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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아태지역 내‘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펌’에 선정
지난해 ITR 1 등급 평가에 이어 2020 년도 수상…
이전가격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성 인정받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8 월 26 일 조세 전문 매체인 ITR(International Tax
Review)이 개최한 Asia Tax Awards 2020 에서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펌’ (South
Kore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습니다.
Asia Tax Awards 는 ITR 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아시아퍼시픽 18 개 국가에서
조세 관련 우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야별 최고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ITR 은 유럽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및 금융 전문 매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로머니(Euromoney)’의 조세 전문지로, 조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딜로이트 안진 이전가격그룹은 국세청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들과
회계사·변호사·세무사·경제학 전문가 등 40 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
이전가격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 년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작업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이전가격 분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딜로이트는 아태지역 내 이전가격 서비스에서 올해 최고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굳혔고, 한국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이 지난해 ITR 평가에서 최우수 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이전가격 펌’으로 선정되면서 이전가격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 이전가격그룹장은 “이번 수상은 글로벌 조세 전문가들이
딜로이트 안진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최고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인사·세무 이슈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불확실성 속 모빌리티 및 HR 전략 제시…해외주재원 관리실태 사례 발표도 호응도
높여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 9 월 4 일 국내 주요 기업 인사·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인사 및 세무 관리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 19 로
인해 대면 업무와 해외출장, 그리고 해외파견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인사관리 및
세무 이슈 변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기획됐습니다.
웨비나는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 GES(Global Employer Service)그룹 리더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혁기 GES 그룹 이사가 ‘코로나 19 로 인한 Global Mobility 의
변화’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권 이사는 2020 년 귀속 소득에 대한
본국 및 파견국에서의 세무신고 이행 시 주의사항,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시의
대처방안, 그리고 국가별 사증발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재원 관리실태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며 강연을 이어가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송한상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상무가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HR 의 미래’라는 주제로
원격근무와 같은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기업 인사·세무 담당자들은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유용하고 핵심적인 전략과 사례 제공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장은 “코로나 19 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례없는 빠른 경영환경 변화를 맞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웨비나 진행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인사관리와 세무업무 이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인사·세무관리 이슈’ 웨비나는 한국
딜로이트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deloittekorea) 에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 세계 163 개국 중‘살기 좋은 나라’ 17 위
2020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발표
노르웨이 3 년 연속 1 위…미국 28 위로 정체 심화
아시아 日·韓·中 순…한국 2014 년 이래 최고 순위
COVID-19 와 경제위기 대응 미흡 시 UN 의 SDGs 달성 요원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결과를 인용,
163 개 조사 대상국의 사회발전지수는 평균 64.24 점으로, 지난해의 64.47 점
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1 년의 60.63 점에 비해서는 3.61 점이 증가해 지난
10 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로이트는 2013 년부터 SPI 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조사기구에 의하면 지난 10 년 동안 163 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55 개 국가의 사회발전지수는 최소 1 점 이상 상승했으며, 69 개 국가는
무려 5 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은 21.61 점,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7.45 점, 그리고 주거환경은 6.10 점 상승해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의 권리와 포용성은
각각 6.42 점과 3.48 점이 하락해 역행하는 양상을 보여, 개인의 안전과 환경의 질은
지난 10 년 동안 정체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3 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사회·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는 올해까지 3 년 연속 1 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안전을 포함하는 기본욕구부문에서
8 위(96.85 점), 기초지식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을
포함하는 웰빙부문에서는 1 위(93.39 점),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기회부문에서는 3 위(87.95 점)를
차지해 세계 최고의 ‘복지 강국’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1 위 노르웨이의 뒤는 덴마크(2 위), 핀란드(3 위), 뉴질랜드(4 위), 스웨덴(5 위),
스위스(6 위), 캐나다(7 위), 호주(8 위), 아이슬란드(9 위), 그리고 네덜란드(10 위)가
이으며 서구권 국가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톱 10(TOP 10)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올해 28 위를 차지하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8 년
25 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 위권 대로 하락한 미국은 지난해 26 위, 그리고 올해
28 위에 랭크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환경의
질(2019 년 59 위→2020 년 119 위)과 건강과 복지(2019 년 34 위→2020 년
42 위)에서 크게 하락하며 웰빙부문이 지난해에 비해 5 단계 하락한 37 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 기간을 10 년으로 늘리면 미국의 정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기회부문에서 포용성이 7.59 점, 그리고 기본욕구부문에서
개인안전이 5.99 점이 하락하는 등 지난 10 년 간 브라질 및 헝가리와 더불어
사회발전지수가 하락한 3 개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아시아 주요 3 국은 일본(13 위), 한국(17 위), 중국(100 위) 순으로, 중국(2019 년
89 위)과 일본의 순위(2019 년 10 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23 위에서 6 단계 상승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국이 100 개를 넘은 첫 해인 2014 년 이후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욕구부문(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의 안전)에서 96.92 점을 기록해 동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은 7 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웰빙부문(기초지식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그리고 환경의 질)에서는 90.12 점으로 17 위를 차지하며 86.08 점으로
25 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8 단계 상승했습니다. 또한 기회부문(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80.13 점으로 22 위에 올라, 73.90 점으로 26 위를 차지했던 지난해에 비해 4 단계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웰빙부문에서 환경의 질 점수가 지난해
61.02 점(92 위)에서 올해 79.78 점(80 위)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부문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지난해 62.48 점(15 위)에서 올해
86.41 점(3 위)로 무려 23.93 점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9 위에서 올해 100 위로 11 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웰빙부문의
세부항목인 환경의 질이 크게 하락했으며(2019 년 55.08 점→2020 년 38.89 점),
기회부문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지난해에 비해 고루 하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시위에 대한 중국의 과잉진압이 기회부문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회발전조사기구는 COVID-19 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UN 이 설정한
17 가지 지속가능개발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시점이
당초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발전조사기구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SDGs 는 당초 목표였던 2030 년에 비해 50 년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COVID-19 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그보다
10 년 더 늦춰져 2092 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셰론 손(Sharon Thorne) 딜로이트 글로벌 보드 의장 겸 사회발전지수 보드 위원은
“COVID-19 는 기업·정부·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글로벌
문제는 다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우리는 사회발전지수를
더 나은 노멀(better normal)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 보다 빠르게
SDGs 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호 한국 딜로이트그룹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는 “COVID-19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발전지수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셜 임팩트의 전략화와 극대화를 꾀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 사회발전지수’ 리포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ocialprogress.org/assets/downloads/resources/2020/2020Global-SPI-Findings.pdf

딜로이트 안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 상장사 확대 시점 대비…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공개 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1 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 층에서‘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
(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와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2 년부터 자산 2 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고, 감사 수준의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범위가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는 2023 년을 앞두고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기업 임직원과 감사(위원회) 대상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자를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사와 고객사가 언제든지 교육을 재시청하며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를 양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회계투명성 개선이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많은 상장기업들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딜로이트 안진과의 협업을 통해 회원사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는 “상장기업들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협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상장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신뢰도와 회계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B2B 용 앱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설
B2B 앱 개발 시 필수인 차세대 UX 솔루션 기술 특화…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인력 양성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 코리아, ICT
교육시장의 선두주자인 솔데스크와 공동으로 B2B 용 앱(App) 개발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Web 개발자를 위한 SAP UX Fiori App 개발과정’ 주말반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오리(Fiori)는 B2B 앱(App) 개발 시 사용되는 차세대 UX
솔루션으로, B2B 용 App 을 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과 SAP 코리아, 솔데스크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Web
개발자를 위한 SAP UX Fiori App 개발과정’은 웹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있는
디자이너를 포함해 Fiori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Fiori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SAP Tech 및 ABAP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B2B 용 Fiori App 개발의 모든 과정을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현업 경험이 풍부한 SAP 공인 강사가 수강생들과 함께 기업용 SAP
Fiori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단계별로 일대일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마친 수강생에게는 SAP Fiori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딜로이트 컨설팅 프로젝트를 위한 인재 풀(Pool)에도 등록됩니다.
이번 과정은 단순 Fiori 개발 기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 B2B 용 앱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바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가 B2B 용 앱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B2B 용 앱
개발자를 양성함으로써 SAP Fiori 개발자 부족으로 빚어지는 개발자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창희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전무는 “Fiori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만 B2B 용 앱 개발을 위해 A to Z 를 가르치는 교육은 이번 과정이 유일”하다며
“수강생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향후 실제 프로젝트
투입 시 SAP Fiori 앱을 바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b 개발자를 위한 SAP UX Fiori App 개발과정’은 오는 10 월부터 내년 4 월까지
총 3 번의 과정이 오픈됩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오픈하는 과정은 오는 10 월
17 일(토)부터 11 월 15(일)까지의 수업으로, 총 5 주간 10 회.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솔데스크 홈페이지에서 10 월 12 일까지,
선착순 20 명만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350 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내년에는 2020 년 1 월 9 일부터 2 월 7 일까지, 그리고 4 월 10 일부터 5 월 9 일까지
추가 운영됩니다.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10 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종료된 이후 솔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컨퍼런스’공동 개최
국내 스포츠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성 강조…
코로나 19 로 인한 스포츠산업 위기 극복 방향 제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0 월 15 일,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 ‘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컨퍼런스(Global Sports Insight Conference)’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딜로이트 안진과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코로나 19 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과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는 지난
6 월 ‘스포츠 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스포츠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스폰서십,
중계권, 경기 운영 등 전반적인 스포츠산업의 구조 변화 및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전략, 해외 스포츠산업 사례 등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19 를 대비할 심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 과정
모두 웨비나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컨퍼런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방영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호성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가 팬데믹과 스포츠산업의
재건에 대하여,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가 국내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니키 왕(Nikki Wang) 딜로이트 차이나의
스포츠비즈니스 총괄이 중국의 스포츠비즈니스 발전과 성공사례에 대해, 제임스
월턴(James Walton) 딜로이트 동남아시아 스포츠비즈니스그룹 리더가
코로나 19 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재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그룹 이사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대비하는 스포츠산업의 위기 극복 전략을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이해섭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를 필두로 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박성준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은“최근 국내 스포츠 산업이 코로나 19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학회 회원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 산업계가 국내외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전하는 인사이트와 해외 유용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완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장은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그룹은
스포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출범한 만큼 스포츠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활동에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진화된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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