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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EVFTA)은 2020년08월0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후 베트남 정부는

2020년8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표 및 관련 수행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 (“제111호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제111호 시행령은 2020년9월18일부터 발효합니다.

• 본 뉴스는 제111/2020/ND-CP호 시행령의 주요내용 및 실무적용에 주목할 만한 사항을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 EVFTA와 관련 배경정보 및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Deloitte Vietnam의 EVFTA협정, 

제11/2020/TT-BCT호 시행 규칙에 대한 세무뉴스 및 웨비나를 참조하십시오. 

배경

• EVFTA에 따른 관세감소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의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의 적용은 3 단계로 나누어 됩니다: 

2020년08월01일 - 2020년12월31일; 2021년01월01일 ~ 2021년12월31일 및 2022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EVFTA협정에 따른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을 적용에 대한 조건 및 절차

• EVFTA의 적용범위에 포함/제외된 유럽 연합 (“EU”) 회원국 및 영토의 목록

• 2020년08월01일부터 시행령의 발효날짜까지 미리 관세 신고된 재화의 경우: 초과 납부된 수입관세를 확인한 것은

관세당국에 의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1/2020/NĐ-CP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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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vn/Documents/tax/vn-tax-alert-on-eu-vietnam-free-trade-agreement-evta-kr.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vn/Documents/tax/vn-tax-alert-on-circular-no-11-2020-tt-bct-regarding-rules-of-origin-under-the-evfta-kr.pdf
https://www.youtube.com/watch?v=oiM1hBmji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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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발행된 특별우대 수출관세 :

• 다음과 같은 국가로 수출할 때 EVFTA에 따른 수출관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i. EU 회원국의 영토; 및

ii. 영국 및 북아일랜드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함).

• 제57/2020/ND-CP호 시행령의 수출 관세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EVFTA의 수출 특별우대세율표에 제외된

재화의 경우 EVFTA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VFTA 특별우대 수출관세율 적용조건 :

• 목적지는 규정된 국가 및 영토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선적서류가 있음 (사본)

• 베트남 원산지가 있는 수출품은 EU 회원국, 영국 및 북아일랜드 (2020년12월31일까지 유효됨)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수입 관세신고서가 있음

비고: 베트남에서 수출시 MFN 수출 관세율 (가장 선호하는 국가 관세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이

적용됩니다. 수출 관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서류를 제공하므로 EVFTA 관세율이 적용하게 되면

수출자는 MFN 수출 관세율과 EVFTA 수출 관세율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된 수출

관세액에 대한 환급은 관세 당국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U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특별우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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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할당량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04.07; 17.01; 24.01; 25.01의 라인에 해당한 관세율의 일부가 할당량 적용됨;

• 적용할 할당량내에 특별우대 수입 관세율

• 연간 수입 관세 할당량, 및

• 적용할 할당량외에 수입 관세율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시행령은 2020년09월18일부터 발효하지만 EVFTA에 따른 특별우대 관세율은 2020년08월01일부터 베트남관세당국에
신고된 EU 수입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비고: 2020년8월1일부터 본 시행령이 발효한 일 전까지 등록된 수입 관세 신고서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품이 EVFTA
특별우대세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EVFTA 및 MFN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은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수입세 환급을 처리한다.

EVFTA 특별우대 수입 관세율 적용 조건:

• 본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우대 수입 관세표에 포함한 수입품;

• EU 회원국, 안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DUDRNR 및 북아일랜드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2020년12월31일까지
유효됨) 베트남의 비관세 구역에서 내수로 수입된 수입품;

• “원산지”에 대한 규정조건을 충족하며 EV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함;

비고: EC의 제1982973호 Ares(2020) OL를 통해 발표에 따르면 EU에서 수입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포함합니다:

• REX 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자체 증명서 ; 또는

• 가치가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 자체 증명서

베트남에서 우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EUR 1호와 원산지 신고서가 EU에서 발행되지 않습니다.

EU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품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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