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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전가격그룹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다국적기업들은 다양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OECD 가 2015 년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최근에는 디지털세(Digital tax)를 새로운
국제조세의 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다국적기업 그룹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돕는 국제조세 솔루션
파트너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자문을 제공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의 이전가격그룹을
소개한다.

이전가격 분야 최고 베테랑 전문가 40 여 명 포진⋯
다국적기업 SOS 대응
40 여 명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의 ‘이전가격그룹(리더 이용찬 그룹장)’은 다국적기업 그룹 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 간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원 간의 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을 뜻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각 과세당국 간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최근 BEPS 및 디지털세 등과 같은 새로운 국제조세규범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험관리 항목이 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은
최고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이전가격 솔루션을 받아 선제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그룹은 이전가격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정책 수립, 사업모델 최적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세무조사
대응 및 상호합의절차(MAP), BEPS 보고서 문서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실무경험으로 무장한 최고 전문가 확보로
통합 솔루션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그룹은 국세청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이전가격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이전가격 문서화부터 세무조사 대응, APA/MAP 등 상호합의 및
국제거래(이전가격) 조사업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송성권 부대표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국장) 및 국제협력담당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APA 및 MAP 업무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가격그룹 리더인 이용찬 그룹장도 국세청 재직 시절 세무조사 및 APA/MAP
등의 이전가격 업무 경험 뿐만 아니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BEPS 문제, 사전 위험요소 차단이 관건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율 차이 및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해 경제활동의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profit shifting)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base erosion)하는 BEPS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OECD 에서는 2015 년 BEPS 방지를 위한 15 개의 action
plan 을 발표했다.
많은 국가들은 OECD 가 제시한 BEPS action plan 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전가격 이슈
해결을 위해 다른 과세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많은 과세당국들이 다국적기업에게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등의 BEPS
보고서 제출을 강제화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정보 확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과세당국에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가격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하하는 방법으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그룹은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다국적기업의 주요 사업이익 창출 요소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각 구성원이 각자의 기능 및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받고 있는지 여부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문서화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방안으로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의
활용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활용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2021 년 10 월 OECD/G20 은 디지털세(Pillar One 및 Pillar Two) 도입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2022 년 중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 년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세는 기존의
국제조세원칙을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제도이나, 예정대로
2023 년부터 도입되는 경우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기업 간 조세분쟁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의
도입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은 다국적기업이 디지털세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 사전 검토를 통해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인한 이전가격 위험의 최소화 및 세무상 Global supply
chain 의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ovid-19 등의 영향과 디지털세의 도입 등 새로운 조세 환경으로 인해
다국적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세무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그룹은 최고의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최적의 이전가격 자문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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