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5일 정부는 제 122/2016/ND-CP호 시행령 ( 제 122 호 시행령) 및 제 125/2017/ND-CP 호 시행령 (125 시행령)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 57/2020/ND-CP 호 시행령 (제 57 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2020년 07월 10일부터 실행되는 제 57호 시행령은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지원 산업 분야에서 활동 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 57호 시행령의 영향을 받는 주요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수출입 관세율표 수정 :

i. 수출세 부과 대상 추가;
ii. 여러 품목에 대한 수출세 조정– 예) 74.11, 25.05에 규정된 품목;
iii. 여러 품목에 대한 수입세 조정 – 예) 32.15, 54.02, 84.14, 84.20, 85.04에 규정된 품목;

• 아래 개정 및 보완:

i. 자동차 생산 및 조립을 위한 수입되는 부품에 대한 수입세인센티브 정책( 수입세 인센티브 제도); 및
ii. 2020 – 2024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 제조 지원 산업 제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자재, 소모품, 예비

부품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제 57 조 시행령의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자동차 생산 지원 산업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제 57조 시행령에 관한 정보 또는 제 57조 시행령이 영업 활동에 미치게 될 영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 뉴스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있는 딜로이트 베트남의 세무 및 관세 전문가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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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전기/배터리/하이브리드/바이오 연료/천연 가스 사용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에
대한 세부 조건을 규정

산업부가 발행한 자동차 제조 및 조립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 기업

자동차의 예비 부품에 대한 여러 조건 추가

1. 자동차 모델 조건

• 각 자동차 제품 그룹별 4자리 HS 코드 규정 및 각 그룹별 하나의 자동차 모델에 대한 기준

항목 .

• 기업은 등록된 자동차 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등록 모델 갯수를 조정 가능

2. 최소 총 생산 및 최소 특정 생산 조건

• 최소 총 생산 및 최소 특정 생산 정의 수정;

•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한 최소 총생산 및 최소 특정 생산의 구체적 제시;

• 가솔린 및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배터리/하이브리드/바이오 연료/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조 및 조립 기업에 대한 최소 총 생산 정의 방법; 및

•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의 첫 번째 인센티브 기간이 06개월 미만인 경우

생산량을 계산하는 방법.

가솔린 및 디젤을 사용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에 대한 조건을 수정 및 보완

적용 대상1

적용 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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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인센티브 기한3 연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 “관세 mode”: A43 – 관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 재화의 수입

• “회사 내부 관리 번호”: e.g. “#&7b”
관세신고절차4

제출 절차5
기업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 정책을 신청

기업은 0% 의 관세율을
적용

관세기관은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

관세기관은 환급 가능 /
불가 여부 결정

Updates on The duty 
incentive scheme for 
automotive manufacturers 
and The duty incentive 
scheme for automotive 
supporting industry under 
Decree No. 57/2020/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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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원 산업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적용 대상1

적용 조건3

• 자동차 부품, 예비 부품을 제조업체, 가공업체;
• 자동차 부품, 예비 부품을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

자동차의 부품, 예비 부품을 제조업체, 가공업체에 대한 조건

자동차의 부품, 예비 부품을 직접 제조 또는 가공 업체에 대한 조건

1. 적용 대상 기업 조건

2. 수입된 재료, 부품 및 예비 부품에 대한 조건

•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지원 산업의 제품 목록에 해당함
• 수입된 재료, 부품 및 예비 부품은 국내에서 아직 제조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됨.

인센티브 기한4 연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용 방식2 재료, 부품 및 예비 부품은 일반 수입관세율, 우대 수입관세 또는 특별우대 수입세가
적용되며, 현재 까지 수입세 0% 적용 대상은 아니다.Updates on The duty 

incentive scheme for 
automotive manufacturers 
and The duty incentive 
scheme for automotive 
supporting industry under 
Decree No. 57/2020/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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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원 산업에 대한 수입세 인센티브 정책

제출 절차6

관계기괸 요청시 필요
서류 준비

기업은 자동차 지원 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 신청

기업은 0% 관세 신청

관세기관은 기업이 보유한 설비 ,
장비, 기계를 감사

관세기관은 환급 가능/ 불가 여부
결정

관세기관의 감사 보고서 발행

관세 신고5
• “관세 mode”: A43 – 관세 인센티브 정책을 적용 대상 재화의 수입

• “회사 내부 관리 번호”: e.g. “#&7b”

• “HS 코드”: 자동차 지원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용 할 수 있는 수입 및 수출
재료, 부품, 예비 부품에 대한 HS 코드 목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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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딜로이트의글로벌무역및관세전문가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자문해드릴수있습니다.

베트남딜로이트의지원

관 세 인 센 티 브
신 청 프 로 세 스
지원

관 세 인 센 티 브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회사 평가
업무지원

0% 수 입 세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및제출지원

관세기관의 현장
생산 / 가공 설비
조사 및 인센티브
혜택 신청 서류에
대한 감사 대응
지원

자 동 차 산 업 에
대 한 수 입 세
인 센 티 브 및
자동차지원 산업에
대 한 수 입 세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각 상품별 HS
코드분류조언

회사 요청에 따른
기타 세무, 무역 및
관세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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