 보고서 작성

• 비지니스 모델 구축

비지니스 운영 스마트 분석

체계적인 분석전략은 조직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미래 성장 

및 수익성을 위해 운영 최적화 능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 상황을 

미래에 잘 반영하여 시기 적절한 비지니스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희 법인의 “End-to-End” 분석 서비스는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재무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 저희 법인만의 강력한 IT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고객 맞춤 데이터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 데이터 패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내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IT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접 실행 가능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산업별 및 고객별 맞춤 솔루션과 저희 전문가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발전된 모델링 및 시각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IT 컨설팅

고객 스스로가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 및 대응, 지속적인 IT 보안 

체제를 유지, 최종적으로는 IT 보안 솔루션의 향상을 목표로, 저희 

전문가 팀은 고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IT 자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IT 시스템 실사(Due Diligence)

• IT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취약성 및 침투 테스트 실행

• 비지니스에서 필요한 시스템 정의 및 비지니스 분석 지원

• IT 프로젝트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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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핵심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비핵심기능의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아웃소싱 서비스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에 더욱 집중하여 잠재 성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BPS(Business Process Solutions)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계 및 기장 서비스

2 세무 컴프라이언스 서비스(Tax Compliance Service)

3 급여지급, 개인소득세 서비스

4 직원 파견 서비스

5 보고서 작성 서비스 

6 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7 ERP 및 회계 소프트웨어 자문 서비스

8 회계 시스템 리뷰 및 개선 서비스

9 경영 관리 보고서 및 분석 서비스

저희 Grant Thornton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은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아웃소싱 서비스도 제공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아웃소싱을 

고객분들께 제공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명확하고 수준 높은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결과물

•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질적 자문

• 고객의 니즈에 따른 전문지식 및 자문 제공 

• 고객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Pham Quoc Hung
Partner, Hanoi
T +84 24 3850 1621
E hung.pham@vn.gt.com 

Business Proces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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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서비스

• In-House/On-Site 회계서비스 (VAS, K-IFRS, IFRS, US GAAP 등)

•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VAS, K-IFRS, IFRS, US GAAP 등)

• 감사인 대응 서비스

• 각종 보고서 작성 서비스

세무 서비스

•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수출입관세, 사업등록세) 납부 

및 환급 지원

•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세) 업무 지원

• 원천징수 업무 지원

급여 및 소득세 서비스

• 일반 직원의 급여 계산 및 지급 업무

• 일반 직원의 개인소득세, 사회보험, 기타 소득공제 업무

• 주재원의 급여 및 개인소득세 업무

• 온라인뱅킹 급여 지급 업무

•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신고 및 납부 업무

직원 파견 서비스

• 직원 파견 서비스를 통해 급여, 사회보험비를 절감하고 동시에 

전문 지식 서비스를 고객 회사내의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서 고객 

부서의 전문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재무 및 비재무 보고서 작성 서비스

• 그룹패키지,경영관리 보고서 등 문서 작성 서비스

• 그룹 연결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 별도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 회사 내부 데이터 기반 통계 보고서 작성 서비스

 

비지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 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은 고객의 조직과 완전히 독립적인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 아웃소싱으로 셋업된 비지니스 프로세스는 기존의 다른 

프로세스와 자연스럽게 상호 연동작용 하게 됩니다.

• 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에는 결제, 구매, 대금 회수 프로세스, 

청구, 송장 발행, 은행 계좌관리, 재고관리 및 기타 요청된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서비스

•  ERP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는 회사의 여러 업무영역에 걸쳐 

디자인되어 집니다.

• 재무적 및 비재무적 정보 유지 및 관리에 용이합니다. ( 자산, 회계, 

예산, 인원관리 등)

• 조직의 모든 기능적 프로세스를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계시스템 서비스

• 회계 시스템 효율성 개선

• 회계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

• 회계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배치 자문

• 내부회계통제 시스템 및 운영 절차의 효율성 개선

원가관리 및 분석 서비스

• 주요 재무 및 비재무 정보에 대한 분석

• 원가계산 설정 및 관리

• 예산편성 및 예측관리

• 원가관리

• 현금흐름표작성 및 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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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echnology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저희 Grant Thornton Vietnam은 더 많은 Digital 

지향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는 

Digitech Innov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Digital Transformation, IT 

Advisory & Information Management and Analytic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igitech Innovation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의 비지니스와 서비스를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고객이 디지털 전략을 재정의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디지털 비지니스 전략

2 Digital Transformation

3 디지털 마케팅

4 디지털 리스크 관리

5 기술 설계 서비스

6 데이터 보안 및 관리

7 데이터 분석 

8 Data analyt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기술은 혁신을 주도하고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킵니다. 또한, 데이터를 상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비지니스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수익성을 항상시키는 등 고객의 조직이 더욱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비지니스를 성장 시키기도 하지만 시스템 보안문제, 

제 3자의 시스템 침투 문제, 기술 관리를 위한 초과 예산 지출 및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고객과 함께 기술에 대한 투자전략을 설계, 실행 및 최적화 

하는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저희 법인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개선 전략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DigiTech Innovation

Claude Spiese 
Senior Adviser
T +84 28 3910 9139
E claude. spiese@vn.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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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지니스 전략

고객 비지니스의 기회, 내부강점 및 약점, 경쟁 위협을 디지털 방법 

관점에서 재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전략 개발 

방법을 디지털 방법에 접목시켜 향후의 비지니스에 있어 핵심 역량를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쉽게 이해 가능한 명확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 할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효과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경쟁사 보다 한 발 

앞서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여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디지털 시스템 구축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Transformation) 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베트남 및 전세계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고객의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디지털 마케팅 기법부터 최신 트렌드 

디지털 마케팅 기술까지 활용하십시오. 또한,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수립된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리스크 관리

고객의 Digital Governance의 약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저희 전문가 팀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기존 

디지털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주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서는 핵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비상계획 수립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설계 서비스

고객 비지니스 핵심 역량을 식별하고 문서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전문가 팀은 최적의 솔루션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자체 개발, 외부 구입, 서비스 임대 등의 형태로 

제공 가능) 자격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가 프로젝트의 컨셉 설계 

단계에서 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안 및 관리

고객의 디지털 보안부분에 있어, 핵심 위험 요소를 식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보안 시스템 개선 계획과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 해결 할 

수 있는 빠른 대응 전략을 갖춘 저희 전문가 팀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 

디지털 시스템, 구성요소 및 서비스를 수용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설계하여 데이터와 서비스가 전사적으로 

안전하게 공유되도록 저희 전문가 팀이 도와드립니다.

Data analytics and business intelligence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분석 툴을 임직원들에게 의미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사 내의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다시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 내의 데이터를 단순히 데이터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의 자문 서비스는 고객에게 결과물을 전달 후에도 지속 됩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고객의 관리팀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위해 

노력하며, 디지털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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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rporate 
Structuring Services
Grant Thornton Vietnam은 고객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지니스 기회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은 저희 

법인의 전문적인 글로벌 비지니스 노하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Grant Thornton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동향, 비지니스 기회 및 신규(개정) 법규 정보를 고객들께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투자구조 

설계 및 진출 지역의 현지 법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 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인은 해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고객이 해외 진출 시 고려하셔야 하는 회계 및 세무 분야에 있어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리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비스(Incorporation & Establishment)

해외에 회사 설립 시 아래의 지역을 포함하여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The British Virgin Islands

• The Cayman Islands

• Hong Kong

• Singapore

• United Arab Emirates free zones

• Samoa

• Other jurisdictions

은행계좌개설 서비스 (Assistance in Bank account opening in 

relevant countries)

저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각 국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제출 

서비스를 고객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높은 글로벌 

은행계좌 개설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사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Post-incorporation services: 

not limited to)

• 모든 종류 세금의 환급 및 납부 서비스

• 회사 정관 작성 및 개정 서비스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청산 절차 수행

• 그 외의 고객 요청 서비스

개인 신탁(Private Trust)

• 신탁 자문 서비스

• 신탁 설계 및 관리 서비스

• 그 외의 신탁 관련 서비스

International Corporate Structuring Services

Trinh Thi Tuyet Anh
Business Development 
cum International Liaison Director
T +84 28 3910 9170
E anh.trinh@vn.gt.com 

상기의 서비스 외에도 고객의 요청 사항이 추가로 있으실 

경우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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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의 일본 고객들을 위해 저희 법인에서는 회계감사, 세무, 

자문서비스 및 Business Process Solutio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객들을 위해 일본인 및 베트남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비지니스 전담 부서를 하노이와 호치민에 

개설하였습니다. (2014년)

Grant Thornton의 일본 비지니스 전담 부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17개국(

오스트렐리아,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의 2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One Firm” 체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Grant Thornton 

베트남과 Grant Thornton 일본 모두 고객 비지니스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Japan Desk

Connect and Collaborate
Locally and Internationally

Connect and Collaborate Locally and Internationally

Our services at a glance

저희 Grant Thornton은 고객의 잠재 성장력을 이끄는데 집중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Grant Thornton 이 고객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저희 Grant Thornton 은 고객들께 [ 프로젝트 시작 -> 서비스 수행 

-> 결과물 도출 -> 사후 관리]의 주요 단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법인의 Business Development Team은 글로벌 및 로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의 비지니스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 팀을 

연결해드립니다.

저희 법인의 유능한 각 전문가들은 고객들께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Grant Thornton 브랜드의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Trinh Thi Tuyet Anh
Business Development  
cum International Liaison Director
T +84 28 3910 9170
E anh.trinh@vn.gt.com 

How can we support:

• 일본어로 제공되는 고품질의 전문 서비스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슈 해결

• 베트남 내의 비지니스 시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 서비스

• M&A 서비스 및 Due Diligence 서비스 ( Sell Side 및 Buy Side )

•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 민첩하고 빠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 고객의 성장을 돕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 참신한 시각을 보유한 전문가 팀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Karoji Masato (唐牛 理任)
Director
T +84 28 3910 9222
E karoji.masato@vn.gt.com

Our Brand Promise

Our Client Promise

Our Client Journey

One-stop Service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 일본 비지니스 

전담 부서는 이전가격, 회사 재무구조 자문 및 기타 자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Yuho Maesaka (前坂　有穂)
Manager
T +84 24 3850 1689
E yuho.maesaka@vn.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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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esk
How can we support: 

• 베트남 시장 진출 자문 및 법인 설립 지원 서비스

• 회계감사, 세무 (법인세,개인소득세,외국인계약자세 등) 및 

기타 운영 자문 서비스

• M&A 및 Due Dilligence 서비스

• 다양한 비지니스 섹터 전문가들의 고객 지원 (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부동산, 바이오, IT 등 )

Kwon Hyuck Jun (권 혁 준)
Director
D + 84 983 459 443
E hyuckjun.kwon@vn.gt.com

한국 비지니스 전담 부서는 베트남 내 한국 고객들의 비지니스 

성공을 위한 파트너 입니다. 

1988년부터 2019년5월까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 1위는 

한국임을 알 수 있듯이 (출처: 베트남 기획투자부) 현재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그 어느 관계보다 돈독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업 진출 

및 운영은 예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베트남의 투자법, 회계법, 

세법, 관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을 고객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8년간 Grant Thornton Vietnam은 베트남에서 각 법규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비지니스 노하우로 많은 고객들의 

비지니스 성공을 도왔습니다. 28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한국 

고객의 비지니스 성공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희 멤버펌인 한국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과 함께 

협력하며, 한국고객 특화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국경을 넘어 고객의 비지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연구, 계획, 준비 및 실천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비지니스는 더 

이상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법규와 문화 

차이는 비지니스에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비지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합니다. Grant Thornton 

중국 비지니스 전담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저희 법인의 풍부한 실무 지식, 회계감사, 세무 및 자문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지니스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How can we support:

• 베트남 시장 진출 자문 서비스

• 세금효과를 고려한 비지니스 모델 자문 서비스

• Cross Border 서비스

• 조세조약에 따른 계약 분석 서비스

China Desk

Valerie - Teo Liang Tuan (张良端)
Partner, Tax Services
T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Lac Boi Tho
Director, Tax Services
T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T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24
member firms

40+
offices

120+
people

Connect and Collaborate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rinh Thi Tuyet Anh
Business Development  
cum International Liaison Director
T +84 28 3910 9170
E anh.trinh@vn.gt.com 

Kim Min Je (김 민 제)
Manager
D +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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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84	24	3850	1686
F	+84	24	3850	1688

E grant.thornton@vn.gt.com
grantthornton.com.vn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	28	3910	9100
F	+84	28	3910	9101



목차

제목 페이지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소개 01

Grant Thornton Vietnam 소개 03

회계감사 05

세무 서비스 09

자문 서비스  15

비지니스 솔루션 20

디지텍 이노베이션 22

글로벌 기업구조 자문 서비스 24

해외 사업부문 25

         일본 사업부문 25

         한국 사업부문 26

         중국 사업부문 26

연락처 27

Unlock your potential for growth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grantthornton.co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