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onate for what's next.
Korean Practice Services

미국 진출 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파트너쉽

Advisory

|

Assurance

|

Tax

|

Private Client

|

Cloud Accounting

귀하의
성공적인
미래와
함께
합니다.
핵심 가치: 미국 대형 회계법인의 최상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더욱더 친근한 신념으로,
더욱더 친밀한 관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쉽을 추구 합니다.

What’s next for your business?
귀사의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귀사의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협력자 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곧 귀사의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다음 단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이루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발전 및 현지 지원에 필요한 여러 사업 목표를 돕기 위해:
(1) 어떤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 합니다.
(2)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이 (회계/세무/관세) 요구되는 비즈니스 사항을 통합
하여서 수월한 업무 처리로 도와 드립니다.
(3) 국제적인 이슈 및 나라간에 문화, 언어 등의 차이를 잘 이해 하여 서로 융합
하여 성공적인 과정을 이끌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1952년 부터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에 본사를 가진 최고 규모의 회계법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립된 이후, 미국 동남부에서는 오랜 기간 주정부 및 현지에서 가장
인정 받고 선두적 회계법인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동남부에서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의 깊은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잘 파악 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현대화된 회계법인으로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누구보다
먼저 선취하고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The Aprio Way, 30 fundamentals 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모든 전문의들이 함께 힘을
쓰고 있으며, 더욱더 유용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사회, 국가, 나아가 국제적 경제에
기여하는 회계법인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 입니다.
Welcome to Aprio.

Ap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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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산업 및 세대에 걸쳐
신뢰 할 수 있는 조언자
유망한 창업 기업에서 유명한 시장 리더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기업
에 지속적인 사업 파트너로써 조력합니다. 여러 이정표가 가져올 기
회와 위험을 탐색하기 위해 친근하고 친밀하게 귀하를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산업 및 비즈니스에 분야에서 입증 된 전문 지식,
깊은 이해 및 전략적 방안들을 제공합니다.

제조 및 유통

비영리 및
교육

전문적인
서비스 관련업

부동산 및 건설

소매, 프랜차이
즈 및 호텔 관광

기술 산업 및
블록 체인

Ap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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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o (아프리오) 회계법인 개요
회계 법인 아프리오 (Aprio, LLP) 는 1952년 애틀랜타에서 설립
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약 50개국이 넘는 국제적인 고객들에게
회계 감사, 세무 및 컨설팅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인 현황
•

65 년 이상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

•

30 개국 언어로 제공 되는 서비스

•

미국내 50 개주 및 50 개국이 넘는 곳에서의 고객분포

•
•

800 명 이상의 전문 직원
25% 이상의 해외 출신 직원

•

83 개국이 넘는 Morison KSi 글로벌 연맹 소속

•

15 명 이상의 한국어 가능한 직원

랭킹 관련 현황
#1 조지아 주에서 본사를 가진 가장 큰 CPA 회계법인
애틀란타에서 Big 4 다음 가장 큰 회계법인 (Atlanta Biz Chronicle)
Top 50 firms in U.S. (accounting today, inside public accounting)
Top work places (The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AJC) '17-'21

Aprio

5

귀하에게
저희
회계법인이
드리는 약속:
*우수하고 탁월한 고객 서비스
*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
*여러 분야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
*차별화된 전문 지식 제공
*국제기업 중심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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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rio Way
We want your experience with Aprio

Act with integrity

and for you to feel our services are

Do what’s right for the client

attentive.

Look forward

With genuine care and deep expertise,

Be a fanatic about response time

help guide you to tomorrow.

Honor commitments

Our goal is for you to always get the very

Be proactive

to be far beyond that of other firms –
professionally valuable and personally

Aprio is here to serve you today and

best from us.

Be the expert advisor
Pay attention to the details
Provide a great client and team member
experience
Delive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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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behaviors we are committed to living and
delivering for our clients and each other, every day.

Practice blameless problem-solving

Embrace change

Listen generously

Walk in your clients’ shoes

Speak straight

Be kind

Get clear on expectations

Make a difference

Be curious

Build meaningful personal relationships

Be relentless about improvement

Think and act like an owner

“Bring it” every day

Be a brand ambassador

Think one Aprio

Celebrate success

Work smart

Respect confidentiality

Share information

Keep things fun

Aprio

8

Korean Practice Services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prio (아프리오)의 Korean Practice
Services 팀에서는 귀사가, 저희가 제공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하여 성공적인
미국 진출 및 국제적 사업확장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구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합하여, 고객
에게 혁신적이고 유익한 서비스로 함께
전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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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는 서비스
범위를 확장 하며, 더욱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AX

PRIVATE CLIENT

APRIO CLOUD

Financial, Estate and

Cloud Accounting

Gift Planning

Investment Advisory
Tax Planning and

ASSURANCE

ADVISORY

Financial Assurance

Blockchain Consulting

Information Assurance

Business Valuation

PCI DSS

ISO 27001 and ISO 22301
SOC Reporting
GDPR

HITRUST
Aprio

Virtual CFO Services

Preparation

Non-Financial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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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ax Outsourcing

Business Technology Consulting
Data Analytics

Financial Consulting

Litigation Support & Forensic Accounting
Retirement Plan Services
Transaction Advisory

Passionate for
what’s next®
Korean Practice Services Contacts:
Ryan Ahn, CPA
Partner : Korean - International Services
Mobile in U.S.A: +1-404-435-4885
Email: Ryan.Ahn@aprio.com
https://www.aprio.com/people/ryan-ahn/
Jae Kim, CPA (김재천)
Manager : Korean - International Services
Mobile in U.S.A: +1-317-445-6983
Email: Jae.Kim@aprio.com
https://www.aprio.com/people/jae-kim/

Since 1952, clients throughout the U.S. and across more than 50 countries have trusted

Aprio for guidance on how to achieve what’s next. As a premier, CPA-led professional

services firm, Aprio delivers advisory, assurance, tax, private client and cloud-based

services to drive profitable growth, manage risk and protect wealth. With proven expertise

and genuine care, Aprio’s team members serve individuals and businesses, from promising

start-ups to market leaders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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