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ERT ON INVESTMENT INCENTIVES IN THE HIGH TECHNOLOGY SECTOR | Page  1

하이테크 인센티브에
대한 뉴스

투자 및 개발 하이테크 목록 및
개발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관한 제38/2020/ND-TTg호 결정

2021년 3월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

• 총리는 우선 투자 및 개발 하이테크 목록 및 개발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관한 제38/2020/ND-TTg호 결정을
2020년12월30일 공표하였다 . 제38호 결정은 2021년
2월15일부터 발효되며 2014년11월25일 제66/2014/QD-
TTg호 결정; 2019년12월18일 제13/2017/QD-TTg호 결정 및
제34/2019/QD-TTg호 결정의 제1조 2항 및 제 2조를
대체한다.

• 제38호 결정은 2021년 2월15일부터 발효되며 최우선 투자
및 개발 하이테크 목록 및 투자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현행 문서이다.

• 하이테크 목록 및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대한 첫번째 결정은
2010년에 발표되었다(2010년 7월 19일 제49/2010/QD-
TTg호 결정). 이후 사회- 경제 분야 하이테크의 실질적인
발전 및 다양한 분야의 하이테크 투자 유치를 위해 총리는
여러 결정을 통해 목록을 대체하고 보완했다(2014년 제66호
결정 및 2017년 제13호 결정). 2019년 총리는 제34호 결정
제4조에서 20개의 하이테크 목록 추가를 승인하였다.

• 과학기술부(“MOST”)가 총리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제38호 결정 승인이 시급하고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제66호 및 제13호 결정에 있는 일부 하이테크 및
하이테크 제품 목록은 베트남의 하이테크 부문 개발
추세와 세계적인 현대 과학기술 개발 변화에 발맞추어
업데이트 및 보완되야 한다.

─ 투자법 및 첨단기술법상의 인센티브 정책 및 제도에
부합한다.

─ 국 내 기 술 혁 신 및 현 대 화 라 는 목 표 를 위 해
산 업 생 산 총 가 치 (Gross Industrial Production) 에 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베트남의 정체성을
담고 있거나, 고품질, 높은 부가가치 와 특별한 기능 및
친환경 제품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 또한 하이테크 목록 및 하이테크 제품 목록이 여러 다른
문서에서 규정되어 있어 단체와 개인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뉴스에서 딜로이트는 귀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

1. 제38호 결정의 중요 변경 사항

2. 하이테크 분야의 현행 인센티브 정책 및 제38호 결정을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기회

3. 딜로이트의 관점

4. 딜로이트의 지원 서비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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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결정에 따라 수정된 목록에는 투자와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둔 99개의
하이테크와 107개의 하이테크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 55 개의 새로운 기술 추가;

• 28 개의 현행 기술이 수정, 보완, 명확화 및 업그레이드

• 59 개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추가

• 31 개의 현행 제품 및 서비스 수정, 보완, 명확화 및 업그레이드

제38호 결정에 따라 수정된 목록은 아래와 같은 방향과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와 개발 우선 대상 하이테크 :

• 베트남뿐 아니라 세계적인 첨단기술로써 현대 과학기술 개발 추세에 적합

• 천연자원, 기후, 환경 및 기타 국가적인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

•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및 혁신 타당성, 기술 습득, 기술 이전 및 혁신 가능성

• 모든 분야의 비전, 전략 및 장기 개발 계획에 적합

개발 권장 하이테크 제품 및 서비스 :

• 하이테크를 이용한 제품;

• 제품 생산에 있어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가짐

• 높은 경쟁력과 사회 – 경제 효율성;

• 수출 가능성 또는 수입품 대체 가능성;

• 국가 과학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

1. 제38호 결정의 중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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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결정의 수정 목록은 다음과 4가지 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i) 정보 기술 ; (ii) 생명공학;
(iii) 신소재 기술; (iv) 자동화 기술. 제38호 결정에서 추가된 새로운 하이테크 및 하이테크 제품 ,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점 기술 분야 제38호 결정에 추가된 새로운 하이테크 및 하이테크 제품 및 서비스

정보 기술

다음과 관련된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서비스 :
• 블록 체인; 디지털 트윈;
• 그리드 컴퓨팅, 에지 컴퓨팅;
• 신세대 네트워크 기술 (4G, 5G, 6G, NG-PON, SDN / NFV, SD-RAN, SD-WAN, LPWAN, IO-

Link wireless, Network slicing, 신세대 광네트워크); 기타

생명공학
다음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 :
• Synthetic biology, Molecular biology;;
• 새로운 미생물학, 자기 유전학; 기타

신소재 기술

다음과 관련된 생산 기술 및 제품 :
• 촉매, 흡수성 재료;
• 의료용 항균 및 항 바이러스 재료 및 장비;
• Upcycling polymers
• 기능성 재료(Functional materials); 기타

자동화 기술

다음과 관련된 설계, 제조 및 장비 기술 :
• 기계 제품용 빌렛을 만들기 위한 고급 단조 및 스탬핑;
• IMS (스마트 제조 시스템)
• 새로운 높은 정밀도(하이테크) 수치 제어 공작기계;
• 고품질, 정밀도 및 기술적 특징을 갖춘 고급 금형;
• 전용 디지털 카메라; 새로운 카메라 모듈;
• 스마트 센서 및 lab-on- a-chip (LOC) 시스템; 기타

1. 제38호 결정의 중요 변경 사항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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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하이테크 분야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최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오고 있다

• 최 대 15 년 또 는 전 체 프 로 젝 트 기 간 에 대 한
토지임대료 면제;

• 법인세(CIT) 4년 면제 및 이후 9년간 법인세 50% 감면,
15년까지 10% 우대세율 적용. 우대세율은 총리 또는
하이테크 파크의 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있음;

2. 하이테크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정책 및 인센티브 기회 모색을 위한 제38호
결의서 적용

• 고정자산 창출을 위한 수입품 , 5년 이내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원자재 , 소모품 및 부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 국 가 하 이 테 크 개 발 프 로 그 램 (National Hi-tech
Development Program) 및 국가예산 재정 지원;

• 첨단기술을 적용한 농업, 유기농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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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인센티브가회사및프로젝트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인센티브가적용되는하이테크분야투자유형개요및
해당인센티브적용조건을아래표와같이제공드리고자합니다.

2. 하이테크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정책 및 인센티브 기회 모색을 위한 제38호
결의서 적용(cont.)

투자 유형 하이테크 적용 프로젝트 하이테크 기업 하이테크 파크 투자 프로젝트

조건
과학기술부 (MOST)에 의해
발급된 하이테크 적용 프로젝트
Certificate

과학기술부 (MOST)에 의해
발급된 하이테크 기업
Certificate

하이테크 파크 관리위원회에 의해
발급된 하이테크 파크 투자 프로젝트
투자등록증 (IRC)

주요 결정 기준

❑ 상품/ 기술 분야

인센티브 기회 파악을
위해 제38호 결의서
적용

투자 및 개발 우선 하이테크
목 록 에 있 는 첨 단 기 술 을
사용하여 상품 생산
 질문: 회사가 적용한 기술이

제38호 결의서 “I” 부록에
포함 되는지 여부?

개발을 장려하는 하이테크
제품의 항목에 해당하는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

=> 질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제 38호 결의서의 “II” 
부록에 해당 하는지 여부?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및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질문 : 회사가 적용한 생산기술이
제 38 호 결 의 서 의 “ I” 부 록 에
해당하는지 또는 생산한 제품이 동
결의서 “II” 부록에 해당 하는지
여부?

❑ 매출 비율 해당사항 없음 최소 70%
최소 60% (호치민 하이테크 파크에
있는프로젝트에만 적용)

❑ 순이익 대비 연구 및
개발 (R&D) 비용 비율

프로젝트 투자자본 및 인력
규모에 따라 최소 0.5% 또는 1%
또는 2%

기업 자본 및 인력 규모에 따라
최소 0.5% 또는 1%

최소 1%

❑ 전체 인력 대비 R&D
관련 인력

프로젝트 투자자본 및 인력
규모에 따라 최소 1% 또는 2.5%
또는 5%

기업 자본 및 인력 규모에 따라
최소 2.5% 또는 5% 최소 5%

❑ 기타 기준
베트남 또는 국제 전문 기관의 기술 표준 및 규정에 따른 품질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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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딜로이트의 관점

• 딜로이트는 개발 및 투자 우선 하이테크 리스트와 개발 장려
하이테크 제품 리스트에 관한 제38호 결의서 발표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하이테크를 통한 국내 기술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제품, 높은 품질, 높은 부가가치, 뛰어난 기능 및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에 대한 투자 및 개발도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하이테크 인센티브는 특히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조 및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세무, 금융, 신용 등을 포함한 여러분야에서
상당한 혜택을 줄 것입니다 . 따라서 , 딜로이트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앞에서 언급된 언급된 인센티브
적용 기준, 특히 기술, 제품 및 연구개발에 관한 기준을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하이테크 인센티브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또한, 제38호 결의서에 따른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외국 투자자에게 있어 첨단기술 및 R&D를 활용한 하이테크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숙련된 인력 고용, 친환경적 생산등에 대한
베트남 투자 또는 사업 확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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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인센티브에
대한 뉴스

투자 및 개발 하이테크 목록 및
개발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에
관한 제38/2020/ND-TTg호 결정

2021년 3월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

인센티브전략개발 Certification 신청 인센티브규정준수및보고 조사지원

•투자 인센티브 기회

검토 및 식별

•향후 인센티브 절감

예상액을 계산

•위험 평가 및 대응

방법 모색

•신청서 준비 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certification 및

의견서 획득 업무

지원

•Certification 획 득

업무 지원

•인센티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교육

제공

•규정에 따른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CIT 인센티브 계산

검토

•Certificate 발급 기관으로

부터의 사후 조사 대응

지원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

감사/조사 대응 지원

4. 딜로이트지원서비스
딜로이트는 본 뉴스를 통하여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촉진하는 베트남 정부 정책에 대해 개괄적 정보를 제공해

드렸다고 믿습니다. 특히, 하이테크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귀사가 고려해야 할 세무이슈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딜로이트는 하이테크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Global Investment and Innovation Incentives

(GI3)의 아래와 같은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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