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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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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19일 정부는 2021년에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52/2021/ND-CP호 시행령 (“제52호 시행령”)을 공표했다. 제52호 시행령은 2021년04월19일부터 발효된다. 

본 뉴스에서 제52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배경

1. 적용 대상: 제41/2020/ND-CP호 시행령 (“제41호 시행령”)와 대비
일부 대상을 추가한다; 

2. 납세 기한 연장

i. 기업 및 단체의 경우: VAT 및 CIT 납부 기한 연장

ii. 개인 및 가족 사업자의 경우: VAT 및 PIT 납부 기한 연장

3. 2021년의 1차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4. 연장 절차: 

i.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2021년7월30일이다. 

ii. 본 시행령에 따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41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상 연장된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및 해당 연체이자 (있을 경우)를 국고 예산에
2021년07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요 내용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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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야:

• 농업, 임업 및 수산업;

• 식품 제조 및 가공; 직조.의류 상품 생산; 가죽 및
관련제품의 제조;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코르크 생산; 짚
및 격자재로 한 상품 제조;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생산; 
금속 제조, 가공; 금속 처리 및 코팅;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가구생산; 

• 건설업;

• 출판 활동, 영화 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음악 녹음
및 출판 활동; (*)

• 석유 및 천연가스 개척 (계약 또는 협정에 따라 석유, 
콘덴세이트, 천연 가스에 대한 CIT 연장이 없음) (*); 

• 음료 생산; 인쇄, 복사; 석탄 생산,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화학 생산 및 화학 제품 생산; 조립식 금속 제품 생산
(기계 및 장비 제외); 오토바이 생산; 기계 및 장비의 수리, 
유지 보수 및 설치; (*)

• 배수 및 폐수 처리. (*)

2021년 4월

i. 다음과 같은 경제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개인 및 가족사업자:

1. 적용대상

사업 분야

• 창고.운송 및 관련 지원 활동; 숙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료 및 사회 지원 활동; 부동산
사업활동;

• 근로.취업활동; 여행사들의 활동, 관광투어 개최 및
홍보의 관련된 지원 서비스; 

• 창작예술 및 오락활동;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영화 상영
활동;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튜터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활동; 정보
서비스 활동;(*)

• 채굴 지원 서비스 활동 (*)

(*) 제41/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추가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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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부의 2015년11월03일 제111/2015/ND-CP호 시행령에 따라

발전 우선을 지정된 지원산업 제품; 2025년 및 2035년까지의

비전으로 베트남이 기계 산업 발전 전략을 승인한 정부의

2018년03월15일 제319/QD-TTg호 결정에 따라 중점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체, 개인 및 가족사업자; 

iii. 제04/2017/QH14호 중소기업 지원 법령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법령의 일부 사항을 자세히 규정한 2018년03월11일

제39/2018/ND-CP호 시행령에 따라 확인된 소기업 및 초소기업;  

iv. 베트남 국가 은행 (“SBV’)의 규정에 따라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단체 및 개인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수행하는 외국

은행의 지점, 신용 기관. 

1. 적용대상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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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 및 단체

VAT 납부기한 연장 (수입 VAT 제외):

• 월간 신고: 2021 년 3 월부터 6 월까지 과세 기간의 경우 5 개월로
연장한다. 2021 년 7 월과 8 월 과세 기간의 경우 각각 4 개월과 3 
개월로 연장한다. 

• 분기별 신고 : 2021 년 1 분기, 2 분기 과세 기간의 경우 5 개월로
연장한다. 

• 연장 가능한 VAT금액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할당된 세액
및 발생할 때마다 매회 납부세액을 포함한다. 

CIT 납부기한 연장

• 2021 과세연도에 1분기, 2분기의 일시 납부세액의 겨우 3 개월로
연장한다. 

• 연장 대상인 경제분야에 해당한 생산 및 사업 활동이 없는 지점, 부속
단위에 적용되지 않다. 

ii. 개인 및 가족사업자

• 2021년의 VAT 및 PIT 납부의무는 2021년12월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

2021년 4월

2. 납세 기한 연장

2021년에 토지 임대료 1차 납부 기한은 2021년5월31일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3.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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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납세자는 2021년07월30일까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신청서를
조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ii. 본 시행령에 따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41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상 연장된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및
해당 연체이자 (있을 경우)를 국고 예산에 2021년07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iii. 납세자가 여러 지역의 관리 세무국에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은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신청서를 복사하여 관련 세무국에 발송할 의무가 있다.

iv. 연장 기간동안 연장이 승인된 세금, 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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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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