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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DS Tax Strategies 

 

 

Tax Management Policy  

 

삼성SDS는 당사가 진출한 다수의 국가에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Samsung SDS faithfully fulfills the obligations on tax filing and payment in local countries where 

the company is based.  

 

세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조세 정책에 맞춰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각 국가의 세무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All employees responsible for taxation at local subsidiaries shall maintain honest and 

transparent relationships with the tax authorities in each country, and comply with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ax policies striving to prevent tax risks. 

 

삼성SDS는 변화하는 조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진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와 같은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As we proactively deals with changing tax policies,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ies where we do business, and do not transfer income to 

low-rate countries such as tax havens in order to evad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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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isk Assessment  

 

삼성SDS는 사내 전문 부서를 통해 각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파악하며, 파악된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amsung SDS operates a specialized department that carefully assesses tax risks that may 

occur in each country, and makes decisions based on the review results. In case necessary, we 

work with third-party experts in an effort to remove or mitigate tax-related risks. 

 

 

Tax Risk Management 

 

삼성SDS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법적 증빙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현지 세무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거래에 

관련된 정보들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In compliance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 we document and maintain legal proof of every 

transaction that occurs in our business. In addition, we maintain a transparent relationship with 

the local tax authorities by meeting all tax reporting and payment deadlines, while responding 

promptly and faithfully to their requests for data. 

 

더불어, 세법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세목에 대해 회사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검토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we conduct internal and external expert reviews on main tax items prior to tax filing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ax law applications. 

 

삼성SDS는 국제 거래에서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국제적인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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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DS reviews transfer prices for each overseas subsidiary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strives to prevent international tax risks by trading 

at normal-range prices for the arm’s length and related transactions.  

 

 

Contributions to Community Growth through Tax Management  

 

삼성SDS는 각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업성과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s a company that provides IT services to customers across the globe, we contribute to local job 

creation and pay appropriate taxes according to the projects performed in each country to make 

positive influence on the growth of local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