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 Credential 회계법인 및주요자문실적 소개

IL SHIN CPA LTD. (일신회계법인)

IL SHIN CORPORATE CONSULTING LTD. (일신기업컨설팅)



Part 1
About IL SHIN  홍콩일신 소개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our website (www.ilshin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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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회계법인은종합적인세무회계전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홍콩에소재한대표적인한국계중견회계법인입니다. 

한국계회계법인으로서가장크고우수한전문가인적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지난 20년간변함없는열정으로국내외주요대기업, 상장기업, 
중견기업고객, 법무법인, 금융기관및비영리기관등다양한고객에전문가서비스를제공해왔습니다. 세계적인금융, 경제의중심지인
홍콩에서여러분야에서해외사업을운영중인굴지의한국, 일본, 중국및기타다국적기업고객들과협업하면서풍부한 Cross-border 
자문경험과실력을쌓아왔다고자부합니다. 

저희일신은홍콩뿐만아니라한국기업의주요 Value Chain 지역인중국, 베트남에 “일신글로벌” 산하의자매회계법인을두고지역전문가
체계를갖추고있으며, 고유의회계서비스영역이외에전문평가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등연관분야의전문가들과도밀접한업무네트웍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감사대상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된 사업장소가 있는 중국 및 베트남의 회계관행에 대한 이해와 감사실무상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저희 일신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일신회계법인은홍콩회계사협회에정식등록된회계사수습기관이며감사서비스(Assurance Service)에대한전문성과
법인역량은감독기관의엄격한품질평가와감독을받고있습니다.

http://www.ilshin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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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및 주요 수행업무소개

김찬수

일신회계법인 대표

KICPA, CPA(HK), AICPA(WA)

• (前)삼일회계법인

• (前)PwC홍콩 KBD (Korean 
Business Desk) 총괄

• (前)광성전자 /(現) 코웰홀딩스
사외이사 (홍콩상장기업)

Professional

홍콩일신소개 | 약력 및 주요수행업무

김동언

KICPA, CPA(HK), CA (Singapore)
AICPA(WA), CPA Australia

• (前)삼일회계법인

• (前)PwC홍콩 Advisory
• Vlerick Leuven Gent MBA
• 북경대 국제경영대학원석사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기업애로해소 자문위원역임

• 주홍콩한국무역관

K-MOVE센터 멘토

중국, 홍콩지역주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 및 경영자문업무
• Lotte Shopping, Kumho Holdings, CJ CGV, Anam, KAMCO, Kumho, SK China, SeAH, Poongsan, Woolim

Construction, Hyundai Sangsa, Powerlogics, Raygen, SEGI, Megamart, MCM Fashion Group, Kolon, SK Telecom, 
POSCO 등

• 이외 기타 국내중견 또는 비상장 홍콩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200여개 이상기업고객에 경영자문제공 (법인설립유지, 재무보고, 
세무전략, 구조조정업무 등)

SOC, 구조조정 및 기타자문분야
• 정부기관 SOC개발관련 업무 (신공항고속철, 하남지하철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페루,미얀마,리비야,앙골라) 자문 및

에너지분야 주요상장사감사업무

주요수행업무
Key Career Experience

해외기업 인수자문 (Cross-Boder M&A)
• Doosan Bobcat 인수 (국내 최대 해외기업인수사례), 대우조선해양 DeWind (美풍력)인수, L사 GE 가전사업부인수, E사

홍콩상장업체(유통) 인수 관련재무실사 총괄매니져, 효성그룹, 금호타이어 (중국), Conocophilips (정유), Turner (케이블채널) 
등 다수 해외기업관련재무실사수행

중국, 홍콩지역주요 국내외 상장기업 감사 및 경영자문업무
• Anam, Ace Technology, BHC, Cheil Worldwide, Daou, Dreammaker, F&F, Kolon, KT, MCM FG, Hana Tour, Hanjin,        

I-Sense, Kiwoom, Korea Money Brokerage, Mirae Asset (ETF, Property), Line, LG International, Nexen, Lotte 
Shopping, LT Sambo, Neowiz, Noroo, SeAH, Seoul Auction, SK (Healthcare, Energy, Chemical, Shipping), 
Simmtech, STX, Poongsan, Powerlogics, R&F Properties, Wemade, WiniaDaewoo, W-Scope, Vieworks 등 다수

국제상사중재, 분쟁/부정/로열티조사업무, 라이센싱자문
• PwC Dispute Analysis & Investigation Team 근무 (Microsoft, ABB, DamilerCrysler, Siemens, China Life Insurance 

등 중국, 대만등 아시아 지역내 30여개이상의 다국적기업 조사지원 및 Compliance 수행지원), 국제상사중재, 소송지원업무, 
산업기술평가원 (舊 한국기술거래소) 라이센싱 교육 및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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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홍콩일신은고객의성공과건강한성장에도움을드리기위해전구성원이성실히역량을모으고있습니다. 저희에게는엄격하고높은기대수
준을가진고객들께서최고의파트너가되어주고계십니다.  고객의문제가복잡하고어려울수록전문가들도함께고민하면서실력과전문성을키
울수있습니다. 저희일신은오랜세월에걸쳐넓은지적자산과소중한경험, 전문가네트웍을축적해오고있습니다. 

홍콩일신소개 | Why IL SHIN? – 일신이추구하는가치

Professional Competency
• 일신의주요멤버는 Big 4회계법인출신및석사이상의학위소지

자로금융기관, 한국영사관, 재계단체등초청외부강의활동

• 평균 4~5년이상의장기근속연수의전문가조직은고객에대한이해
가높을뿐만아니라 Quality 서비스의핵심이며, 특히한국기업에
대한경험과사명감이높은 Team Sprit과조직문화를보유: 다른
홍콩회계법인이모방하기힘든경쟁요소

• 주요국내외상장, 비상장법인고객에대해회계및세무전문서비스
를제공하고있으며해외법인에대한연결감사및 cross-border 
자문업무등 풍부한실무경험보유

Experience & Capacity
• 홍콩일신은작지만강한전문가그룹(홍콩,한국,호주,싱가폴, 미국

공인회계사등. 등록회계사 15명, 수습회계사및기타전문자격보
유자등전체전문인력은연평균 25명)을구성하고있으며, 일신글
로벌산하중국및베트남주요지역에자매회계법인을두고있어
다양한지식솔루션을제공가능 (자매회계법인내전문인력은최소
50여명이상)

• 연결감사, 재무실사, 재무자문, 공공기관보고서, 법인설립, 회사청산, 
컴플라이언스, 부정적발조사/소송지원업무, 내부통제검토, 이전가
격조사대응및 Offshore Claim, 그룹지배구조개선및변경, 국제조
세, Valuation(Business, PPA, 영업권평가), M&A, Deal 
Transaction 등폭넓은전문가업무수행경험과성공사례보유

Knowledge Leadership
• 일신은풍부한경험과전문가적인사이트를가지고한국고객들에게

주기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는홍콩최대의한국계전문가집단(매
년 2~3개의홍콩세법, 회사법, 노동법, 국제회계기준비교등출간물
갱신)

• 간소한조직과업무운영의효율성을갖고있어 Big 4 회계법인보다
훨씬저렴한보수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합리적이고공평한업무수
임을통해 Quality Service를 제공하고있음

• 일신의지식자산은엄격한수준의상장사, 중견그룹업무이외에국
내외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기관등과의협업으로창출됨

Integrity & Ethics
• 전문가적독립성과윤리의식, 고객에대한신의성실을중요한가치

로 두고있으며내부품질감리프로세스등결과보다과정을중시하
며, 지속적인내외부교육기회를부여하고실패에서더많이배우는
문화를장려하고있음

• 사회적기업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소중히여기고있음: 홍콩내한
국계주요비영리법인에대한재능기부를수행하고있으며한국유학
생에대한인턴쉽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고있음

“저희일신은작은이익을위해고객의가치를희생하거나전문
가로서의신뢰와자긍심을포기하지않습니다”

Why 
Il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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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신회계법인(IL SHIN CPA Limited) 은 홍콩에소재하는 회계, 세무 전문 법인으로서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따른 각종 조세제도, 국제회계기준(IFRS) 및 외국환거래규정에대한 자문
제공과 홍콩의 조세제도및 금융시스템, 그리고 중국의회계, 세무 및 외환제도와연계된 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저희 일신의 주요 전문가들은 Big 4회계법인출신 및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홍콩공인회계사회및 외부강의 활동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 법인내 한국회계사들도삼일회계법인과 PwC Hong Kong에서오랜 기간 근무를하였고 중국과 홍콩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을지원하며 풍부한경험과 지적자산을 구축해오고있습니다.  저희 일신은 홍콩에 거점을 둔 로컬회계법인으로서는한국과홍콩 그리고중국을 연계하여 국제회기준에따른 연결감사, 
인수합병관련재무실사및 재무자문, 기타 국제조세 관련 업무 등 전문가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계회계법인입니다.

일신회계법인소개 - 고객들의공통적인질문 (Frequent Q&A)
“일신의전문인력의구성과업무수행능력은어떠한가요?”

일신에서만든출간물이나참고자료들은어떠한것들이있나요?

일신의주요고객이나감사경험이있는산업군을소개해주세요

일신의규모와명성은어떠한가요?

저희 일신은 한국계 leading firm으로 한국고객들의해외사업진출과낯선 홍콩의 제도를 이해하시는데도움을드리기 위해 여러 출간물들과주기적인 Tax update자료를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Tax highlight, 홍콩과중국의 IFRS Conversion 이슈 요약, 개정 홍콩회사법 Q&A, 한국 홍콩간 조세조약분석, 파견주재원의소득신고, IPO 안내, 노동법 요약 등 주요 출간물 외에 산업이나주요
이슈에 대한 Tax Update 등 기타 여러 출간물들을수시로 발행하고있습니다. 일신의 자료들은주재원 및 한국본사뿐만 아니라 본사의 감사인, 자문기관들도유용하게 활용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의 주요 감사고객으로는대기업 및 중견그룹의홍콩계열사와한국 및 기타 해외시장 상장기업의홍콩자회사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으며, 세무 및 기업업무에대한 자문고객들도많이
있습니다. 감사서비스의경우, 제조, 소매,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IT, 바이오, 정유/화학, 무역, 물류운수, 철강, 엔터테인먼트, 건설업 등 다양한산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명성과 역량은 고객이 직접 평가해주시는것이 바른 답변이겠습니다만, 상기에 소개해드린고객층과 일신의 출간물을통해 저희 법인의수준을 간접적으로가늠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피드백을종합한다면 홍콩내 한국계회계법인으로서는가장 큰 규모와 역량을 유지하고있는 중견법인으로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회계법인과견줄 수 없지만 여러
전문서비스분야의 경험과 지적자산을균형있게 쌓아오고있으며, 특히 저희 일신은 홍콩회계사회가인정하는 회계사 수습기관으로법인전반의내부통제나주요감사업무에대한 품질감리를
주기적으로받고 있습니다. 홍콩의 전문가업계가 시장진입이쉽고 많은 영세 회계법인들이무한경쟁을다투고 있는 추세이나저희 일신은전문가로서 자긍심과직업윤리를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저희는 한국기업에대한 무한한 애정을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을 교두보로세계시장에나온 한국기업들의높은 수준 만큼 저희가 제공하는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저희 고객의 기대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수준 높은 인재채용과내부품질관리및
체계적인교육훈련을 갖추는데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 공적법인에대한감사, 연결감사등을 수행하려면 감사인의경험과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저희 일신이
감사를 수행하는적지않은 홍콩법인에서모회사(한국, 일본 등 상장법인) 감사인이저희 법인을방문하여 감사계획과감사조서를함께 리뷰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엄격한 심리와 요건을 준수하려면
홍콩감사인들이국제적인 감사이론과실무, 회계정책상의복잡한 이슈를 공감하고본사 그룹감사인과도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Cross-border 업무 특성상,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일신은 국내외 주요 법무법인, 회계법인의요청을 받아 실무파트너로서홍콩과 관련한이슈의 해결에 여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홍콩일신소개 | Why IL SHIN? – 일신에대한고객들의질문과답변 (Frequen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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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일신소개 | 주요 업무서비스영역

• 홍콩법인및 해외자회사감사

• IFRS 연결패키지검토업무

• 분반기검토및기타법정검토서비스

감사
Assurance Service

• 전산화된회계용역아웃소싱

• 분반기및연결재무제표작성

• IFRS GAAP Conversion 지원

• 홍콩법인관리재무자료의제공

• 내부감사지원

회계기장/재무보고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 홍콩기업/개인소득세신고업무

• 홍콩세무국세무조사자문및대리

• 홍콩및중국조세전략수립

세무자문
Tax Service

• 해외기업인수합병자문

• 재무실사 (Cross-Border FDD)
• 프로젝트파이낸싱

• 로열티조사및컴플라이언스업무

재무자문
Financial Advisory

• 법인/연락사무소/개인사업체설립및등록

• 법정비서역, 법적대리인업무제공

• 법정신고절차대리및기타준법업무

• 등록말소및 청산업무

법정비서역
Company Secretarial Service

• 홍콩법인회계관리시스템설계및운영

• 재무및운전자본관리

• HR 기능아웃소싱

기업경영자문
Business Advisory



Appendix 2
일신 주요 자문실적 및 업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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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주요 자문실적및 전문업무경험

서비스 업무성격 Ultimate Client Industry 업종 대상 지역

Tax Advisory 글로벌 사업 및지배구조변경에 따른 세무자문 (Group Relief 신청 등) S사 (한국상장대기업) 물류, 서비스 홍콩

Tax Advisory 홍콩 세무국 이전가격조사대응 S사 (한국상장사) 무역, 전자부품 홍콩

Tax Advisory 다수의 홍콩 세무국조사질의 대응 업무 다수(연평균 5~7건 수행) 다양함 홍콩

Tax Advisory 국제운수 및 Chartering Business 투자구조 관련 세무자문 대형 해운사 해운 홍콩

Financial Advisory 베트남 부동산 투자구조및 국제조세 자문 (베트남 프로젝트) K사 (한국금융상장) 금융, 부동산 홍콩, 베트남

Financial Advisory 프로젝트 파이낸싱및 투자구조 세무검토 (베트남 프로젝트) T사 (한국상장사) Utility 한국, 홍콩, 베트남

Financial Advisory 홍콩 경유 Offshore, VIE 투자구조 재무/세무 자문 S사 (한국상장대기업) 병원, 의료 홍콩, 중국

Financial Advisory 홍콩법인 설립을 위한투자구조 회계/국제조세 자문 D사 (한국상장대기업) 가전 홍콩

Financial Advisory CEPA적용 위한 지배구조변경(중국자회사의 홍콩법인 현물출자) H사 (한국상장대기업) 물류 홍콩, 중국

Financial Advisory 법인설립 및 Licensing 신청업무 지원 D사 (대기업) 증권업 홍콩

Financial Advisory 홍콩법인의 CB, RCPS, 종류의 주식, 주식옵션 발행관련회계, 세무자문 4~5 개 Case 다양함 홍콩

Financial Advisory 중국기업의 한국 카지노사업인허가 신청을 위한 재무자료 HKFRS 및 K-
IFRS 검토용역 R사 (중국 상장대기업) 건설, 부동산개

발, 호텔
홍콩

Financial Advisory 사업부 분할, 현물출자등 구조설계 검토 L사 (한국상장대기업) 유통 홍콩

Financial Advisory 건설프로젝트 원가산정자문 A사 (건설사) 토목, 건설 홍콩, 한국

Accounting ICO(Initial Coin Offering) 관련 회계처리 검토 용역 B사 (IT 기업) Software 홍콩

Liquidation Service 다수의 홍콩 법인청산관재인, 파산업무 등 청산 업무대리 및 세무자문 다수(연간 5~10건 수임) 다양함 홍콩

Valuation 사업인수 후 Purchase Pricing Allocation 지원 I사 (한국상장사) 서비스 홍콩, 중국

Valuation Fair Valuation Review (AFS) 수행 C사 (한국상장대기업) 서비스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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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주요 자문실적및 전문업무경험

서비스 업무성격 Ultimate client Target 회사업종 Target 주요 소재지

Financial DD Buyside 실사 S사 (상장 대기업) Medical Product 중국

Financial DD Pre-IPO 재무실사 S사 (상장중기업) Cosmetics 중국

Financial DD 가격정산 목적 실사 C사 (상장 대기업) Entertainment 홍콩/중국

Financial DD Buyside 실사 C사 (상장 대기업) Advertising 홍콩

Financial DD Buyside 실사 L사 (상장 대기업) IT 홍콩

Investigation 자금흐름/재무상태실사 N사 (상장 대기업) Software 중국

Investigation 부정적발조사지원 H사 (상장 대기업) Logistics 홍콩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N사 (상장중견그룹) 화학도로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K사 (상장대기업) 중화학제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N사 (상장대기업) E-Commerce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K사 (상장대기업) Cosmetics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N사 (한국상장사) Cosmetics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W사 (한국상장사) 휴대폰부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P사 (상장대기업) 비철금속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A사 (한국상장사) 통신부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W사 (일본상장사) 2차 전지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R사 (상장준비기업) 제약유통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M사 (한국상장사) 전자부품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S사 (상장대기업) 병원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V사 (한국상장사) 의료용 광학장비 제조 중국

Assurance 연결감사(PRC GAAP - IFRS 전환) I사 (한국상장사) 의료진단기기 중국

Assurance IFRS Audit (Pre-IPO 목적) S사 (한국상장사) 금형(타이어) 중국

Assurance IFRS Audit (Pre-IPO 목적) G사 (상장심사기업) 자동차부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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