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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MOIT")는 2020년 06월 15일에 유럽연합 (EU)과 베트남간 자유모역협정 ("EVFTA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안내하는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 (“제11호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제11호 시행규칙은 2020년 08월 01일에 유효될 예정이며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베트남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유럽 공급 업체로부터 완제품 구매; 및/또는

• 유럽 고객한태서 (생산용) 원자재를 구매하고 완제품/ 부품/ 구성품을 판매

유럽연합 (EU)과 베트남간
자유모역협정 - EV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 (“ROO”)에 관한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

2020년 6월 26일

배경

1. “상품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 증명서류

3. 원산지 증명서 ("COO")에 반영된 정보

4. 제3국에서 환승 및 분할 배송

5. 원산지 누적기준 및 단순한 가공 및 제조

EVFTA에 따른 원산지 규칙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뉴스의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11호 시행 규칙과 관련 자세한 내용 및 당사의 비즈니스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고나 정보를

필요하시면 Deloitte Vietnam의 세무, 무역 및 관세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무역 및 관세 뉴스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목적으로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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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류2

주요내용

수입자는해당상품이 “원산지”기준을충족하고 EVFTA에 따른관세우대를적용하기위해아래와같이원산지증명서류중하나를
수입국의관세당국에제출해야한다. 

i. 수출국의유관기관에의해발행한 EUR.1 양식의원산지증명서 (COO); 또는

ii. 수출자에의해발행되며송장, 납품서또는기타상업문서에상품에대해충분한정보가반영된원산지자체발급증명서 (*)

 EU에서수출된상품의경우

• 탁송물의총가치가 6.000 EUR 미만인경우모든수출자가원산지자체발급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 탁송물의총가치가 6.0000 EUR 이상인경우 “자격이있는수출자”만원산지자체발급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베트남에서수출된상품의경우: 

• 베트남은원산지증명서자체발급제도를공식적으로적용하지않았으므로 제11호 시행규칙이유효될예정인
2020년08월01일부터 EUR.1양식의 C/O만원산지증명서류로사용될예정이다. 향후베트남은원산지증명서자체발급제도를

공식적으로적용하면실행하기전에국가의유관기관은관련규정을발행하며 EU에통지할예정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 상품은 EVFTA에 따라 한 회원국가에서 원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우대적인 관세율을 적용된
대상이다:

i. 한회원국에서순수한원산지의상품 - 완전생산된기준 (Wholly Obtained)을충족한상품 – 예: 베트남에서재배된농산물 ;
또는

ii.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제조) 상품은 한 회원국에서 생산되는데 비 원산지 재료 한 회원국에서
전체적으로제조되거나가공된다.

참고: 비 원산지 재료에 대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EVFTA의 ＂품목별 규칙" 및 "누적 원산지
기준“에명시되어있다.

•

“상품원산지”의개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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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COO")에 반영된정보

:

3

EUR.1 양식에신고된정보와관련하여수출자가아래와같이할수있게협의된다: 

i. 수입자의정보, 선적일정, 상업송장번호등의신고여부를선택가능한다; 및

ii. EUR.1 양식에상품의 HS 코드, 원산지기준을기술하지않아도된다. 

참고: 수입국의과세당국에서상품이관세감면항목에해당되어우대적인관세율을적용될대상인지확인할수있도록 EUR.1 

양식에상품에대한설명내용이충분히상세해야한다. 

제3국에서환승및분할배송4

양측은아래와같이조건으로 EVFTA에 해당하지않은제3국에서상품을환승, 재고및분할이허용된것으로협의한다: 

i. 상품보관또는봉인, 라벨링등과같은공정을제외하고상품을변경, 변형, 분리로이어지는가공, 처리작업해서는안된다; 

ii. 탁송물의분할은수출자에의해수행되거나수출자의위임으로수행된다; 및

iii. 상품이환승또는분할국가에서관세당국에의해감독된다.

원산지누적기준및단순한가공및제조5

SEAN 국가및한국등과같은 EU 및베트남과자유무역협정을맺고있는국가를포함한다른회원국에서비롯한자재로생산된
상품은수출회원국에서원산된것으로간주되는데보관, 분쇄, 세척, 다림질, 간단한페인트, 껍질벗김등과같은수출
회원국에서수행된간단한공정을겪어나단순한처리만된조건을충족해야한다. 

누적원산지기준및단순한가공및제조또는임가공에대해자세한내용은 2020년06월09일에 발행된 “유럽연합(EU)과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에관한뉴스를이링크를참조하십시오. 

무역및관세뉴스

판매등상업목적이아닌참고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유럽연합 (EU)과 베트남간
자유모역협정 - EV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 (“ROO”)에 관한
제11/2020/TT-BCT호 시행규칙

2020년 6월 26일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vn/Documents/tax/vn-tax-alert-on-eu-vietnam-free-trade-agreement-evta-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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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딜로이트의 글로벌 무역 및 관세 전문가는 다음 분야에서 실무 경험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지원

자문
EVFTA 협정에 따른
EUR.1 증명서 취득
절차 또는 원산지

증명서 자체
발급방식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지원

자문
EVFTA 협정 및 기타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 특히 각
협정의 “신규” 또는
특정 규정 적용에

대한 자문

검토
EVFTA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수출품을 검토하고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자문함

자문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 계획 및 수출
목표시장에서 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자문

자문
EVFTA협정의 실제
적용과 관련된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자문
EVFTA 협정 수행
일정표에 따른

수입/수출 관세율
혜택 및 인센티브
신청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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