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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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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  
(지연이자는 0.03%/일) 

20%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30% 
감면(조건부)하기로 했습니다.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Transfer Pricing

기타 법령(노동법, 상법, 등)의 미준수는 
비용불인정 등의과세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법령의 준수

법인세 신고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

 ■ 잘못된 Tax 인센티브 적용

 ■ 공제가능 한도를 초과한 비용

 ■ 관련 증빙이 미비한 비용

 ■ 수입/수출 시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오기재 

한 경우

 ■ 특수 관계자간 비용 배분이 근거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

 ■ 이월결손금에 대한 잘못된 처리

 ■ 이전가격 신고서식이나 보고서가 미비한 경우

 ■ 혹은, 제출 시기를 놓친 경우

코로나19 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 하에서 
이루어질 2020 세무조사는 귀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경상 비용도 여전히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판데믹 관련 지원안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알고계신가요?

Decree 68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증가 되며 비공제 이자 
비용은 향후연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Decre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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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면 혜택 (Tax incentive)검토

 ■ 접대비, 홍보비에 대한 검토

 ■ 특수관계자 거래의 검토

 ■ 이연법인세 관리

 ■ 법인세 헬스체크 (세무조사 대비)

 ■ 법인세 전략 수립

세무자문 서비스

 ■ 법인세 신고 대행 
 ■ 법인세 신고내역 검토 

 ■ 법인세 관련 교육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신고 

세무지원 서비스

KPMG는 베트남 최대의 회계, 컨설팅 법인 중 하나로 지난 26년간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KPMG의 숙련 된 Tax professional팀 및 대관팀은 적절한 세무계획, 새로운 세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새로운 세금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해 드립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과 요구사항에 맞춰 적절한 문서를 준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호치민, 하노이 및 다낭에서 오피스를 두고 43명의 파트너 및 1200 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Why KPMG?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International Tax Review, 
2014 – 2020

Vietnam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International Tax Review, 
2017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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