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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Auditing and Consulting

이삼한 대표 회계사

Web Based

S&S 회계법인에서제안하는
최고의 ERP Solution

2022년 7월부터필수적용되는

E-Invoice 연동가능

https://www.ssaudit.com

https://erp.ssaudit.com
(id: Sun and Shield / pass: - ) 

Developed since 2003 –18 years’ experience



 SMARTBOOKS™은 2003년부터 S&S에서 자체 개발하여 온 회계
및 인 사 관 리 ERP 프 로 그 램 으 로 .Net Framework 4.8 이
적용되었습니다.

 SMARTBOOKS™ 은 2008년 로컬 버전으로 당국에 저작권 등록,
2014년 베트남 최초 웹기반 ERP 시스템으로 등록된 최첨단
경영관리 툴입니다.

 SMARTBOOKS™ 관리효율 극대화를 위한 5가지 모듈 ① 회계
기장관리,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재고관리, ④ 인사급여관리 ⑤
승인 시스템 / 예산통제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S 회계법인은 SMARTBOOKS™ 를 통해 고객님들이 회계
데이터를 입출력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MARTBOOKS™ 을 통해 데이터 통일적 관리를 바탕으로 한 경영
생산성 신장에 더하여, 세관 및 세무서 보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월등한 효율성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
총계정원장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현금 관리

재고 관리

고정자산 관리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승인시스템/예산통제

구매지시서/판매지시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설정

전표 검토

설정 도구



은.. 회계전산 시스템
Accounting

 10가지의 회계모듈 구성

 검증된 기장 / 검토 시스템

 200여 개의 회계보고서 출력

Human
Resource

인사급여 시스템

 기업별 전문 맞춤수정 필요

 근태 및 급여 관리 자동화

 인사 및 고과 관리 시스템화

E - Tax Invoice
전자 세금계산서

 E-Invoice 사용 연동 가능

 회계시스템 연결 & 자동 처리

 VIETTEL 플랫폼 사용

 SMARTBOOKS™ 은 고객님의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표준화 버전: 회계전산 시스템 / 세금계산서
- 각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업체별 Customized 버전: 
재고관리 / 인사급여/ 승인시스템&예산통제

- 각 업체별 맞춤 수정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 시스템

 패키지성 / 기업별 맞춤수정

 각 기업별 재고관리 자동화

 세무서 대응 재고관리 효율화

승인시스템
/예산통제

 기업 내부프로세스의 표준화

 반복 보고업무의 자동화

 관리 효율성 향상



은..

Accounting
회계전산시스템

 10 가지의 회계모듈 구성

 검증된 기장 / 검토 시스템

 200여 개의 회계보고서 출력

Human
Resource

인사급여 시스템

 기업별 Customizing 필요

 근태 및 급여 관리 자동화

 인사 및 고과 관리 시스템화

Tax Invoice
전자계산서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시스템

 회계전산 시스템은 회계기장을 위한 필수적인 모듈로 구
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어떤 형태의 보고서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기장업체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데이터
신뢰성을 보증합니다.

 재고관리모듈은기업의 규모 및재고관리 복잡성에따
라 커스터마이징이가능합니다.

총계정원장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현금관리

고정자산

시산표,/ 시제보고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 보고서

판관비 명세서 / 매출원가보고서 등…

< 총 10개의 회계 관리 모듈 >

< 200여 개의 출력 보고서 양식 >

재고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인쇄세금계산서

전자결재

예산관리

판매 · 구매 관리

 2022년E-Invoice 의무화

 회계시스템 연결 & 자동 처리

 베트남 대기업 VIETTEL 협력사

 패키지성 / 기업별 맞춤수정

 각 기업별 재고관리자동화

 세무서 대응 재고관리 효율화

승인시스템
/예산통제

 기업 내부프로세스의 표준화

 반복적인 보고성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리의 효율성 향상



은..
 2022년 7월부터 E-Invoice 의무화 예정으로

많은 기업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S&S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SMARTBOOK 회계
프로그램에 E-Invoice를 통합하였습니다.

 E-Invoice 플랫폼은 VIETTEL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회계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처리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매우 편리합니다
(메일, 웹사이트 통한 발행).

Tax Invoice
전자계산서

 10 가지의 회계모듈 구성

 검증된 기장 / 검토 시스템

 200여 개의 회계보고서 출력

Human
Resource

인사급여 시스템

 기업별 Customizing 필요

 근태 및 급여 관리 자동화

 인사 및 고과 관리 시스템화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시스템

 2022년E-Invoice 의무화

 회계시스템 연결 & 자동 처리

 베트남 대기업 VIETTEL 협력사

 패키지성 / 기업별 맞춤수정

 각 기업별 재고관리자동화

 세무서 대응 재고관리 효율화

승인시스템
/예산통제

 기업 내부프로세스의 표준화

 반복적인 보고성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리의 효율성 향상

Accounting
회계전산 시스템



은..
 재고관리 시스템은 각 기업환경에 따라 표준

패키지성 모듈 또는 업체별 전문 맞춤수정이
필요한 모듈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재고를 시스템화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감사 및 법인세 대응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시스템

 10 가지의 회계모듈 구성

 검증된 기장 / 검토 시스템

 200여 개의 회계보고서 출력

Human
Resource

인사급여 시스템

 기업별 Customizing 필요

 근태 및 급여 관리 자동화

 인사 및 고과 관리 시스템화

Tax Invoice
전자계산서

 2022년E-Invoice 의무화

 회계시스템 연결 & 자동 처리

 베트남 대기업 VIETTEL 협력사

 패키지성 / 기업별 맞춤수정

 각 기업별 재고관리자동화

 세무서 대응 재고관리 효율화

Accounting
회계전산시스템

승인시스템
/예산통제

 기업 내부프로세스의 표준화

 반복적인 보고성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리의 효율성 향상



은..
인사급여 시스템은 업체별 전문적 맞춤수정이 필

요한 모듈로서, 직원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시
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태 및 급여 관리의 자동화, 인사고과의 시스템
화를 통해 고객님의 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 가지의 회계모듈 구성

 검증된 기장 / 검토 시스템

 200여 개의 회계보고서 출력

 기업별 Customizing 필요

 근태 및 급여 관리 자동화

 인사 및 고과 관리 시스템화

Tax Invoice
전자계산서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시스템

 2022년E-Invoice 의무화

 회계시스템 연결 & 자동 처리

 베트남 대기업 VIETTEL 협력사

 패키지성 / 기업별 맞춤수정

 각 기업별 재고관리자동화

 세무서 대응 재고관리 효율화

승인시스템
/예산통제

 기업 내부프로세스의 표준화

 반복적인 보고성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리의 효율성 향상

Accounting
회계전산 시스템

Human
Resource

인사급여시스템



은..
 승인절차는 그룹간 보고가 필요한 지출결의 등의 경상

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보고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영업활동: 구매, 판매, 생산, 청구서 발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투자활동: 고정자산 구매·청산, 자본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무활동: 차입, 상환, 금융리스 등 재무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10 가지의 회계모듈 구성

 검증된 기장 / 검토 시스템

 200여 개의 회계보고서 출력

 기업별 Customizing 필요

 근태 및 급여 관리 자동화

 인사 및 고과 관리 시스템화

Tax Invoice
전자계산서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시스템

 2022년E-Invoice 의무화

 회계시스템 연결 & 자동 처리

 베트남 대기업 VIETTEL 협력사

 패키지성 / 기업별 맞춤수정

 각 기업별 재고관리자동화

 세무서 대응 재고관리 효율화

Human
Resource

인사급여 시스템

 기업 내부프로세스의 표준화

 반복적인 보고성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리의 효율성 향상

Accounting
회계전산 시스템

승인시스템
/예산통제

지출-수령 목록

지출-수령 바우처 리스트

인쇄-코드 목록

현금흐름 예측

현금흐름 예측 및 실제 결과

현금흐름표 - 내부보고서



만의3가지강점

Ubiquitous
(Accessible)

Comfortable
(User-friendly)

Professional
(Reliable)

1. Web-based ERP system

: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

2. 사용자 수, 데이터 제한 없이 접속 가능

3. Https:// 를 통한 철저한 데이터 보안

1. 베트남 회계기준 최적의 환경 보장

2. 2016년 회계규정 변화 조기 반영

3. 철저한 검증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보장

4. 직급별 데이터 열람 단계 설정 가능

1. 한국어 포함 7개언어 지원(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2. 엑셀 및 타프로그램 데이터 호환성 탁월

3. 사용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Ubiquitous
(Accessible)

Comfortable
(User-friendly)

Professional
(Reliable)

의강점1 – 검증된신뢰성

베트남 회계기준
최적의 환경보장

 SMARTBOOKS™은 개발 단계에서부터베트남 현지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회계기준 및 IFRS (2022-2025)에 가장 적합한
ERP 패키지입니다. 

데이터 신뢰성 보장

데이터 열람 관리

 SMARTBOOKS™은 회계전문 기업 S&S에서 18년간철저한 검증을
거쳐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신뢰성을완벽히 보장합니다.

 현재 400여개의 업체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Appendix 참조)

 Manager, Senior, Junior 직급에 따라 데이터 열람 단계를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경영관리에 탁월합니다.

 인터넷 Firm Banking은 2021년 5월경 개발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2016 회계규정 변화
조기 반영

 SMARTBOOKS™은 회계 전문 기업에서 개발하여, 회계기준및 규정
변화에 대한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자랑합니다.

 2015년 회계규정 업데이트를 조기에 완료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Ubiquitous
(Accessible)

Comfortable
(User-friendly)

Professional
(Reliable)

의강점2 – 언제어디서나사용가능

Web-Based
ERP시스템

 SMARTBOOKS™은 웹기반 ERP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내 회
계 데이터에 접근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지 회계처리 뿐 아니라, 본사에서의 데이터 관리도 편리합니다.
 실제 입력시 Windows-based 시스템으로편리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자수, 데이터용량

제한 없음

 사용자 수의 제한이 있는 여타 로컬버전의 ERP 프로그램과 달리
SMARTBOOKS™은 사용자 수, 데이터사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철저한 데이터 보안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인 https://의 $150만 데이터 보안 보험 가입
 Visual Basic 기반 프로그래밍언어 및 SQR 서버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고객님의데이터 보안을 보증합니다.
 베트남 CMC Telecom Infrastructure JSC 업체의 Cloud Server를 이용



Ubiquitous
(Accessible)

Comfortable
(User-friendly)

Professional
(Reliable)

의강점3 – User-friendly한사용환경

한국어 포함
7개 언어 지원

 SMARTBOOKS™은 여러 언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지원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언어간 호환을 제공하여, 한국인 매니저가 관리하기 좋습니다.

엑셀 및 타 프로그램
데이터 호환성

 엑셀 및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된 데이터를쉽게 웹 상에 반영
하여 호환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편리합니다.

 동시에 엑셀을 통한 입-출력이가능하여, 데이터관리에 편리합니다.

User-friendly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입출력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자편리성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쉽게 학습, 적응 가능합니다.



Demo Version 확인

https://erp.ssaudit.com/demo
(id: Sun and Shield / pass: - ) 

 웹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직접 SMARTBOOKS™을 데모버전으
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E-Invoice를 강제하는 신규 법제조항이 시행 예정

• 모든 업체의 정식 Invoice를 통한 거래 유도

• 세수 확보에 도움

•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가 E-invoice를 통하여 진행 불법적인 탈세 방지 및 세수 확보 목적

E-Invoice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123/2020/ND-CP에 의거 2022년 7월 1일부로 정식 시
행될 예정입니다. 

E-Invoice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 자가인쇄 인보이스(Self-print invoice) 사용 기업

• 인쇄된 인보이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회사는 E-Invoice 전환 가능

• 신규 설립 업체

• 현재 전자세무신고 / e-Banking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및 E-invoice를 통한 회계 소프트웨어 전환이 가능한 기업

• 그 외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E-Invoice Definition
(Decree 123/2020/ND-CP, Decree 119/2018/ND-CP
Law 38/2019/QH14)



S&S E-Invoice 의 장점: 

 거래 정보의 정합성 및 신빙성 보장

 종이 인보이스 구매 필요 X, 고객정보 저장 가능 등 편리성 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간 및 비용 절약(업무의 효율 증대)

 전자서명기능 탑재(언제 어디서든 사용가능)

 인보이스의 수령 대기 및 우편 송부 등의 불편함 없음(분실, 회손 등 위험 방지)

 고객 요청에 따라 SMARTBOOK 회계 프로그램과 즉각 연동 가능

 자체인쇄 세금계산서 시스템

E-Invoice 사용방법

 E-invoice 사용에 앞서 조세당국에 신고 및 E-Invoice 코드 수령

 현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또는 E-Invoice 제공업체 사용 계약 체결 및 설치·교육

 E-Invoice 형식: XML, PDF

 E-Invoice 전달방식: 이메일, 웹페이지 등을 통한 송부 및 수령

 S&S 회계법인의 Smartbook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 바로 E-Invoice 작성 및 전송 (여러명 동시 전송)
가능

S&S 회계법인은 ..

베트남의 공신력 있는 VIETTEL과의 업무 협정을 통하여

고객님께 최고 품질의 e-Invoice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Invoice Implementation
(Decree 123/2020/ND-CP, Decree 119/2018/ND-CP
Law 38/2019/QH14)



E-Invoice Usage
(Circular 32/2011/TT-BTC -14/03/2011)

기업 측
(E-invoice 발행)

최종 사용자
(E-invoice 수령)

개인

기업

1. 열람

2. Transform

3. 다운로드

4.  전자서명

5. 회신



E-Invoice 발행은 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VIETTEL 통신사 제휴)

 고객정보를
목록에 기입
(email 주소가
반드시 필요)

 E-Invoice 
항목에서 기
입력된
고객정보 등록

 AR/Sales(매출) 
인보이스 등록

 E-Invoice에
매출 등록

 e-invoice 발행을
위한 VIETTEL 
Register Form 
작성

 pdf version 작성
 pdf 형식의
 e-invoice 유첨

메일 수령

Export

Smartbook
AR/Sales (매출)

Smartbook
E-Invoice 모듈

VIETTEL
(통신사)

고객

 E-Invoice 수령
고객목록
VIETTEL에 자동
등록

Issue

Step 1

Step 2

Send

Transfer



Step 1. 고객정보 등록
 2단계: E-Invoice 모듈에 기 입력된 고객정보 등록 1단계:  고객정보 기록

(E-mail 정보 필수 등록)



Step 2. 인보이스 발행  E-Invoice 모듈에서 판매 / 매출 입력시, 
기 등록된 고객사 E-mail로 PDF 형식의 인보이스를
VIETTEL을 통하여 자동 송부

 데이터 입력의 간편성
및 매출 기록시 자동
발송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VIETTEL 과 의 업 무
제휴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Ubiquitous
(Accessible)

Comfortable
(User-friendly)

Professional
(Reliable)

HR 관리 소프트웨어 소개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강화

 SMARTBOOKS™ HR 소프트웨어는 업무내용과업무평가를 직원 개개
인마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HR소프트웨어의 페이롤 기능을 통해 효과적인급여체계 수립 및 조직관
리가 가능합니다.

인사고과 평가 및
결정 보조

 인사고과에 필수적인 KPI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HR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사실관계 및 정보에 근거한 인사 결정을 내

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직관
적인 인터페이스 적용

 HR 소프트웨어상 정보입력과 추출이 보다 쉽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를 적용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 사용방법을 쉽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HR 소프트웨어의 웹버젼은 2021년 6월경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
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rr



HR 모듈 소개

HR 관리의 이점

 조직수준의 목표를 발견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직원 개인마다

의 능력을 이끌어냄

 인적자원 관리와 조직의 전부문의 관리와 더불어 조직의 전반적

인 전략적 계획 구축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내부에서 개발하거나 해당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

 조직내 역량과 필요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내부 경쟁우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KPI 평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

 직원정보/내규/노동내규/퇴직/신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약

100개 종류의 보고서 작성 및 관리 기능



전자승인 – 예산관리 모듈 소개

승인시스템의 이점: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내부 업무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승인요청 정보의 진위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예산관리모듈의 이점:

 현금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사용내역과 예산안을 비교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관리된 지출, 예산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경영진

이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SMARTBOOKS사용 시 기존 회계/HR정보를 스마트북스로 최저 비용으로 이관하여 드립니다.

 SMARTBOOKS의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은 베트남 내 통신 대기업 VIETTEL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E-Invoice Quotation

Service License

스마트북 회계소프트웨어
웹버젼 및 로컬 버젼

 로컬버젼: 1,000 USD
 로컬 + 웹버젼 동시 사용 시: 1,200 USD
 유지보수비: 1년간 무료, 이후 연간 360 USD
 방문교육: 일별 1,000,000 VND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디자인, 설치, 등록
 1회 설치료 : 300 USD

기타
 귀사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맞춤형 보고서 및 기능

이 있으실 경우, S&S 회계법인에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R 소프트웨어

 ~ 300명 : 3,000 USD (Standard version)
 ~ 500명:  4,000 USD (Standard version)
 유지보수비: 1년간 무료, 이후 연도별 계약금액의

15% 부과
 종업원 수 500명이상시: 별도 견적 문의
 초과근무 통제 맞춤설계: 별도 견적 문의



상담문의

호치민 사무실 (HCMC Head Office)

8th Floor, YoCo Office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CMC

Tel :  +84(28) 3910.4996 / 4997

Fax:  +84(28) 3910.4998

하노이 사무실 (Hanoi Branch)

7fl, Vinaconex 9 Building, Phạm Hùng St, 
Me Tri Ward, District Tu Liem, Tp. Hanoi 

Tel :  +84(24) 6251.2199

Fax:  +84(24) 6251.2201

이준석 부장
 Mobile : +84. 91. 589. 2278 
 E-mail : samuel230@hanmail.net

 호치민

이삼한 대표
 Mobile : +84. 91. 377. 2279
 E-mail : samuel230@hanmail.net

 총괄

황명주 지사장
 Mobile : +84. 91. 979. 2098
 E-mail : samuel230@hanmail.net

 하노이

Mr. Phan Xuan Truong
 Mobile : +84. 90. 438. 3865 
 E-mail : truong.px@ssaudit.com

 HCMC IT 
Manager

Mr. Luong Tran Tien
 Mobile : +84. 98. 331. 6784 
 E-mail : tien.lt@ssaudit.com

 HCMC IT 
Consultant

Mr. Nguyen Dinh
Vuong Hoang

 Mobile : +84. 34. 980. 0354
 E-mail : hoang.ndv@ssaudit.com

 HN IT 
Consultant

Mr. Nguyen Hoang 
Giang

 Mobile : +84. 98. 749. 0581
 E-mail : giang.nh@ssaudit.com

 HN IT 
Manager



SMARTBOOKS™ 고객 리스트 (HCMC office)Appendix
HCMC Client CHEIL GRIDING HAN MEN IS VIETNAM LOTTE CORP. PROS TRAN SUNG JU

ATOMY CSPI HYUNDAI MOTOR IN TEC
LINDEN

INVESTMENT
SHINJIN CORP. SURE DENT VINA

AXIS CTC VINA
HWACHEON 

MACHINARY
INAH VINA LTS VINA S&K SNOW CORP.

BACARDI DAEYUN GBFMS SEA INZI VINA MAX LOGISTICS SAMHWAN VINA TEX VIETNAM

BCP TECH DK VINA GEM&CO JK VINA MYUNG SUNG SEJUNG TK P&S VINA

BNX DLHI VIETNAM GTL JOON WOO LABEL MAGNON SEMI TAE IN TRADING

BOKWANG DONG HWA GIBAEK SPORT JSP TECH MJ ARGI SEOWON VN TOP CLASS

BO VIET FORKLIFT EUNDAN GFN VIETNAM
JSI VINA

(Taekwang Corp.)
MINTIT SK ENERGY TRINOX

CMC CORP.
ELON VIETNAM GLORYTEX

JUNO 

COLLECTION
NAVER CORP. SOMANG WAVE ASEAN

CHANG DAE
HUMASIS GUSAN KNK SAIGON PYUNGAN VINA SUDA WEDDING BOOK

CHONG KUN 

DANG HEAVEN TREE GS NEOTEK KT CORP. PLAY AUTO SUNG A WOOYANG CORP.



SMARTBOOKS™ 고객 리스트 (Hanoi office)Appendix
Hanoi Client BOSUNG ENG DOOSUN

GG HAI 

DUONG
HNJ VIETNAM KOSCA NEW FLEX SDSV

VINA KI 

GLOBAL

ABCO CAP GLOBAL
DOOSUNG 

MOTOR

GLOBAL AL 

TEC

HOSUNG 

INTERNATIONAL
KOVINA NET NI FLEX SET VINA VINA KOREA

AJU RENTAL CH FLEX DS GLOBAL G-MAX
IVORY THANH 

HOA
KR VIETNAM NPI SEYANG

VINASIA 

FOOD

ALIM CORP. CN PLUS
ECOS 

ELECTRONIC
GOSHEN IVORY THAI BINH LEENO ST OSUNG VINA SNET XAVIS TECH

AMO TECH CUBE TAG EL TS VINA
GRAND 

PLAZA
JC TECHNOLOGY LISAL PHOENIX SNS VINA YG TECH

AOT VINA
DAEGUN 

DAEGUN
E-LITECOM GSR VINA JEIL C&C

LOTTE DUTY 

FREE
SAM HYUN SUHIL VINA YG-1

ASEA

DAERYUN

DAWOO 

APPAREL
EMTEC VINA HA HAE

KAI 

INTERNATIONAL

MAX 

LOGISTICS
SAM OH VINA SUP VINA

YOUNG 

DIECATING

ASIA

PRECISION
DAWOO STC ENTER B-NB HAIVINA KF VINA MAZARS

SANG-A 

FRONTEC

TAESEUNG 

VINA
YOUNGJIN

AUTOCON DK I&D VINA EXT VINA HANA KOVI KIDO VINH MIRTEC SANGWOO THO LOC YOUNG IN

BAEKJE GALBI
DONGSUNG 

VINA
FELIX HANARO TNS KIMS CLINC MYUNGJIN SD CHEMICAL THO XUAN

GRAND 

VEGAS

BN TECH
DONGYANG 

ST
FINE MS HBS TECH KIMS TECH NAMDONG SDS VINA USCOM PULMU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