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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2021/NQ-HDND호 결의
제68/NQ-CP호 결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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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사회보험청은 TS24 주식회사 및 CSED(기업 개발 및 지원 센터)와 함께 정부의 Covid-19와 관련한

많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온라인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제09/2021/NQ-HDND호 결의 ,

국무총리의 제68/NQ-CP호 결의 제23/2021/QD-TTg호

결정에 따라 본 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1.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율 감소

2.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 일시 중단

3. 근로자의 직무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회성 지원

5.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 된 경우

일회성 지원

6. 기타 사항

배경



Presentation title
[To edit, click View > Slide Master > Slide Master]

Member firms and DTTL: Insert appropriate copyright
[To edit, click View > Slide Master > Slide Master]

2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

Covid-19 기간 동안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및 실업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뉴스

제09/2021/NQ-HDND호 결의
제68/NQ-CP호 결의 및
제23/2021/QD-TTg호 결정

2021년 8월 11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Alert on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policies 
during Covid-19| Page 2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혐료 납입 감소

• 사회보험당국은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료 납입액 감소 추정치를

고용주들에게 통보했다. 기업은 이 납입액 감소분을 자체적으로 Covid-

19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 및 질병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산업 재해 및 질병

기금 납입 감소액을 Covid-19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아직 해당 기금의 사용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 기금을 사용하여 Covid-19 Test kit 및 기타 Covid-19 예방

물품을 구매한 경우, 기업은 향후 세금 신고 및 감사 목적으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 기금을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인원의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01
주목할 만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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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 일시 중단

• 정부의 2020년04월09일 제42/NQ-CP호 결의 및 2020년

10월 19일 제154/NQ-CP호 결의와 같이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납입을

계속적으로 중단한다.( 2021년 4월 대비 15% 이상 감소)

• 제23/2021/QD-TTg호 결정문은 퇴직연금 및 유족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납입 감소율 산정 및 추후 납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납입 일시 중단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며 제42/NQ-CP호 결의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다.

• 고용주는 본 결정에 따라 해당 사회 보험 기관에 신청서

양식 01을 제출하고 노동부 -보훈사회부에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사회보험기관은 5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한다.

02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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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고용주는 실업 보험 기금(재정 지원을 신청한 시점에

12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으로부터 근로자의 직업 훈련,

교육, 기술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대 지원 금액은 VND1,500,000/인/월이며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 고용주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보훈사회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3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회성 지원

• 유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Covid-19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일회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

- 연속 1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업무 중단 또는

무급휴가: VND 1,855,000/인

- 1개월 이상의 업무중단 또는 무급휴가 : VND

3,710,000/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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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내용 (cont.)

근로자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된 경우 일회성 지원

2021년 6월에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은 제09/2021/NQ-

HDND호 결의를 공표하였다. 제09/2021/NQ-HDND호 결의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68호 결의 및 제23호

결정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사회보험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업무를 중단한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

고용주의 무급휴가 , 생산 회복을
위한 임금 지불을 위한 대출

•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써
노동법 제 99조 ,3항에 따라 업무를
중단하게 되고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격리 또는 봉쇄 지역에 있게 되는 경우
VND 1,000,000/인의 일회성 지원 수당을
받을수있다.

• 고용주는 해당 금액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최초 14일의
업 무 중 단 기 간 은 해 당 지 역 의
최저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기간의 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주는 본사가
위치한 인민위원회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자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ovid-19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VND 3,710,000/인의 일회성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이 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서비스 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임 신 중 인 근 로 자 에 게 는 VND
1,000,000/인 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 중단/무급 휴가/근로계약 해지 시
6세 미만 자녀1인당 VND 1,000,000를
추가로 지원된다.

•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의 경우
지역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개월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 고용주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정책은행에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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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기업이 7월에 산업재해 및 질병보험에 0.5%를 납입한 경우

초과 납입된 금액은 사회보험당국에 통보할 필요 없이

이후 보험료 납입액과 상계된다.

• SARS-CoV-2에 감염후 퇴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양식 C65

대신 면역 증명서와 격리 결정서를 근거로 질병보험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 호치민시 고용 서비스 센터는 다양한 지원 방식(우편을

통한 실업 보험서류 발송, hot line 또는 Zalo 등)을 통해

현재 격리 봉쇄된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즉시 실업보험

서류를 제출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기간동안

국무총리의 제16호 지시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용주는 사업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직원을 위한 건강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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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points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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