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사업 확장을 하는데 있어 익숙하지 않은 법률 및 규정들로 인해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저희 Briddge Legal & Finance 의 재무 및 법률 전문가들은 귀사의 유럽 내 성공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의 신규 사업 기획부터 법률 및 재무
업무까지 전세계의 고객분들께 최적의 맞춤식 현지 써포트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폐사는 현재 암스테르담, 헤이그(덴하그), 로테르담, 로스앤젤레스 총 4 개의 사무실에 약 95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파트너들과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기업 상황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은 Briddge 만의 경쟁력입니다.

재무 서비스

인적 자원 서비스

귀사를 대신하여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유럽

기업에 있어 직원 양성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국가에서의 재정 조정도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필요한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Briddge 에서는

데이터 입력 및 입력 감사와 같은 간단한 업무부터

고용 계약서 작성을 포함, 귀사에 적합한 인재

(국제) 재무 보고서 및 재무 관리자 역할과 같은

채용과 신규 입사자의 효율적인 적응 프로그램

복잡한 업무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Onboarding 시스템)을 비롯하여 인재 개발 및 업무

법무 서비스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병가 기록과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직무 관련 및 사적인 분야 모두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임원급 직원들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 관련

위한 인사노무 실무 및 규정 관련 자문, 작성 등

법적 이슈들 (예: 주식, 계약 및 노동법, 법적

다양한 영역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구조조정 등)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거주 및 취업

서비스도 함께 안내 가능하오니 인사 관리와

허가증, 30% Ruling(근로소득 감면 혜택), 모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형태의 계약서 및 기타 법적 문서 작성 및 검토 등과

있으시면 언제든지 Bridgge 에 문의하여 주시기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기

바랍니다.

업무에 국한되지는 않으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급여(Payroll) 서비스

국제 조세 서비스

각 나라별로 상이한 관세 제도로 인하여 국제적인

국제 조세는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용 가능한

급여 지급 관련 업무는 매우 복잡한 경우가

규칙이 다양한 만큼 매력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많습니다. 급여 관리를 흠 없이 실시하기 위해서는

폐사에서는 고객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유럽의

현지 규칙 및 규정 지식이 필요합니다. 폐사에서는

조세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네덜란드를 포함, 모든 해외 자회사의
페이롤 써포트 뿐만 아니라 급여 관리 시스템 구축

세무 서비스 예시 :

및 운영, 균등세, 본국-유럽 간의 급여 지급 등 보다

•

세무 진단, 이전 가격, 국경간 거래 등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

세금 신고,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소득세
관련 절차 전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비스도 고객의 사업 및
상황에 따라 최적의 맞춤식 서비스와 가격을 약속
드립니다.

•

현지 세무서와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대행

•

네덜란드 내 부가가치세(VAT) 환급 신청

•

그 외 세무 관련 업무 전반

Briddge 는 유럽에서의 복잡한 법률, 인적 관리, 세무, 페이롤 등을 한번에 해결 가능한 최상의 올인원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유럽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써포트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www.briddge.com

Contact Information : Korea / Japan Desk : Boram Choi (Boram@bridd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