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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XNK-XXHH 호 OL 에 관한 뉴스 
제 11/2020/TT-BCT 호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 원산지 원단 재료에 

대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원산지 

누적기준의  공식적인 적용시점에 관한 지침 

 

 

한국 고객사 분들께, 

 

2021 년 2 월 26 일에 산업통상부 – 출입국은 제 101/XNK-XXHH 호 OL 

(“제 101 호 OL”)를 발행하여 상품 원산지 규칙을 규정하는 제 11/2020/TT-

BCT 호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 원산지 원단 재료에 대한 EU-베트남 

http://www2.deloitte.com/us/en.html


자유무역협정(EVFTA)의 원산지 누적기준의  공식적인 적용시점을 안내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 년 3 월 1 일로부터 베트남에서 EU 로 수출된 섬유제품은 

제 11/2020/TT-BCT 호 시행규칙 제 9 조의 제 7 항에서 제 11 항까지에 의한 

규정에 따라 한국 원산지 원단 재료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20 년 8 월 1 일로부터 베트남에서 EU 로 수출된 섬유제품은 

제 11/2020/TT-BCT 호 시행규칙 제 22 조에 따라 소급적인 원산지증명서인 

EUR.1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한국 원산지 원단 재료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EU 로 수출하는 

베트남 섬유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섬유업체들이 공급망 모델을 재검토하여 EU 로 수출할 때 EV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원단재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베트남 글로벌 무역 및 관세 전문팀은 고객사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EVFTA 의 원산지 누적기준의 적용방법 및 베트남 

원산지  수출품의 입증 조건에 대해 안내하고 원활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101 호 OL 의 자세한 정보 파악 및 업체의 수출 제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또는 소급적인 원산지증명서인 EUR.1 신청 또는 수입세 환급 신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딜로이트의 EVFTA 에 관한 다른 세무뉴스를 참고하려고 하시면 

딜로이트 website 접속하십시오.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지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https://www2.deloitte.com/vn/en/pages/tax/articles/tax-newslett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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