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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소득세

• 회사 정책에 따른 고정 출장 수당

• 장기계약에 대한 현금지원

•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이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소득

02. 부가가치세

•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03. 외국인계약자세

• 국경 관문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 판매자가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Incoterms에 따른 물품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 세무 및 관세

뉴스

04. 무역 및 관세

• 관 세 당 국 은 90 일 내 세 금 을

납부해야하는 기업을 검토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다.

• 외국산 원산지 정보가 사전 인쇄된

포장물을 수입 허용되는 경우의 안내

• UKVFTA에 따른 EORI 번호 등록

Tax & Customs Newsletter | July 2021 | Page 1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Tax & Customs Newsletter | July 2021 | Page 2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지침 문서

회사 정책에 따른 고정 출장 수당

공문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 규정 또는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출장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 (“CIT”) 계산 시

공제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5월 20일
제17322/CTHN-TTHT호 OL)

장기계약에 대한 현금지원

회사가 장기 계약에 대한 현금 지원을

받았는데 해당 지원이 수리, 보증, 광고

또는 프로모션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회사는 CI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CIT 과세소득은 1회 기준으로 확정되고

여러 분기에 배분되지 않으며 ,

CIT계산을 위한 소득은 회사가 해당

지원을 받는 시점에 결정된다.

(세무총국의2021년 4월 1일 제933/TCT-
DNL호 OL)

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이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 을 수 있 는 대 상 소 득

기업은 종속지점의 세금 인센티브

관련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 , 비용 및 과세소득을

별도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는 과세소득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소득은 매출의 비율 또는 총

수익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활동의 공제 가능한 비용 또는

과세연도의 공제 가능한 비용의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6월 25일
제10779/CTBDU-TTHT호 OL)

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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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생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1. 본사에서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계산서 및 문서 사용에 관하여 기업은
비즈니스 및 회계 방식을 기반으로
계산서 사용의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부가가치세("VAT")영수증의 사용;

• 내부배송 오더에 첨부된 내부배송표
및 출고표를 사용함

2. VAT 신고 : 별도의 회계기록이 없는
생산시설은 본사에서 VAT 신고를 하고
현지 세무당국에 아래와 같이 해당율로
납부한다.

• VAT 세율 10%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2%; 또는,

• VAT 세율 5%이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1%.

납세자가 본사에서 세금의무가
발 생 되 지 않 을 경 우 납 세 자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6월 25일
제10779/CTBDU-TTHT호 OL)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의 VAT 는 프로젝트 소재지

세무 당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단계이며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규정에 따라 매입 VAT를

신고하고 공제할 책임이 있다 . 신규

프로젝트가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본사는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 VAT를 종합하여 신설법인에

전달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7월 6일
제11220/CTBDU-TTHT호 OL)

GUIDANCE RULINGS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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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관문소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국경

관문소에서 배송된 제품 및 설치

서비스 (외국 계약자와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분리하는 계약)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과 세 소 득 은 외 국 인 계 약 자 세

(“FCWT”)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

• 기계 및 장비 가치의 경우: CIT 1%

적용 및 수입단계에서 납부된

VAT의무

• 설치 서비스 가치의 경우 : CIT 2%

및 VAT 5% 적용

하 지 만 구 매 자 가 해 외 국 경

관문소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운송

및 수령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및

리스크(보증 조건은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의 소득은 베트남 FCWT이

부과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5월 11일
제15175/CTHN-TTHT호 OL)

GUIDANCE RULINGS

판매자가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국제규칙 (Incoterms)에
따른 물품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외국인 계약자가 Incoterms 납품

조건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는데

판매자가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된다.

(Dong Nai 세무국의 2021년 6월 10일
제5615/CTDON-TTHT호 OL)

외국인계약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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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당국은 90일 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기업을 검토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다.

관세총국은 지역 세관당국에게 최대
90일까지 세금 미납액이 있는 모든
기업들을 검토하여세금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조치한다.

따라서 “통관 절차 중단”의 조치에
대해 세관당국은 최소 5일 전에
기업에 통보를 보내고 해당 정보를
세관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게시한다.

세금 미납에 대한 집행 결정은 기업이
세금 미납액을 다 납부하거나 점차로
납부/연장 승인 받거나 납부 면제를
받는 날로부터 종료된다. 세관 당국은
기업에 세금 미납액 통보서(30일 이상
지 연 된 경 우 )를 보 내 고 세 관
웹사이트에 세금 미납액의 목록을
게시하여 기업이 조회 , 신고 및
납부를 자동적 수행하게 한다.

( 관 세 총 국 의 2021 년 06 월 14 일
제2893/TCHQ-TXNK호 OL)

GUIDANCE RULINGS

외국산 원산지 정보가 인쇄된
포장물 수입이 허용된 경우

관세총국은 인쇄된 외국산 포장물의
수입금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 사용되지 않고 무역 및 소비
목적으로 수입함에만 적용되는
경우를 언급했다.

세관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쇄된 외국산 포장물의 수입을
허용한다:

• 외국산 정보가 인쇄된 포장물(병,
항아리, 튜브 등)은 분리, 포장 후
수출 또는 국내 소비를 위해
원산지가 수입된 포장물에 표시된
원산지와 일치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과 같이 수입된다;

• 외국 원산지 및 상표가 인쇄된
포장물은 이전에 수입된 손상된
포장물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된다.
단 , 교체할 포장물은 손상된
포장물과 동일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6월 21일
제 3108/TCHQ-GSQL호 OL, 2021년
3월 2일 제974/TCHQ-GSQL호 OL에
대한 지침)

UKVFTA에 따른 EORI 번호 등록

영국 수출자는 이전 REX 시스템을
사 용 하 는 대 신 새 로 운 EORI
(Econom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6월 28일
제1249/GSQL-GQ4호 OL)

GUIDANCE RULINGS

무역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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