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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세무산책 결론을 공개하는데  베트남 

조세 기관들의 새로운 방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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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무산책진행엔  조세기관들이  대중 
통신기관들에게  회사의 세무사찰 결과를 넓게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공개는  
사찰정보의  명백성에  적극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 회사의  각도로 보면  산책(사찰) 
결과를 공개하는일이  당사의 생산영업 결과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가져 줄수가 있다.  

이런 소식통엔, (주)Grant Thornton Việt Nam 
은  귀회사들에게  국세청 및 재무부의  새로 
발표된  세무 산책 결론 공개 에 대한  일부 
법적 근거 들을  알려드리 면서  다음 몇몇  
권고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 

회사의 세무 산책 결론의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들를  주의 해야한 일부 규정들 다음.  

국회의 산책 (사찰)법규 No.56/2010/QH12의  
2010 년 11월 15일에 발표에 따으면 
산책결론의 공개는 다음 처럼 규정한다 : 

1. 산책결론은  10일 기간내에  사찰결론 
서명날 부터  공개해야 한다. 산책결론을 
하는사람이  산책결론의 공개를 책임진다, 
단  다른 법 규정의  경우에 제외함.  

2. 산책결론의 공개 형식들이 다음 포함한다 : 

• 공개 발표는 산책결론을 내는사람, 
사찰단,  산책 대상, 관연 기관, 조직, 
개인등을 포함하는 회의에  하거나 
기사회결에 한다; 

• 대중통신  방법으로 통보한다 ; 

• 국가의 사찰 기관,  전문분야의  
산책기능을 담당한 기관 혹은  같은 급의 
국가관리 기관들의 앺 통신 베이지 (Web 
site)에 올린다.; 

• 산책 대상의 기관이나 조직의 본사에  
기재한다 

•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의 요구에 의한  
공급도 한다.  

대중통신  방법으로 산책결론이 공개 될때에  

회사에 대한 영향 : 

1. 있을수있는 세무조정  및  각 위반들이  

언론상  넓게  발표되면은. 

2. 여러 잘못이 있는 세무 산책결론이 있고 
특히 불 충분된 공개 통신의 공급이 있는한 
민감적 문제에 관련된 가격 이전의 회사 
들의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소극벅 
반응들이  생긴다.  

3.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회사의 영업신용성, 
Brand 가치는 큰 영향을 받는다.  

4. 정보 (있을수있으면) 처리, 개정하기위해 
많는 시간이 필요한다. 

(주)Grant Thornton Việt Nam 의 권고 사항: 

각 회사들의 활동에 소극적 영향을  최대 

제한하는 목적으로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다음  권고를 하고 싶다.: 

1. 회사는정기적으로  납품자,  
대리점사장들과  관련숫자 대비 및 내부적  
영업규정  준수의 검토를  해서  당사가  
제기된 관리 목 표에 맞게 활동하고있는  
규정내용들을 보장해 준다. 

2. 항상 독립적으로 영업거래 관계들의 서류, 
영수증, 증빈들을  검 토 해서  적합성의 
세무 준수 보장 과 있을수 있는 잠재적 Risk 
를 제거 해준다. 

3. 시장단가 분석 서류들을 늘  보관해서  
시장가격 확정에 대한 규정준수를  
증명해준  근거로서  가격 이전 규정위반을 
피할수 있다.  베트남 조세 기관들이  
FDI회사들의  가격이전 문제에 대 한 특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4.  세무, 회계법규의 규정 및  관련된 투자법, 
기업법규들을  최대적 준수한다. 

귀사들은 추가적 협조를 받으려면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 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락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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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식통의 정보들이 통보시점 전까지 
효력이있는 조세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 회사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주) Grant Thornton VietNam 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 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 지지 
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 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합의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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