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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R
컨설팅 소개

인사말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성공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TAOR 컨설팅은 터키의 복잡한 행정 처리 및 언어 소통의 불편을 극복하고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컨설팅사 입니다.
터키는 수천 년간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무역 통로로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는 유럽과 중동의
제조시설 기지 및 판매처로 활용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제 터키라는 낯선 환경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터키
와 한국의 비즈니스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TAOR 컨설팅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정직.성실.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대표 노 은 주

TAOR
컨설팅 소개

TAOR VISION

홍익

양심을 밝히는 마음,

정직

정성스럽고 참된 자세,

성실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힘,

책임

스스로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직

집중력과 일관된 마음으로 맡은

진실함을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창조

하게 보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합니다.

적인 에너지를 쏟아 내 일처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조화로움

TAOR

연 혁
컨설팅 소개

2015. 4월 TAOR 설립
ERKAN 회계법인 PARTNERSHIP 체결
2016. BIRGAN YILDIZ 법률 사무소 PARTNERSHIP 체결

RANDMAN 공인회계법인 PARTNERSHIP 체결
BILGI 회계법인 PARTNERSHIP 체결
2017. 1월 TAOR 유한회사 전환
SELIM 법률 사무소 PARTNERSHIP 체결
KOTRA 현지 법인설립 수행기관 선정
2018. aT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현지 전문수행기관 선정

조직도
대 표

세무 · 회계팀

법률 지원팀

지사화팀

경영 지원팀

세무 컨설팅

법률 자문

시장 조사

WORK VISA

회계 컨설팅

인증 취득 자문

터키 진출 지원

전문 번역

외부 감사

상표권 출원 대행

현지화 자문

기업 청산

수출 마케팅 지원

TAOR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와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z

- 현지 법인 설립 실무 절차 자문 및 대행

- 법인 설립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인허가 사항 유무 조사
- 정관 작성 및 중요 서류 작성에 대한 자문

법인 조직 변경 자문
- 최적의 조직 변경 방안 제시
- 조직 변경 절차 소요 기간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자문
- 변경 절차 대행

등기 변경 업무
- 대표자 변경
- 주소지 변경
- 지분 변경

사업 영역

법인 / 대표처 설립 및 변경

TAOR
회사를 유지, 운영 전반에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공인 회계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현지 세무 신고 및 장부 기장
- 회계 감사
- 각종 세금의 납세 의무, 세율, 납부 방식, 환급 등 에 대한 자문
- 조세 절감

현지 경영 컨설팅
현지 경영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개별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법률 · 계약 분야 자문
- 인사 노무 분야 자문
- 고용 계약서 작성
- 무역 통관 분야 자문
- 대정부 행정 업무 관련 자문

사업 영역

세무 회계

TAOR

고객사 주재 인력이 현지에서 철수한 후에도 현지에서의 철수 실무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 일반 · 특수 청산 및 파산 절차 참여 관련 세무 · 회계 및 법률 자문 제공
- 청산 실무 대행
- 파산 실무 지원

법률 자문
진출 및 운영 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상세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노동법, 회계 · 세무 관련 법규 자문
- 통관 · 무역 관련 법규 자문
- 터키 내 분쟁 시 소송 · 중재 관련 자문
- 상표 사전 조사, 상표권 출원 대행

- 특허 사전 조사, 특허권 출원 대행
- 터키 인증 취득 자문 및 대행

사업 영역

투자 법인 철수 및 청산

TAOR
터키 진출을 위한 전략 제시 뿐만 아니라 현지 실행을 지원해서 시장에 안착 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지원을 합니다.

시장 조사
- 시장 트렌드, 경쟁 구조, 주요 제품 및 가격, 유통 구조 조사
- 프로모션 트렌드, 소비자 행위 조사

잠재 바이어 리스트 도출 및 핵심 바이어 발굴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희망 지역의 바이어 발굴
- 계약 진행 지원

상품 현지화 지원
- 상품 및 포장 현지화, 매뉴얼 및 카탈로그 현지화
- 브랜드 및 상품명 현지화

온 · 오프라인 입점 지원
- 오픈 마켓 · 오프라인 마켓의 입점 지원 및 절차 지원
- 오픈 마켓 시장성 테스트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홍보물 제작
-현지 환경에 적합한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홍보물 디자인

사업 영역

마케팅 컨설팅

TAOR

터키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지 않고 외국인의 터키 거주는 사업,관광,연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연과 언어 소통의 불편함으로 까다로운 비자
문제를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컨설팅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 노동 비자
- 노동 허가
- 단기 기술 비자
- 가족 거주증

전문 번역 서비스
법률 검토 및 입찰 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공증이 가능한 한 · 터 , 터 · 영 공인 번역 문
서를 제공합니다.

- 일반 문서 : 비즈니스 공문 및 일반 서신 문건
- 전문 문서 번역: 법규, 특허, 계약 문건
- 기술 문서 번역: 입찰 서류, 매뉴얼, 제품 카다로그,설명서 등
- WEB문서 번역: 홈페이지, E-CATALOG, 블로그 등

사업 영역

WORK VISA

고객사

TAOR

TAOR CONSULTING
TAOR DANIŞMANLIK DIŞ TİC. LTD. ŞTİ.

ADDRESS.
ORUÇREİS MAH. VADİ CAD NO.108 İSTANBUL TİCARET SARAYI
K.7 D.423 GİYİMKENT SİTESİ ESENLER 34235 İSTANBUL TURKEY
TEL. +90 212 232 37 29
INTERNET TEL. 070 4806 9677

FAX. +90 212 232 38 95
WEBSITE. www.tao-r.com
E-MAIL. consulting@tao-r.com

컨설팅

주소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