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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미국 진출을 위한 계획
수행해야하는용역업무에대한기본적인이해



서비스단계별 -결과 목적 주요산출물 (개요)

Phase 1 – Assessment
Opportunity established
(투자위치옵션선정및분석)

미국 진출 검토 시 필요한
회계/세무적 자문 서비스를

site selection (부동산/투자청
업체와)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진출
기업의 필요와 설정에 맞춤
컨설팅을 도움 드립니다.

• Examination and review of competitive viable sites in multiple counties and states
• Second opinions provided during rounds of eliminations to narrow down site locations
• Accounting and tax perspective review, business analytics reports
• Investment budgeting and strategic planning assistance
• Site selection costs/risks review
• Logistics and regional factors review
• Introductions to networks needed to successfully do business in the U.S.

Phase 2 – Optimization
Establishment review
(진출준비리뷰및법인설립)

미국 진출 준비 최적화 및
법인설립 과정의 점검사항
등을 위한 전략을 짜며, 그
지역에 맞고, 진출 기업에

맞는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서
논의 합니다.

• Strategy session on selection of sites and comparisons for competitive review
• Consultation and understanding on incentives package review
• Incorporation (Corporate documents review, EIN application, structuring, registration)
• Review of Tax/Accounting impact of incentives offered or state/local tax review
• Evaluation or impact analysis from tax or accounting perspectives
• Understanding doing business in the US and applicable advisory sessions

Phase 3 – Implementation
Successful 1st year completion
(미국진출의적용및운영)

법인설립 완료 후, 필요한
주내 등록 서류 제출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세무적/회계적 리뷰를 완성
합니다. 또한 관련 미국 내
컴플라이언스 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요구 사항도 함께
준비/점검 하는 일을 합니다.

• Incentive package review on accounting/tax perspective applicability for the company
• Basic information on insurance requirements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e US
• Walk-through doing business in the US, accounting, reporting, tax requirements review
• Intercompany loans, agreements and service contracts for initial TP review
• Initial consultation and review of entity structure, ownership, cross border transactions
• Initial tax consultation and nexus (for states)
• Global mobility related set-up consultation
• U.S. Business bank account opening

Ongoing – Partnership 
Ready to go needed support 
upon request
(지속적인서포트)

미국법인이 필요한 회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 연결감사, 

세금 보고, 인사/고용
프로세스, 주재원 파견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줄
준비가 된 다양한 APRIO 팀의
지속적인 미국 운영 지원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 Audited US GAAP and IFRS Financials including Reporting Package
• Federal & state income tax return
• Sales tax filing and advisory
• Property tax calculation and filing
• Local business licenses
• Transfer price study and review
• Outsourcing services
• Business advisory services
• Talent management and People adviso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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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미국진출기업을위한용역업무상세계획안 - 예시



수행용역업무진행계획안 – 대략적인개요

6Project timeline overview – Korean Translated

토지/위치옵션선정 미국법인운영구축미국자회사설립

Checklist & 
Benchmark Develop Execution IntegrationEstablish

2 – 6 개월 1년이상1 – 3 개월

• Incentive Negotiations/Consideration
• SALT team review considerations
• Evaluation of tax impact/planning
• Management decisions support
• Advisory services

• Site Closing Review
• U.S. Entity Set-up related
• Corporate Structure

Considerations
• Bank Account Opening
• Equity vs. Debt Infusion Plan
• Doing business in the U.S.

• Corporate Federal Income Tax filing
• State Tax filing requirements
• State registrations review
• Incentive Tax filing review
• Expat tax filings (global mobility)
• U.S. Accounting System set-up
• Audit and reporting packages
• Internal controls (K-SOX)• Intercompany transaction - TP



단계별필요에따라통합된지원을지속적인연결

7Supporting success on each step of the way

• 미국 진출에는 다양하고 다방면 분야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선두적이
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중요 합니다



미국 사업 확장 세무/회계 환경
미국내확장시고려하는세제및회계시스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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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많은나라입니다. 
소비국으로써 전세계 1위이며, 모든 사람들이 확장과 발전, 그리고 다양성을 중요시
하는 나라입니다. 경제적 시장도 전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기회를 잡는자를 위한
나라, 즉새로운기회를창출하고만들어나가는 “개척정신” 이바탕이된나라입니다.

복잡한제도의나라입니다. 
미국의제도는유연하고어떻게 defense 하는가를중요시하는법치국가입니다.
미국의 조세제도 (Tax System) 뿐만 아니라 여러 주의 법무제도 (Legal System) 도
각각의다양한제도가있어이해하기가복잡한시스템을가지고있습니다.

비즈니스를하기좋은나라입니다. 
미국은 비즈니스 혜택이 다양하며, 또한 창업 하고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제도가 미국 내 사업 확장에는 유용하게 돕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비즈니스가잘되기를원하고있습니다.

미국은어떠한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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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제도를지속해서진화하는과정. 
미국의 세무 제도는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변천하면서
지속해서 타당성 (Defense) 과 실용성 (Practicality) 이 중요시되고 세법도
사례와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제도 (Tax System)는 한번에 이해하기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제도 (Tax System)가 단순히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
외 사회제도로 사용 되어 공정성, 효율성, 집행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때문입니다. 여기에연방, 주정부와지방정부는별도의조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협약, 사회보장세 협약, 금융거래 협약 등이
추가되어복잡성을더하고있습니다.

세금은 pay as you go 라는개념. 
미국의세금제도는과세대상이되면그때마다적시에세금을내야합니다.
국세청 (IRS) 에서 공지를 하지 않아도 예납하고, 원청징수 하고,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예지 해야 합니다. 특히 무감독 제도이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 입니다. 적발시
큰벌금제대상이되기때문에, 사전예방적사고방식을항상가져야합니다.

미국의세무 (TAX) 환경은어떠합니까 ?



Overall chart of U.S.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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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연방세 (국세) 하나와 주세 (지방세) 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내 거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해야 (과세 대상/범위) 합니다. 미국은 50개 주마다
각자의 지방세법과 법률을 적용합니다.



주 및 지역 법인 소득세 기본 사항

• 미국은연방세 (국세) 하나와주세 (지방세) 50개를가지고있습니다.
주내거래상황에따라세금을납부해야 (과세대상/범위) 합니다.
미국은 50개주마다각자의지방세법과법률을적용합니다.

SALT 50

+

Federal 1
연방세법 1 지방세법 50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2



“NEXUS” 주 법인 소득세 “연계” - 과세 범위

• 특정주/지역은배분공식에따라법인의주과세소득여부를부과합니다.
이러한주에서는, 판매만을기반으로하거나재산,급여및판매의조합을
기반으로 1,2 또는 3 요소배분공식을사용하여사업소득이주에적용됩니다.

주마다세금이다르게존재하는나라입니다. 
주정부및지역소득세는과세소득이연방정부의목적으로
결정시공제가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주세율이 10%이고
연방세율이 21% 인경우주정부세의비용은연방공제
혜택의순으로 7.9% (10% x (1-21%)) 입니다.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3

VAT (부가가치세) 가존재하지않는나라입니다. 
미국은대신각주마다 sales tax (판매세) 를최종소비자에게
적용하게됩니다. 주마다적용과과세대상이다르고, 세율과
세율품목도각자의주마다차이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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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세 지역세연방세 사회보장세

POINT: 주정부및지역 (지방) 
소득세는미국연방정부조달
하는세금대비다른 OCED 국가
보다큰비중을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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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미동남부는
비교적으로낮은법인소득
세금율을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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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인센티브세금보고적용이슈

주정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혜택을 실제로 주 세금 보고로 적용하는데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토지/부지일부를주정부에서받은경우실제로주정부제공인센티브는과세대상여부를확인해야하지만, 이를단순히과세
제외 대상으로 잘 못 적용하여 보고되어, 수정보고 (amendment) 를 해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연방 세법이 개정된 TCJA
(Tax Cuts and Jobs Act)적용을잘못한경우로인해서기업세금보고를수정해야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습니다.

과세대상연계가있으면주정부등록은필수적으로점검및필요

미국내 영업활동이나 매출은 기업에게 특정 주에 NEXUS (과세대상 연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NEXUS 가 설립되면 해당 주
세금 등록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 관련 주에 법인세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Wayfair/economic nexus 라는 판결 이 후 매출이 발생하는 주 내 활동을 고려해서 주내 세금보고 의무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제조업 (B2B) 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판매세 제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꼭 resale certificate 을 판매하는 고객으로 부터 그 주에
해당되는면제서 (exemption certificate) 을받아내야주내감사대상시대응할수있습니다.

공급망설계와연결되는이전가격리스크

미국내모회사-자회사간의관계사거래는특별히유의해야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습니다.초기투자금거래,추후대여거래,
로얄티 계약, 무형자산 거래, 고객사와의 계약 연계, 원자재 및 설비 이전 거래 등 국경간에 거래에서는 특별히 검토가 필요로
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근래미국에서는관계사거래및국경간의거래이슈를예민하게감사대상추세로인식하고있어, 특히
이전가격 이슈 대응을 하는 서류 준비로 TP study 자료 및 관계사 거래로 인한 명백한 증빙 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연방과주정부감사대상으로도연결되고,벌금대상으로불이익이될수있습니다.

최근미국에서세법적이슈사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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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계기준 (US GAAP).
미국 회계기준은 IFRS (국제회계 기준) 와 convergence project 이후 차이가 좁혀졌지만, 아직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M&A 관련 회계기준이나 복잡한 거래가 있는 사업체는 미리 회계기준의 영향을
예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국내 세금 보고에도
사용되는 IRS 세제기준으로전환하는데유용하게사용됩니다. 한국내상장기업들의연결감사과정에서는
주로 IFRS - US GAAP conversion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정당성을중요시하는회계기준.
Reasonableness 라는 용어를 미국에서는 자주 사용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항상 모든 상황을 정당화
해야 하는 법치적 개념 입니다. 사업 컴플라이언스는 “좋은 비지니스” 를 하는데 “best practice” 가 되어야
한다는개념을가지고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실용성을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의변화와영향도
지속해서 정당성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규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계 기준 적용 또한 지속해서 정당성에 맞는 documentation 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과내부통제제도의중요성. 
미국의자본시장의변천사를보면, 미국은시스템을구축하고지속해서조정하여나아가는제도를중요시
합니다. 또한 SOX 와 같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직원 한명 한명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며, 특히 문서화된 지시 사항과 동시에 각자의 부분을 나누어서 시스템화 된 기업
운영이미국내성장에도움이됩니다.

미국의회계 (Accounting) 환경은어떠합니까 ?



Q&A – Frequently Asked
추가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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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및사회보장세원청징수

근로 소득세는 미리 고용주 (Employer)가 W-2 라는 제도로 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세 (Payroll
Tax)는 대략 7.65% (사회 보장세, SS, FICA 포함) 고용주 부담이며, 고용자 부담 7.65% 부분 또한 IRS에
원청징수 (withholding) 해야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payroll service provider (PEO) 를 사용하는
것을적극권장합니다.그외고용인직원이아닌독립계약자 (자영업자)는 1099제도를따르게됩니다.

미국은의료보험을회사에서제공해주는플랜이필요

미국은한국과상이하게사보험제도로단일보험제도인국민보험이없기때문에, 미국에서는의료보험의
종류가 다양하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의료보험은 미국인 현지 고용에 있어
회사가제공해주는 benefit 으로중요하게여겨지고있으며,기업과직원모두세금공제대상입니다.

미국은연금제도를회사에서보조해주는플랜

미국은 한국과 상이하게 국민연금 제도가 업고, 사회보장 제도 (Social Security) 외 은퇴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족한상황을돕기위한 401(k) 제도가있습니다. 종류가다양하며여러구조나플랜과옵션으로고용주도
개입해서 조정이 가능한 직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연금 패캐지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401(k) 라는
제도는 주로 고용주가 “matching” 하는 %를 사용하거나, “profit sharing” 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보충도 IRS
규율안에혜택을받으면서할수있기때문에인재채용과유지를위해서는중요한고려사항입니다. 미국
현지 고용에 있어 회사가 제공해주는 401(k) 는 미국내 인력 구축을 위한 benefit 이며, 기업과 직원 모두
세금공제대상입니다.

미국 내 직원 고용세 관련으로 어떠한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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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출 전략 (business plan)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가는것이가장바람직합니다.

적절한 documentation 을 갖추어 운영 자금을 조달하며 자회사-모회사 거
래투자계약을지속해서업데이트하시길바랍니다.

자회사-모회사간의관계사거래는회사입장에서는크게이슈가되지않는
경우도 있으나, 국경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간의 거래에서 증빙
서류 및 거래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transfer price (이전가격) 이슈나, 나
라간의조세법, 또는 thin-capitalization 이라는 IRS 규율등을잘점검하며나
아가야합니다. 자본투자의단점은회수시 dividend tax (배당세) 를내야해
서이중과세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나, IRS 규율또는대여약정등의고려
사항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초기 자본 유치는 주정부 인센티브
를 받는데 중요한 FDI 충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 형식에 투자의 장
점은 반대로 회수 시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미국내 법인세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초기에는 자본금 투자를 하고 이후 대여금 투자
형식을 고려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대여금 필요 여부와
모회사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에 따라 최적화된 진출 전략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회사 운영을 위한 자본 (Equity) vs. 대여 (Debt)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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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원칙 (arm-length) 의개념

자회사-모회사 간의 관계사 거래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나라간의
조세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특
별관계사 거래는 주의를 가지고 정당성 여부와 제 3자의 원칙의
개념을적용해야합니다.

여기서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이문제가되는경우는세금이낮
은 나라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
있을경우입니다. 관계사거래값을공정시장가격이아닌가격으
로조작하는경우에나타납니다.

다국적 거래는 각 나라의 과세 당국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
계사거래도정확한원가계산이필요합니다. 특히직접원가가아
닌 간접 비용 배분 계산도 정확한 기준에 의한 간접비 배분이 되
어야 하며 IRS (미 국세청) 에 증빙할 수 있는 documentation 이
필요합니다. 자회사-모회사 간의 로얄티 계약관련등 여러가지 사
항은 전문가와 상의 후 점검하며, 동종기업 마진율 분석을 하는
Transfer Pricing Study 로적절한이전가격범위를측정하는것이
가장중요합니다.

이전 가격 관련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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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전략에맞춤설계및사업계획에따라미리점검

중요한 사업 구조 조정등의 사업의 라이프사이클 (Lifecycle)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세무적 전략적 구조를 점검하
는 것이 중요 합니다. 지속해서 투자를 확장 하는 미국 진출 회사는 반듯이 중요한 전략적 상황에 따라 미국내
corporate structuring 전문가상의를통해서절세방안을마련할수있어야합니다.

미국내사업구조의예제:

자회사 운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법인 구조 형식은 ?

한국모회사

(Korean Parent)

미국운영자회사

(LLC)

미국운영자회사

(LLC)

미국운영자회사

(LLC)

미국홀딩자회사

(U.S.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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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81일 이상 (단순합산
아닌)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같은 “세법
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국인과 비슷한 세금
보고할의무가있습니다.

주재원세금보고및관련서비스를 Global Mobility 라고합니다. 주
재원파견은미국법인의비자를발급받아서오는것과동시에미국
법인의소속입니다. 주재원비자유지를위해서와당국에서보는합
당한 급여를 주재원은 미국에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 주
재원의급여측정계산은간접보수 (fringe benefit) 를포함한 gross-
up 계산또한해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 주재원세금보고는미국
에서 조세협약관계를 이해를 하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로주재원파견직세금보고는기업비용으로신고하며, 관련세금
을현지법인이감당하는것이보편적입니다.

주재원은 개인 세금을 미국내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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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세제개혁정책의영향, Build Back Better Act (BBBA)
• 21% 28% corporate income tax (연방세율인상고려)
• 15% Corporate minimum tax on large corporations (미국  대기업의 최저 세금 적용)
• 15% Global minimum tax (다국적기업의최저세금적용)
• Increased IRS enforcement (당국에강화된세제감사플랜)

Change, Onshoring, Trade-war 의지속적인영향이예상

미국은 현재 정치적 트랜드가 “자국민 보호” 성향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해서 이러한
동향이 소비자 시장과 비즈니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Made in America 를
선호하는 트랜드가 지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해서
한국기업들의 현지화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미국 동남부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남부 지역 정부와 정치는 주로 비즈니스 투자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ro Business
트랜드가 주내 확장과 경쟁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확장에서는안정적인추세가될전망입니다.

근래 미국 현황과 예상되는 이슈들은 어떠합니까?



Aprio 회계법인소개
연락처



Aprio 회계법인 개요

• 미동남부 지역 본사를 가진 가장 큰 규모의
미국 회계법인

• 최대 전문 분야를 한 법인에서 연결 제공

• 1952년 설립 역사를 가진 미동남부 지역의
베테랑

• 200명 이상의 국제 서비스 지원팀

• 15명 이상의 한국어 가능 직원

Aprio at a 
glance

1200+
Team 

Members

7
Industry 

Specialties

30+
Services

30+
Languages 

Spoken

50+
Clients in

Countries

25% of the firm is foreign born

90+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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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인해 보다 획기적이고 선두적인 솔루션 제공을 합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쉽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공하는 노하우 제공을 합니다

+15명 한국어 가능 직원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배분되어

있으며 모든 직원은 미국/해외 기업 자문 경험자 입니다

27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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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AP 연결회계감사

• K-SOX 기업내부관리시스템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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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관세점검및전략대응

• 주정부인센티브적용

• 회계자문및비즈니스컨설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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