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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배경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 관리를 규정하는 제20/2017/ND-
CP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제132호 시행령)을 2020년 11월 5일 공표하여 202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제132호 시행령 제18.5조는 CbCR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에서 딜로이트 베트남은
제132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 (“CbCR”)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i. 제132호 시행령의 새로운 용어
ii. CbCR 시행 사례;
iii. CbCR 시행 매트릭스

딜로이트는 제132호 시행령의 추가 지침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용어 참조 : BEPS Action Plan 13 – CbCR 적용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CAA는 조세 및 국가별 보고서(“CbCRs”)정보의 자동적인 교환이 요구되는 국제
협정에 참여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관련 기관간 유효한 협정의 약어이다.

(제132호 시행령, 제4.2조)

국제조세조약 (“IA”)

IA는 조세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국제 협약이다. (제132호 시행령, 제4.3조)

IA는 베트남과 체결한 조세에 대한 국제 협정, 양자/다자간 협정 또는 조세
정보 교환 계약으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과 조세 정보의 자동 교환을 포함한
조세 정보 교환의 법적 근거가 된다.(BEPS Action 13 – CbCR 적용 페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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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 최상위 모회사(GUP)가 해외(X국가)에 위치하고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CbCR를 작성
하는 경우 베트남내 법인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베트남 세무당국에 CbCR을 제출해야 한다.

Case A: 전 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VND 18bil을 초과하는 베트남에 위치하는 최상위 모회사

(Global Ultimate Parent Company - “GUP”)의 경우

A
• GUP는 제132 시행령, 부록 04에 따라 CbCR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출 기한: GUP의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B1 - X국가가 베트남과 IA를 체결하고 있으나, GUP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효한 CAA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 B2 - X국가가 베트남과 유효한 CAA를 체결하고 있으나 정보자동교환 (“AEOI”)이
중단되었거나 GUP의 CbCR을 베트남에 자동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B3 베트남 내에 동일 MNE그룹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해외 GUP가 이중
하나의 기업에게 베트남 세무 당국에 CbCR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정한 경우 ,
지정받은 베트남 기업은 CbCR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GUP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CbCR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CbCR 시행 경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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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C: 최상위 모회사(GUP)가 다른국가(Y국가)에 위치한 자회사에 GUP를 대신하여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CbCR를 제출하도록 GUP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지정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Case B를 적용하지 않는다.

• Y국가 규정에 따라 CbCR를 작성해야함

• GUP의 과세연도 종료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Y국가는 베트남과 유효한 CAA를 체결

• Y국가가 베트남과 CAA를 체결하고 정보자동교환 (“AEOI”)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베트남에 MNE그룹의 CbCR를 제공할 수 있음

• CbCR 작성자는 GUP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GUP가 발행한 공식 지정서를 보유

이러한 경우 베트남 납세자는 GUP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상기 언급된 지정서
및 아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GUP의 회사명, 세금코드, 조세 관할지역 혹은

• 지정된 자회사의 회사명, 세금코드, 조세 관할지역

Case D: GUP가 조세관할지역 ("X국가")에 CbCR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X국가가 베트남과
유효한 IA를 체결한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은 본 IA에 따라 정보자동교환 (“AEOI”) 을 실행한다.

D&Đ
Case Đ: GUP가 조세관할지역(＂X국가＂)의 규정에 따라 CbCR에 관한 의무가 없는 경우, 다자간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CbCR 시행 경우(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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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납세자 베트남 세무당국

GUP가 CbCR 제출

CbCR 및 GUP의
지정서(*)제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정보자동교환
(AEOI) 방식을

진행

CbCR 제출

CbCR 제출

규정 없음

다자간
조세협약을 적용

GUP의 지정서(*)

규정 없음

No; 혹은
Yes - 중단됨; 혹은
Yes -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GUP가 베트남에
위치함

X국가와 베트남
간의 IA 있음

GUP는 X국가에
위치함

X국가와 베트남
간의 CAA 있음

지정된
자회사가
베트남에

위치한 경우

지정된
자회사가
납세자임

GUP는 GUP를
대신하여

CbCR 제출을
지정함

• 지정된 회사가 Y국가에 위치하고 CbCR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Y국가가 베트남과 CAA를 체결했고 AEOI 방식을
진행할 수 있다

GUP의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정보자동교환 (AEOI) 방식이
유효

Notes: YES                           NO
(*) GUP의 과세연도 종료 전에 제출된 서류:

- GUP에 의한 지정서; 및
- 지정된 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명시된 서류

Case A

Case Đ

Case B1

Case B2

Case D

Case C

Case B3

GUP 가 X국가에 위치하고 CbCR 제출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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