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inuing our partnership to accelerate growth

What’s next in 2022? 

2022년도 상반기 준비 점검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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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22 Outlook: 세무적관점

2022 Outlook: 회계적관점

2022 Outlook: 자문적관점

Contacts: 한국어 업무팀

Additional resources (upon
reques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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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52, clients throughout the U.S. and across more than 50 countries 
have trusted Aprio for guidance on how to achieve what’s next. Aprio delivers 
advisory, assurance, tax, outsourcing, staffing and private client services to 
build value, drive growth, manage risk and protect wealth. With proven 
expertise and genuine care, Aprio serves individuals and businesses, from 
promising startups to market leaders alike. 

More Revenue, less effort
Like you, our goal is always to make it easier for clients to 
achieve their goals.  As a top 50 business advisory and CPA 
firm, Aprio provides the technical expertise and innovation 
you would expect from a large global provider delivered with 
a more attentive client experience by senior-level team 
members. 

A brief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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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OUTLOOK: 세무점검사항 TOP 3

BBBA
Build Back Better Act
BBBA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다국적 기업은 중요한
사항을꼭점검해야합니다. GLITI, FDII, BEAT 의상향
조정으로 과세률과 과세범위 강화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재무부 감독 및 집행 강화가 될 예정 입니다.

SALT
State and Local Tax
엄격한 미국내 세무적 상황이 주의 예산안을 집행하기
때문에,각각의주와지역세무는더욱더중요한요소가
될것으로전망됩니다.

3가지중요한점검요소로는:

(1) Nexus study (과세범위); (2) Payroll tax (급여세)
컴플라이언스 ; (3) State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 (주법인세감면신청)

Global 
Mobility
Expat / International tax filing complexity
자회사 경우 Form 5472 filing 을 통해 관계사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부분을 더욱더 세밀히 점검해야 하며,
주재원 세금보고 Gross-Up 등의 여부와 조세관계를
예전보다더유심히살펴야합니다.

“2022년도를준비하는미국진출한국기업의세무적
관점에서전망하는바는, 바이든행정부의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의집행이강화되는중점과, 정치적요소인
“불공평”과 “친환경“ 이슈를완화하려는세제정책들이
미국내해외기업의타켓이될수있습니다.자국적선호
경향과이민정책등의미국내사회적이슈와함께비추어
볼때, 기업들은세무적리스크체계를이전보다각별히
신경쓰고중요한이슈들은미리예지하여대비할수
있도록재점검해야합니다.” 

주요시사점 , APRIO – Korea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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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OUTLOOK: 회계점검사항 TOP 3

Internal Control
K-SOX, US-SOX,내부통제기능 (자회사포함)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국제화가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내
다국적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는 중요합니다. 여러
OECD 국가들이 주도하는 책임체계 (R&R) 적용과
요구하는 내부통제 기능은 지속해서 진화하고 지목
받고 있으며, 본사만이 아니라 자회사의 체계도 재점검
해야합니다.

Rule updates
US GAAP업데이트 –미국내비성장기업적용
미국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IFRS)
에서도변화하고화두가될 3가지점검요소로는:

(1) SAS 134-140 updates (미국내 AICPA 감사기준 및
보고서); (2) Accounting estimates & policies (회계
추정치및정책관련); (3) Lease Accounting (리스회계)

ESG 
reportin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ESG 가 국제회계기준에서 개별 항목으로 추가 되고
있으며, 지속해서 관련 공시와 보고의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takeholder 들의 요구로 ESG
규정과내부보고체계를재점검해야할때입니다.

“2022년도를준비하는미국진출한국기업의회계적
관점에서고려해야하는바는, 국제화도입이빠르게
반영되고있는금융시장이요구하는컴플라이언스의폭이
넓어지고변화하고있다는점을인식해야합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저희앞에깊이다가온만큼, 기존의
회계정책이나내부통제제도, 또는기존보고형식이나
추정치계산방식을다시한번재점검해야할때가
왔습니다. 기업의회계시스템은, 변화하는기업의성향과
맞추어나아가야중요한변화를미리예지하고대비할수
있고,회사의좋은 KPI나 Insight의정보를제공할수
있을것입니다.” 

주요시사점 , APRIO – Korea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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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OUTLOOK: 자문점검사항 TOP 3

Cost consulting
관세및공급망설계와연결되는이전가격리스크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로 미국내 관세 영향은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급망 확보와 설계 전략과 방향, 기업비용
최적화 (cost optimization)등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계사 거래는 이전가격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며,
공급망재정비에서는거래처리스크를점검합니다.

People Advisory
Talent, Payroll, HR –미국내직원고용유지전략
미국진출기업들의애로사항중현재가장많은이슈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인력 확보 입니다. 인금인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직원 고용에는 효과가 있으나, 미국내
직원을 유지 하는 전략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세를 절감하며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을
구축하거나, 기업 가치를 함께 키워나아가는 전략등이
인력유지에도움이되고있습니다:

(1) 연금제도를회사에서보조하는 401(k) 제도구축의
활성화; (2) Profit sharing plan; (3) Stock options plan; 
(4) Social value planning; (5) Corporate culture making.

Business Advisory
Valuation, M&A, Treasury, IT, Data Analytics
현재 시장은 지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의 선두적인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 컨설팅 자문가 업무의 핵심입니다 . 이러한
트랜드를 함께 점검하는 자문팀으로는 손상평가,
인수합병, 재무 최적화, IT 디지털 최적화, 테이터
분석 서비스 등의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돕습니다.

“2022년도를준비하는미국진출한국기업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요소들에대처를위한플랜을세워나아가는
것이중요합니다. 공급망이슈, 인수합병, 구조조정, 내부
최적화등의여러가지과제들은현재빠르게산업발전과
함께움직이는시장에서필히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전환기가되는시점에많은기업들이놓여져
있습니다.이러한중요한시점에서 Second opinion 을
해줄수있고,신뢰를기반으로함께성장할수있는
전문가들과자문을통해성공적인미국진출과사업
성장을이룰수있습니다”

주요시사점 , APRIO – Korea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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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O 회계법인–한국기업서비스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현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이슈에서도 선두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 직원들이 연결되어 있으나, 매니저 한명이

(Relationship Manager) 모든 서비스를 밀착 관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된 서비스 제공 합니다

지속해서 발전하고 변화 하는 트랜드와 앞서 나아가고, 그

로인해 보다 더 획기적이고 선두적인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쉽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공하는 노하우 제공 합니다

+15명 한국어 가능 직원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배분되어

있으며 모든 직원은 미국/해외 기업 자문 경험자 입니다

7Supporting success on each step of the way

연락처:

Jae Kim (김재천 회계사) 

Email : Jae.Kim@aprio.com 

Direct: +1-317-445-6983 

국제 서비스, 한국 기업 담당자

How can Aprio help?
Levera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ise in one firm, we are 
offering array of services to advise clients to take full advantage of 
benefits, credits, deductions and incentive programs available in 
global markets. Aprio offers a comprehensive suite of assurance and 
advisory services support your global expansion initiatives.

• 한국기업에게주요도움드리는분야*:
• IFRS & US GAAP연결회계감사
• K-SOX 기업내부관리시스템자문
• 세금보고및절세자문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세액공제 (Tax credits)
• 주및지역세 (SALT)
• 주재원세금보고 (Global Mobility)

• 무역관세점검및전략대응

• 주정부인센티브적용

• 회계자문및비즈니스컨설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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