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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alue
KPMG 라오스는 감사, 세무, 법무 및 자문의 각 서비스에서 한국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사업운영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및 전 세계 152개 국가에 분포되어있는 KPMG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urServices
Audit

Tax

□ 회계감사

□ 법인 및 기타 각종 신고서 작성/리뷰

□ 분기 및 연말 결산서류 검토

□ 주재원 개인 소득세 신고/워크퍼밋 및 비자

□ 연결 재무제표 감사/리뷰

□ 이전가격세제 지원

□ 국제/현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리뷰

□ 과세관청 및 세관 세무조사 지원

□ 투자청(BOI)의 요청에 따른 재무보고 증명

□ 세무/법률 이슈에 대한 서포트 및

□ 상장 관련 서비스

오피니언레터 작성
□ 기타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기업 구조 조정, 인수, 철수 전략수립 및 실행
□ 증자, 감자 등의 법률업무
□ BOI 증명서 및 외국인 사업허가증 취득

Advisory
경영 컨설팅

리스크 컨설팅

□ 사업전략 수립

□ 내부감사/내부통제 구축

□ 업무개선/업무 효율화

□ 부정위험 진단/부정조사

□ 원가계산/원가관리 재구축

□ 내부 고발 제도 구축

□ ERP/IT 자문

□ 금융기관용 리스크 관리

□ 공유서비스/아웃소싱
□ 사이버 보안
□ 자동화 시스템

거래 자문
□ M&A 자문 (buy/sell-side)
□ 시장 동향 및 전략 조사
□ 회계/세무/법률 실사
□ 구조조정 자문
□ 기업가치평가/Purchase Price

Allocation

□ 기타 금융자문
□ 인수 후 통합자문 및 실행 서비스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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