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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여러 영향이 전세계 경제에 확산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 폐쇄, 영업 축소, 
낮은 영업 실적 및 기존 가격 정책 적용 불가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가격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문제는 매우 다양하여 업종별로 다르고 동일한 업종내에서도 회사별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Deloitte는 Covid-19 하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한 Covid-19 상황에서의 이전가격
관련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를 통해 본사와 베트남의 재무 및 세무 관리자들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eloitte의 공유 시리즈는 Covid-19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회로 바꾸고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 기업 내부 거래 가격정책에 관한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제 관련 주목할 만한 사항

4. 이전가격의 관점에서 본 사업 구조 조정

5. Covid-19의 리스크가 낮은 기업들이 실제
Covid-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

6. APA 협의 또는 수행 과정에 대한 Covid-19의
영향

7. 이전가격 세무감사 추세 : 납세자를 위한
완화된 접근 또는 국가예산 달성을 위한
강화된 계획

이전가격 공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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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 – 기존 기업
공급망의 영구적인 변화 및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

2. Covid-19 이전의 그룹사간 가격 정책이 더이상
적용 불가하게 됨에 따른 새로운 가격정책의
필요성

3.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간에 대한 손실
또는 수익성 변동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딜로이트의 공유 시리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경



Covid-19 로 인한 공급망 중단

기존 기업 공급망의 영구적인 변화 및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Covid-19으로 인해 중단된 현재의 공급망(Supply Chain)과 향후 공급망의
변화가 이전가격에 있어 어떠한 잠재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본사나 베트남 관리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초기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괸리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합니다. 

Covid-19는 전세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게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과 공급망 모델에 대한 재
검토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아라는 중국에서 발생한 Covid - 19 로 인해 글로벌한 공급망에 큰 영향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재무 및 세무 관리자들은 어디서부터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와 어떻게
전략을 세울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래와 같은 딜로이트의 관찰 및 제안 사항은
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중국 외 대체 생산 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밸류체인 내에서 생산
능력 재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 내부거래 구조 변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실제 생산능력 재배치 결과 공급망에 발생가능한
모든 기능적 위험을 평가하고 어떠한 부분에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 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앞서
재배치와 관련된 가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Covid -19 이후 사업 및
리스크 (세무 리스크 포함) 최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대부분 회사의 일반적인 공급망에는 리스크가
한정된 유통 업체 혹은 계약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와 같이 리스크가 낮은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이익(Routine Profit)을 분배받고 있으나
영업활동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유주, 공급자,
고객, 주주 및 특히 조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없으며
모두가 일정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공급망 및 이익
감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전가격의 정책의
적절한 조정의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딜로이트의 제안

딜로이트의 관찰
• Covid – 19 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우한지역의 예측지 못한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Dun & Bradstreet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51.000개 기업 및 포춘의 1000대 기업 중
163개 기업이 최소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1
tier” 공급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공급망의 심각한 손상은 전세계 기업들이 일시적인 공급 옵션을
모색하거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할때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전가격을 점검 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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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조언

요약하면, 많은 다국적 기업의 기존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 Covid-19 이후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운영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지역 재무 및 세무 관리담당자들은
Covid-19 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급망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종속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각 국가의 특수관계자 거래 및 이전가격 협의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재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베트남의 재무 담당자 ( Chief accountant, CFO)는 지역 경영자가 법인세 및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

다음 뉴스에서는 Covid-19으로 인한 기존 기업 내부 가격 협의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되는지와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내부 가격 협의를 재 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
할 예정입니다.  

비고:
1 https://www.cnbc.com/2020/02/17/coronavirus-could-impact-5-million-companies-worldwide-research-shows.html 

• 향후 공정하고 정확한 재무적 예측과 회계 결과를
위해 내부 관리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회사
시스템에 새로운 이전가격이 반영되었는지
면 밀 히 검 토 하 고 필 요 한 경 우 이 를
수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조정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용 항목을 회수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수익 및 이전가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 회사는 향후 세무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조세
당국의 문제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Covid-19가 공급망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측면에서는 이익 감소와 손실에 대한 충분한
문서화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문서화의 경우
낮은 이익을 단순히 Covid-19의 영향으로만
설명해서는 안되며, 매출, 생산능력, 비용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영향이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분석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딜로이트의 지원:

베트남 딜로이트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객사와

함께 세금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심층 분석
• 기업 내부 BEPS 계약/ 내부 거래 협약 검토
• 이전가격 관련 문서 검토
• 이전가격 관련 세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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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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