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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P CHOONGJUNG– 
THE FIRST
MULTINATIONAL 
& INTERNATIONAL 
TAX FI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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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직  세무법인 충정–국내및 국제조세 전문 세무법인
세무법인 충정은 한국 유수로펌 충정의 자매법인으로 출발하여 개인과 법인의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자문, 불복등 다국적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세무법인입니다. 서울 역삼동 본사를 비롯하여 

서울에 5개 사무실, 수원및 울산에 각 1개의 총 7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조직  세무법인 CKP충정– 한국최초 다국적 세무법인
세무법인 충정은 미주최대 한국계 미국회계법인인 CKP 회계법인과 10여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국제조세이슈, 사전협의 및 BEPS/이전가격 분쟁 등 서비스도 다국적화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CKP 회계법인과 합동으로 국제조세 전문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  

형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무사법 제19조에 따라 CKP 국제조세 전문 파트너들의 외국세법자문사 

출자가 되며 세무법인 명칭도 CKP충정으로 변경하여 한국최초의 다국적 세무법인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국내조세서비스는 종전과 변함없이 각 사무실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CKP, LLP – 미주 최대 한국계 미국 회계법인
CKP회계법인은 2005년 창립되어 미국내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부분 지역, California 주

Los Angeles, Irvine, San Francisco, San Diego, Alabama주 Montgomery, Auburn, Georgia 주 

Atlanta, 그리고 New Jersey주 Fort Lee에 8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US의 멤버펌입니다.  RSM은 세계 6대 회계법인으로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회계법인이며 CKP는 RSM 미국조직의 일부입니다.  CKP충정은 필요한 경우

CKP와 RSM 미국조직을 통하여 전세계 120여 국가에 간접 네트웍을 구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CKP는 현재 450여 한국계 미국기업에 회계감사와 미국 국내 및 국제조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FATCA/FBAR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국회계법인 최초로 서울사무실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합동 세무법인 CKP충정이 출범함에 따라 CKP의 서울사무소는 세무법인 CKP충정에 흡수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 국세청 국제조세분야와 미국에서 다국적기업 서비스에 

오랜 경력을 쌓은 최고 수준의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담당합니다.

신속합니다

국내에서 해외관련 업무를 의뢰하면 현지 제휴법인에 

재의뢰하여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나, CKP충정은 

다국적법인이라 공간적 제약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경제적입니다

서비스구조가 복잡한 Big4 회계법인이나 대형 로펌에 비해 

서비스의 수준은 뒤지지 않으면서 경제적인면에 월등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전세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CKP의 글로벌 네트웍을 이용하여 북남미는 물론 전세계 

120여개국에 접근이 가능하여 Big4 회계법인에 뒤지지 않은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OUR
STRENGTH



4

국제조세 사업영역
 기업 국제조세 컨설팅

 • 이전가격, APA(일방 및 쌍방), 상호합의, 고정사업장, BEPS 관련 컨설팅

 • In-bound & Out-bound 다국적기업 전반 컨설팅

 • 다국적기업 세무보고, 조사대행 및 불복

  

사업과 재산의 미국이전 및 미국투자 (M&A등)

 • 다국적 M&A 지원 및 컨설팅(타겟선정, 가치평가, 자산실사 업무 등)

 • 개인투자가들의 합법적인 미국투자 및 자금이전 컨설팅

 • 미국내 전문가들과 연계한 부동산 및 자산관리 서비스

한국거주 미국납세자 EXPAT TAX 

 • FBAR 및 세무보고 불이행자에 대한 컨설팅 및 SFOP(자진신고)서비스

 • 국제간 증여 및 투자관련 등 미국세법 컨설팅

 • 미국납세자 연간소득세 보고 Form 1040 및 해외자산 신고

PROFESSIONAL 
SERVICES 
WE PROVIDE AND 
LOCATIONS WE 
SERVE

서울 본사 

강남 

송파 

동부 

여의도

울산

수원 /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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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IN KOREA LOCATIONS IN U.S.

서울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302호

 T. 02-778-1391~1395

 F. 02-778-1399

 

Los Angeles O�ce
3435 Wilshire Blvd., Suite 2240

Los Angeles, CA 90010

 T. (213) 480-9100

 F. (213) 480-9107

 

서울 강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빌딩 2층

 T. 02-3444-2600

 F. 02-3444-9933

 

New York O�ce 
400 Kelby St. Suite 1206, 

Fort Lee, NJ 07024

 T. (201) 585-7200

 F. (201) 585-7203

 

서울 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T. 02-960-0203

 F. 02-967-6375

  

Irvine O�ce 
2010 Main St., Suite 520

Irvine, CA 92614

 T. (949) 757–0900

 F. (949) 757-0668

 

Montgomery O�ce
6743 Taylor Circle

Montgomery, AL 36117

 T. (334) 356-5550 

 F. (334) 356-8880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58 

혜창빌딩 3층

 T. 052-265-9960

 F. 052-265-9961

 

Atlanta O�ce
3675 Crestwood Pkwy, Suite 506

Duluth, GA 30096

 T. (770) 559-0725 

 F. (678) 691-4500

 

Auburn O�ce 
3320 Skyway Drive Suite 807

Opelika, AL 36801

 T. (334) 203-1536 

 F. (334) 203-1537

 

서울 송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05 

(풍납동 뉴원빌딩 5층)

 T. 02-489-5861

 F. 02-489-5864

 

San Diego O�ce
7675 Dagget St., Suite 360

San Diego, CA 92111

 T. (858) 560-5200

 F. (858) 560-5697

 

서울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008호

 T. 02-786-7758

 F. 02-786-7759

 

San Francisco O�ce 
700 Airport Blvd, Suite 170

Burlingame, CA 94010

 T. (650) 937-1040

 F. (650) 627-0002

 

수원/화성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161, 302호

 T. 031-898-9728

 F. 031-898-9729

 

San Francisco

Los Angele

Irvine

San Diego

New York

Atlanta

Auburn
Montgomery



6

정 민 Jung Min 총괄대표

• 광주지방국세청장, 전산정보관리관 역임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 국세청 조사국 조사 1,2,3과장 역임

• 미국 청산신탁공사(RTC) 및 미국 국세청(IRS) 파견근무 

• 대통령 비서실과 주 뉴욕 총영사관 영사근무 

• 행정고시 (18회)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김 훈 Kim Hoon AICPA, CGMA, MBA

• CKP 회계법인 공동대표/Founder

• 은행 국제부 책임자 13년, 다국적기업 감사 및 국제조세법 

  컨설팅 책임 파트너 25년

• 고려대학원 국제경영학/샌디에고 주립대학원 회계학 석사

 

박금구 Keum K Park총괄부대표

•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

• 국세청 국제조세과, 원천세과

• 나주세무서장 역임

• 홍천, 동대문, 영등포, 여의도, 남인천세무서 부가세, 

   법인분야 근무

•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 국세청 근무 38년

 

정예은 Joanne Jung E.A.

• CKP 서울상주 미국 세무사, AICPA Candidate

• CKP 샌디에고 및 어바인 사무실 Senior in Tax

• 샌디에고 주립대 회계학 

강신욱  Kang Shinwook 세무사

•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근무

  이전가격, 역외탈세조사 등 업무담당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다년 근무

  법인조사, 개인재산분야 조사, 주식변동, 조세범칙조사 등

• 일선세무서에서 소득, 법인, 부가 등 다양한 업무 취급

 •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최응환  Rap Choi 국제조세부문 대표

• 법무법인 경력 10년 : 김&장 시니어 파트너/변호사 

   M&A 및 국제조세 책임파트너

• 회계법인 경력 17년 : 미국 PwC, KPMG, E&Y조세 파트너 및 

   한국 한영(EY Korea), CKP 국제조세 담당 부대표 역임

• 한국과 미국에서 27년간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자문 수행

• 한국 국세청 및 재경부 자문위원 역임

• 서울대 경제학과, UCLA 경제학석사, 

   UCLA 경제학박사, UCLA 법학박사

• 미국 변호사 (California)

• CKP 어바인 및 서울사무실 책임파트너

김원준  Wonjoon Kim AICPA, Esq., LLM

• CKP 세법변호사 및 회계사

• 해외거주 미국인의 해외자산 및 소득신고/ 자진신고 전문가

• 동국대 법대 법학사 및 퍼시픽 맥조지 법대 세법 석사

국제조세 서비스팀

실무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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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Jin Oog Suh 세무사

• 부산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역임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역임

• 뉴욕 및 LA 총영사관 국세담당 영사 역임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역임

• 행정고시 (31회)

• 현 이정회계법인 고문

• 현 국제조세협회 이사

•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UC Berkeley 경영대학원 MBA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황웅성 Peter HwangMBA, Registered Broker

• 미국 거주 Wealth Management 전문가

• 스노든레인 파트너스 아시아고객 담당 시니어 파트너

• 메릴린치 뉴욕 자산관리 부문 Managing Director 15년

• 삼성증권 뉴욕법인장 역임

•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 고려대학교

배원기 Wonkee Pae 교수/회계사/세무사

• 삼정 회계법인 이전가격팀 파트너 역임

•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조세 파트너 역임

• 한국은행 및 삼일회계법인 근무

• 현 신한회계법인 고문

• 현 홍익대학교 경영 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차비호 Biho Kevin Cha AICPA

•  한국 거주 외부 전문가

•  미국 공인회계사 실무 경력 33년

•  모간 스텐리 재정/ 투자 전문가 역임

•  미육군제대 및 북가주 공인회계사 협회장 역임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회계학 

자문, 프로젝트 협력파트너

전문가 지원팀

OUR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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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CKP충정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302호

대표전화   02-779-1391

국제조세   02-3445-6619

웹사이트   ckpcjtax.com

최응환  국제조세부문 대표 

rapchoi@ckpcpas.com

박금구  부대표 

keumgupark@daum.net

정예은 

joannechung@ckpc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