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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전가격  

폴란드: 조세전략 의무보고 제도의 도입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i) 연 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세 납세자 및 ii) 연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폴란드 

내 연결납세 적용그룹(tax capital groups, 이하 “TCG”)에 포함되는 

납세자는 사업을 영위하며 실행된 조세전략(executed tax strategy)에 

대한 보고서를 구비하고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추진된 조세전략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째 달 

말까지 납세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조세전략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전가격 관련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정 KPMG TAX 6 본부 

18 Oct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http://www.kpmg.com/KR/ko/services/Tax/BusinessTax/TransferPricing/Pages/Default.aspx
http://www.kpmg.com/KR/ko/services/Tax/BusinessTax/TransferPricing/Pages/Default.aspx
mailto:kr-fmtax@kr.kpmg.com?subject=ERI%20Daily%20News%20-%20feedback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9/tnf-poland-executed-tax-strategy-reporting-requirements.html
mailto:gilwonkang@kr.kpmg.com
mailto:seungmokbaek@kr.kpmg.com
mailto:skim32@kr.kpmg.com


- 폴란드 이전가격규정에 따라 국내외 특수관계자로 규명되는 

거래상대방과의 이전가격거래 중, 최종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대차대표 상 총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 

-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거래상대 특수관계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납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 및 실행안에 대한 

정보; 

- 과세당국에 제출된 이전가격 관련 사전 심사 신청내역, 구속력이 

있는 요율 및 물품세에 대한 정보; 

- 유해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의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 또는 영토에서의 납세자의 세금정산 내역에 대한 정보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납세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유형 및 

규모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상기에서 제시된 항목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기밀, 산업기밀, 제조기밀과 관련된 조세전략 정보는 

보고서에서 제외되어도 가능한 사항들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된 제외가능 사항들 또한 정확한 제외가능 범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 의무 면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021년 말까지 조세전략 보고서 게시 의무화 

올해 폴란드 정부는 시행된 조세전략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일을 

2022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발간일 연기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초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폴란드 딜 (Polish Deal)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발표된 세법 수정안 초안 또한 조세전략 보고서 게시 

기한 연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한 법률 변경이 통과되지 않는 한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0 회계연도에 시행된 조세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구비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해야만 합니다.  

납세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시행된 조세전략 보고서가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정보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PLN 250,000(약 7,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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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지급보증거래의 정상가격 및 이전가격 

측면에서의 검토 

최근 스위스 국세청(Swiss Federal Tax Authority, 이하 “SFTA”)은 

지급보증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SFTA는 명시적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 지불여부를 주요하게 살펴봅니다. 이는 

명시적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가 원천징수를 수반하는 배당금 

지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형의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를 추적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 지급보증 (Explicit financial guarantee) 

명시적 지급보증은 피보증인이 특정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하여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이전가격 

측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적 지급보증거래는 특수관계자 

피보증인이 제3자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입니다. 

명시적 보증은 보증인과의 특수관계가 입증됨으로써 피보증인의 자체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갖는 암묵적 보증과 구별됩니다. 암묵적 보증의 

경우 별도의 대가 정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명시적 지급보증거래의 

수수료를 책정할 시 보증인의 암묵적인 지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보증인의 차입조건 향상 

명시적 지급보증은 일반적으로 피보증인이 제3자 대출기관과 체결하는 

차입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증인의 자금력은 결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신용등급 향상은 금리를 낮추거나 

차입한도 증가 등 다양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향상 수준을 결정할 시 피보증인이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임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수취하는 묵시적 지원의 영향을 고려해야합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피보증에게는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보증인에게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따라 정상가격 지급보증 수수료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지급보증이 피보증인의 차입조건만을 향상시키는 대출의 경우, 제3자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대출이 실질적으로 보증인에게 대출된 건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즉, 보증인의 피보증인에 대한 지분 출자로 볼 수 있음), 

그러한 경우에는 주주에 의한 보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이 순수하게 주주로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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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에 대한 보증용역 제공이 아닌 보중인의 일반적인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므로 보증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차입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경우, 즉 피보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은 정상가격으로 책정된 보증 수수료가 피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보증거래의 정상가격 결정 

최신 OECD 지침에 따르면, 지급보증거래에 적용될 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론적으로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방법”)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간 보증거래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CUP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증 수수료 책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익률(차이) 접근방법 (The yield approach)은 실제 제3자 

대출기관에 지급한 이자와 피보증인의 자체 신용등급을 적용할 

시 지급되었을 이자의 차이를 계산하여 피보증인의 관점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보증 수수료를(암묵적 지원 고려 후) 

산정합니다. 해당 접근법은 보증 수수료의 최대값을 산정할 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산정 방식입니다. 

- 비용접근방법(The cost approach)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결정하거나 보증인이 추가로 위험을 부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의 예상비용을 산정하여 보증인의 관점에서 

회수가능한 최소의 회수금액을 산정합니다. 

- 예상손실접근방법(The expected loss approach)은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과 채무불이행 시 기대회수율을 

고려합니다. 비용접근방법과 유사하게 보증인의 관점에서 

회수가능한 최소 회수금액을 산정합니다. 

- 자본지원방법(The capital support method)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보증인의 신용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추가 명목자본에 대한 예상수익을 산정합니다.  

결론 

납세자는 지급보증거래와 관한 OECD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피보증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을 식별해야 

합니다. 

- 보증 수수료 부과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각 보증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확실히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보증수수료 책정 및 문서화를 위한 절차/접근 방식을 수립해야 

합니다. 

2. OECD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 변화에 대응하는 Two Pillar 

Solution 관련 성명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Introduction 

BEPS에 대한 OECD/G20 포괄적 협의체(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 변화에 대응하는 Two Pillar Solution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각 Pillar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illar One 

- Scope 

연결매출 200 억 유로(27 조 7 천억 원), 세전이익 10% 이상 

기록한 다국적기업이 Pillar One 대상입니다. 앞으로 7 년 후 Pillar 

One 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조세 확실성이 담보되는 경우, Pillar 

One 대상 매출규모는 100 억 유로(13 조 85 백억 원)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굴업(extractives), 규제받는 금융업 (regulated financial 

services)은 Pillar One 제외대상입니다.)  

 

 Nexus(과세준거점) 

1 백만 유로(13 억 8 천만 원) 이상 다국적기업 매출이 발생하는 

조세관할권인 경우, Nexus 가 성립합니다. GDP 가 400 억 

유로(55 조 4 천억 원) 미만인 조세관할권인 경우, 매출 25 만 

유로(3 억 45 백만 원) 이상일 때 Nexus 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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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um 

세전이익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이익의 25%를 Nexus 가 

성립하는 조세관할권에 배분합니다. 

 

 Revenue Sourcing(매출귀속) 

최종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소비되는 조세관할권에 매출이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거래 

종류별 상세한 매출 귀속 방식이 고안될 예정입니다. 

 

 Tax Base Determination 

재무회계 기준 손익에서 Pillar One 에서 규정한 조정을 거친 

다국적기업 손익을 근거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Segmentation 

다국적기업 내 특정 부분이 구분되어 손익이 기표되거나, 특정 

부문만으로 Pillar One 요건을 충족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Marketing and Distribution Profits Safe Harbour 

이미 과세가 발생하였던 조세관할권에 다국적기업의 

잔여이익이 배부될 경우, 배부 규모는 영업 및 유통 이익을 

한계로 합니다. Safe Harbour 규정은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Exemption 또는 Credit 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가져간 법인에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Tax Certainty 

Pillar One 대상 다국적기업은 ‘분쟁 예방과 해결 제도’를 통하여 

Amount A 관련 이중과세(특히 이전가격 및 사업이익 관련 

분쟁)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Amount A 와 관련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Amount A 관련 발생한 이슈에 대해 

다국적기업은 선택적 분쟁 해결(elective bind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발도상국은 BEPS Action 14 Peer Review 이행을 연기할 수 

있고, MAP 이 도입되지 않은(또는 낮은 수준의 MAP 만 도입) 

조세관할권을 의미합니다. 특정 조세관할권의 개발도상국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부적합 판단 시 이러한 결정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Amount B 

영업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의 적용은 보다 단순화될 

것이며, 2022 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Administration 

Tax Compliance 과정은 단순화될 것이며, 다국적기업은 단일한 

법인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Unilateral Measures(일방적 조치)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은 모든 참여자가 모든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조치를 폐지할 것을 의무화하며, 

미래에도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새로 

공포된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조치라도 2021 년 10 월 

8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입된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유사한 조치의 폐지는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며, 일부 회원국은 이미 신속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Implementation 

2022년 내 Amount A에 대한 다자협약이 체결되고, 2023년부터 

Amount A 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Pillar Two 

 Overall Design 

Pillar Two 는 자회사에 대한 저율 과세 시 모회사에게 Top-up 

tax 를 부과하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과 

자회사에 대한 저율 과세에도 불구하고 IIR 을 적용 받지 않아 

비용공제 부인이나 이에 준하는 조정을 하게 되는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으로 

구성됩니다. 

최소세율 미만의 일부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으로 발생한 세금은 Pillar 

Two 세액 산정 시 Credit 으로 고려합니다. 

 

 Rule Statu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구성원은 GloBE(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규정을 도입할 의무는 없으나 

도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모델과 

가이드에 맞추어 규정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이행체계 구성원은 GloBE 규정 적용의 순서와 Safe 

Harbour 적용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Scope 

GloBE 규정은 매출액 7 억 5 천만 유로 이상 기록한 다국적기업에 

적용됩니다.(BEPS Action 13 의 국가별보고서 대상과 동일) 

조세관할권은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국적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정부기관, 국제단체, 비영리단체, 

연금펀드, 투자펀드 또는 이러한 기관, 단체, 펀드가 사용하는 

투자기구 등은 GloBE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ule Design 

소득산입규칙은 분할소유적용(80% 이상 지분 보유 시 

최종모회사에서, 80% 미만 보유 시 중간지배회사에서 Top-up 

Tax 부담) 규정을 검토하여 Top-down 방식으로 Top-up Tax 를 

부과합니다. 

GloBE 규정은 다국적기업이 5 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을 

국외에 보유하고, 5 개 조세관할권 이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용공제부인규칙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은 GloBE 규정의 대상이 된 최초 5 년간 제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GloBE 규정 대상이 

된지 5 년 후부터는 예외 없이 비용공제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ETR Calculation(유효세율 계산) 

GloBE 규정은 유효세율 테스트에 근거하여 Top-up Tax 를 

부과합니다. 유효세율은 과세관할권별로 산정되며, 재무회계 

손익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합니다. 

이익이 4 년 내 배당되고, 최소세율 이상 과세된 경우, Top-up 

tax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Minimum Rate 

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정 이행 시 적용될 최소세율은 

15%입니다. 

 

 Carve-Outs(실질기반 공제) 

GloBE 규정은 궁극적으로 유형자산과 급여비용의 5%를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질기반 공제’를 제공합니다. 최초 

유형자산 장부가의 8%, 급여비용의 10% 공제비율로 시작하고, 

첫 5년간은 매년 0.2%씩, 그후 5년간은 유형자산 0.4%, 급여비용 

0.8%씩 공제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GloBE 규정은 다국적기업의 매출 1 천만 유로, 이익 1 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금액 기준을 

두었습니다. 

 

 Other Exclusions 

GloBE 규정은 OECD Model Tax Convention 에 따른 국제 

운송수익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Simplification 

도입 목표에 부합하는 GloBE 규정 운영과 운영 비용 최소화를 

위해 Safe Harbour 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GILTI co-existence 

Pillar Two 는 조세관할권별 최소 세율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평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상황에 따라 미국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저세율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와 GloBE 규정간 병립이 가능합니다. 

 



 Subject to Tax Rule(STPR, 원천지국과세규칙) 

개발도상국과 Pillar Two 합의에 있어 포괄적 이행체계 구성원은 

원천지국과세규칙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원천지국과세규칙상 최소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이자, 

로열티 및 기타 합의된 지급항목에 적용하는 경우, 구성원은 

요청 시 개발도상국과 원천지국과세규칙을 포함하는 

양자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소 세율은 9%입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최소 세율(9%)과 적용된 법인세율 차이에 

대한 과세권 행사로 제한됩니다. 

 

 Implementation 

Pillar Two 는 2022 년 입법하고 2023 년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 년 예정) 
 

3. 관세 

"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1. 개요 

2018년 시행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추가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최대 3조 9천억원가량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라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미-중 무역정책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현황  

미국과 중국은 2018년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

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수 발효시점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중국의 대미 관세부과 

1차 2018.07 
818개 품목, 340억 달러,  

25% 추가관세 

545개 품목, 340억 달러,  

25% 추가관세 

2차 2018.08 
279개 품목, 160억 달러,  

25% 추가관세 

333개 품목, 160억 달러,  

25% 추가관세 

3차 
2018.09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10% 추가관세 

5,207개 품목, 600억 달러,  

5~10% 추가관세 

2019.05 10%→25% 관세인상   5~10%→5~25% 관세인상 



4차 

2019.09 
3,785개 품목, 3,000억 달러, 

15% 추가관세부과 발표 

5,078개 품목, 750억 달러, 

5~10% 추가관세 부과발표 

2019.12 

(합의) 

- 3,243개품목, 1,200억  

달러, 15% → 7.5% 인하 

- 추가 부과 예정 관세 연기 

- 1,717개 품목, 5~10% → 

2.5~5% 인하 

- 추가 부과 예정 관세 연기 

 

3.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 대미·대중 수출 규모 축소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액 18 억 3 천만  

∼ 32 억 6 천만달러(약 2 조 2 천억∼3 조 9 천억원)로 추정됩니다. 

− 對중수출: 컴퓨터·전자·공학기기, 화학제품 수출 큰 폭 감소 

− 對미수출: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 

광학기기, 철강 등 둔화 예상 

⚫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며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이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대만, 베트남, 한국 

등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지며 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재를 회피하려는 글로벌 기업의 리쇼어링, 동남아로 설비이전 등의 

결과 전자제품, 반도체, 가전 등의 중국 점유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

으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

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려는 전략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수출시장이 기존 중국에서 대만·동남아시아 등 타 지역으로 분산

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수출환경 변화로 이어짐에 따라 기업도 

글로벌 흐름에 맞게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생산시설의 이전을 

통한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KPMG Korea는 글로벌, 통상 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

어진 조직으로 기업의 생산 구조 변경에 따른 관세 절감효과 등을 시

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분석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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