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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지원 부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데, 

Managed service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원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고정 비용을 낮추고 원활한 현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Managed service는 위기 경영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사업모델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Managed service 모델을 활용하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기업들을 

대신해 특정 사업 기능을 실행하고 최적화하며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Managed service를 통한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는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세무 서비스는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아웃소싱에 

의존하던 일상적인 지원 업무보다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세무 지식과 

통찰력을 요합니다. 기업의 전략적 세무 파트너는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며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해력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에 역점을 두면서도 기업들이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세무지식에 기반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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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Managed Services (TMS)

삼일회계법인 Tax Managed Services(TMS)는 귀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성공적인 위기 경영 관리를 지원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가치 창출을 도와드립니다. 삼일의 전문가들은 

세무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세무 부서 근무 경험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삼일 TMS는 귀사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세무 문제 해결,  

세무 회계 업무에서 세무 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무 영역을 세무 업무 주기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하게 필요한 세무 영역의 서비스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삼일 TMS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액 세무 자문 서비스

•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세무	질의에	대한	자문

•	5년	이상의	세무	경력을	갖춘	매니저급	이상의	전문가	지정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적시에	답변	제공

신고 및 세무 보고 지원 등 기타 세무 서비스

•	납세대리인	서비스:	관할	세무서에	삼일을	납세대리인으로	지정	등록,		

세무서와의	연락	및	각종	문의에	대한	소명	업무	수행

•	세무	회계	및	내부	세무	보고	업무	지원

•	기업	행정	지원	서비스(Corporate	secretarial	service)	

•	세무	업무	자동화	및	절차	간소화

Tax Governance 검토 및 리스크 관리

•	고객의	Tax	Governance	및	내부	세무	통제	절차	검토

•	세무	진단	서비스

•	자회사	및	지점	관리:	해외	자회사	및	지점의	세무	신고	대시보드	제공

전문가 스탭 지원 또는 인소싱(Insourcing)

•	고객의	일시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내부	세무	업무	수행(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업무	포함)

•	고객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일시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여러	지역에	산재한	고객사의	각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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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의 장점

비용 효율화

삼일	TMS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정규직	

인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	또는	

더	전문적인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역량

삼일	TMS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세무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일의	전문가들은	

고객이	중요한	세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은	TMS를	이용하여	

이러한	전문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삼일	TMS	팀은	글로벌	기업들의	세무	부서에서	다양한	

산업의	세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세무	관행	및	국제	조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TMS는	삼일	내	여러	분야의	전문	

조직의	지원을	받아	미래	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컨설팅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연한 서비스 범위 조정 

고객은	필요에	따라	TMS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정액	서비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사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자문	또는	컨설팅이나	기타	정액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위기 경영 관리

고객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위기	

경영의	시기에	TMS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핵심적인	사업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일의	TMS는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Agility

삼일	TMS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업무	환경에서	

익숙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automation,	

digital	transformation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일	TMS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현장에서	또는	가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첩하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계 선두 주자로서의 통찰력

삼일은	업계를	선도하는	선진적인	업무	관행을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부문의	고객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있습니다.	삼일	TMS	전문가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업무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다양한	

경험과	산업에	대한	지식을	통해	축적된	통찰력을	

고객들과	공유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화	시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들이	전	세계	

각지의	세무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많은	기업들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삼일은	세계	각국의	PwC	TMS	조직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TMS로의 전환은 언제 필요할까?

•	지원	부서에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감축하거나	

반복적인	투자를	줄이고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	필요한	경험	및	전문지식	수준이	내부에서	축적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지식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	단순	수작업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법규에	대한	오해	또는	법규	미준수나	업무상	실수에	

따른	위험이	높은	경우	및	이에	따른	부정적인	평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산업	여건	또는	규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	사업	차질이	예상되거나	이에	따라	고객이	영향	받게	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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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TMS 전문가들은 세무 회계에서 전략적인 세무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무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내부에서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 내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삼일 TM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순 Managing Director

+82-10-2728-2418
kyoungsoon.lee@pwc.com

약	16년의	세무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6년은	기술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기업에서	재무,	준법감시	및	세무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운영	

책임을	담당하였습니다.

국제	조세	전문가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고객들을	지원하고	

한국	사업과	관련한	TMS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기업	

구조조정,	세무	계획	수립	등	글로벌	기업의	세무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	진단,	세무	조사,	조세	불복	등의	세무	부문에서	여러	기업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한국	공인회계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이학	석사(통계학)

•	미국	플로리다	대학	회계학	석사(세무학)

심수아 Partner

+82-10-9355-8948
soo-a.shim@pwc.com

글로벌	기업의	한국	세무	팀	리더로	12년	간	근무한	경험을	포함하여	약	23년	간의	

세무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TMS	서비스를	비롯한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nfrastructure,	Healthcare,	Digital,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고객들에게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의	거래에	관한	자문	업무,	세무	위험	관리를	포함한	

세무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	간	세무	조사	지원,	경정청구	및	불복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PwC의	Tax	Reporting	and	Strategy	practice의	한국	리더로	TMS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	한국	공인회계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MBA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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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Director

+82-10-5001-1133
jee-hee.lee@pwc.com

약	13년	간	글로벌	기업들에게	국제조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TMS	중	Global	Insourced	Solutions	for	Tax	그룹의	일원으로서	General	Electric,	

Baker	Hughes,	Berkshire	Hathaway,	Hyperion	Materials	&	Technologies	등	글로벌	

기업에	Managed	service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세	세무	신고	

및	세무	회계	업무	지원,	일상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	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	

지원,	불복,	경정청구	등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구조조정,	

세무	계획	등	전략적	세무	사안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	공인회계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소연(Serena) Director

+82-10-8402-0529
so-youn.lee@pwc.com

약	13년	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2년은	PwC	US의	San	Francisco	

office에서	근무하였습니다.

Digital,	Wholesale	등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룹	내부	전	세계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고객들에게	TMS	

및	전반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를	비롯	세무	신고,	세무	조사	지원,	세무	실사,	전략적	

세무	검토	및	기타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	공인회계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ax	Immersion	Program	수료

윤지영 Director

+82-10-8566-2858
jiyoung.yoon@pwc.com

약	13년	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신고,	세무	회계	및	내부	보고,	다양한	세무	자문,	세무	조사	지원,	세무	실사,	

예규질의,	글로벌	세무	계획	수립	지원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T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wC	US의	San	Jose	office에서	2년	간	근무하면서	실리콘	밸리의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세무	회계	및	감사	지원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Digital	산업의	글로벌	

기업에서	1년간	Tax	manager로	근무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	공인회계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ax	Immersion	Program	수료



S/N: 2107T-BR-025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www.sam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