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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내용

6. 무역 및 관세
• VAT 2%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 결정 안내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22년 아세안 통일 관세

명칭(“AHTN 2022”)에 따른 새로운
HS 코드 명칭 개발

• 베트남과 한국 간 영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UKVFTA”)에 따른 누적
원산지 규칙의 적용

• 페루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수출입우대관세
적용

•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요건 실행 지침

1. 조세관리
• 생산시설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및 법인세
(CIT) 신고

• 세금 손실 방지을 위해
세무감사/조사 강화

2. 법인세 및 이전가격
• 예금 이자에 대한 CIT 감면 적용
• 비현금 지출
• 토지 임대비용의 배분
• 신규 인센티브를 적용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국가 보고서 (“CbCR”)를 제출에
대한 지침

4. 출입국
• 13개국 국민의 비자 면제
•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 정책 복원
• Covid-19 예방 및 입국자 보호

5. 외국인계약자세
•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금 코드

등록, 세금신고.납부를 위한 포털
도입

3. 간접세
•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VAT 감면에

대한 지침
• 2022년 VAT 감면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추가 지침
• VAT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정

세무관세뉴스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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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리

지침 문서

생산시설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및 법인세 (CIT) 
신고

기업이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생산시설이 아닌 사업장이 있으며 해당
사업장 또는 기업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등록한 인보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VAT 및 CIT 신고.납부는
본사에서 합산하여 진행하며 해당
납부세액을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할당하지 않는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2월 15일
제5155/CTHN-TTHT 호 OL)

기타

세금 손실 방지을 위해
세무감사/조사 강화

최근에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고위험 업종·분야, 
성장성 및 세금 징수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검사에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세무국이 세무감사.조사에
대하여 주력하는 고위험 업종 및 분야가
다음과 같다:

• 인보이스;

• 세금 환급;

• 전자상거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공급자의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활동;

• 부동산업.

(세무총국의 2022년 3월 17일
제769/TCT-TTKT 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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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ax Newsletter | March 2022 | Page 3

지침 문서

예금 이자에 대한 CIT 감면 적용

기업이 투자 단계에 사업 활동으로 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동안 2021년에
금융 활동 (예금 이자)에 의한 소득을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제92/2021/ND-
CP호 시행령에 따른 CIT 3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2월 17일
제2203/CTBDU-TTHT 호 OL 및 2022년
2월 28일 제2926/CTBDU-TTHT호 OL)

비현금 지출

회사가 생산 및 사업활동을 위해
장비운송계약을체결하고 물류업체가
제3자에게 운송 수수료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지출이 다음과 같은
충분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지면 공제될
수 있다:  물류업체에의해 발행된
인보이스, 제3자에게 은행 지급 증명서, 
제3자를 통한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 (또는 계약 부록) 

(Hai Phong 세무국의 202년 1월 18일
제152/CTHPH-TTHT호 OL)

토지 임대비용의 배분

토지임대료는제78/2014/TT-BTC 호
시행규칙의 제6조 (제96/2015/TT-BTC의
제4조에 의해 보완됨)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IT 목적상 공제될 수 있다. 
일시 지급된 토지 임대료의 총액은
토지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수리
또는 신축건설을위한 운영정지 기간을
포함)에 따라 공제가능한비용에
포함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2월 22일
제371/CTBNI-TTHT 호 OL)

신규 인센티브를 적용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가 Quang Nam 성 Thang Binh 지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이
지역은 2015년 1월 1일전에 조세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니였지만 현재
제118/2015/ND-CP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됨), 
회사는 제118/2015/ND-CP호 시행령의
유효한 날로으로 부터 프로젝트의 잔여
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2년 1월 6일 제36/TCT-CS 
호 OL)

법인세 및 이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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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국가 보고서 (“CbCR”)를 제출에
대한 지침

베트남 납세자는 베트남과 국제
조세협정 (Tax Agreement)을
체결하지만 베트남과 유관기관 협정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하는 최상위
모회사 ("GUP" - Global Ultimate 
Parent Company)가 있는 경우
2020년11월5일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제18조에 따른 국가 보고서
("CbCR") 를 세무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GUP가 모국의 규정에 따라
CbCR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2년 1월 18일
제367/CTHDU-TTHT 호 OL)

같은 주제로, 2020년 11월 18일자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제18.5조에 규정된 CbCR 제출 의무를
평가하기 위해 베트남과 GUP의
모국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은 국제조세조약으로 간주된
것으로 Phu Tho 세무국이 안내한다. 
따라서 베트남 납세자는 베트남과
DTA를 맺고 있지만 유관기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GUP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CbCR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Phu Tho 세무국의 2022년 1월 21일
제151/CTPTH-TTHT 호 OL)

다국적 그룹은 베트남에 1이상의
납세자가 있는 경우, CbCR 의무와
관련하여, 제132/2020/ND-CP 호
시행령의 제18.5조에 따라, 그룹의
GUP가베트남 납세자 중에 CbCR를
제출해야 할 한 납세자를 지정해서
통지서를 발행한 것을 Bac Giang 
세무국이 안내했다. 지정된 베트남
납세자는 GUP의회계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통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정된 베트남 납세자는
GUP의회계연도의 종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CbCR 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1년 1월 5일
제18/CTBGI-TTHT 호 OL)

법인세 및 이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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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지침 문서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VAT 
감면에 대한 지침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다:

VAT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관련: 

VAT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납세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제1.1조 및 부록
I,II,III 에 따른 VAT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비교하도록 세무국이 안내한다. 

인보이스 발행일 관련:

- 선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2022년 2월
1일전에 VAT율 10%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서비스를 완료했다. 
VAT감면은 남는 결제금액에 대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에
발행된 인보이스에 현행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022년2월1일전에 발행된
인보이스의 경우 VAT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VAT 10% 적용 대상인) 물품 및 서비스는
2022년 1월에 제공되지만 해당 인보이스가
2022년 2월에 발행되면 인보이스 날짜가
잘못된것으로 인식되며 VAT 감면 적용 못
받는다.

- 인보이스가 2022년 2월 1일전에 VAT10%로
발행된 후에 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거나 또는
반품으로 인해 2022년 2월 1일 이후에 조정
발행되어야 한 경우 조정 또는 반품 인보이스는
VAT 10%가 적용된다.

- 전기공급과 같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2022년2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발행된 인보이스는
규정에 따라 VAT 감면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2022년 3월 23일 제2688/BTC-TCT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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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지침 문서

2022년 VAT 감면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추가 지침

2022년 1월 28일 VAT 2% 감면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확인 및 신고에 관한
제370/TCHQ-TXNK호 OL를 이어서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수입품에 대한 VAT 신고는 실제
수입품에 근거하고 VAT법령 및
관련 지침문서에따른 VAT 과세
대상인 상품목록 및 해당 VAT 
세율을 비교하므로 진행한다. 

- VAT 2% 감면 대상인 수입품의
범위는 제43/2022/QH15호 결의서
및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VAT 8% 적용
대상인 수입품은 VAT 감면 대상인
상품 목록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 I,II,III )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다.

-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 I, III 에 규정된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목록은
제43/2022/ QH15호 결의서에
제외된 항목이다. 

-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품은
부록 I 및 부록 III, A 부의 칼럼 8 
"품명", 칼럼 9 "내용", 및 부록 III, 
B부의 칼럼 3 "상품" 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제15/2022/ND-
CP호 시행령의 부록II에 규정된 특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품에
해당하면 VAT10%를 적용된다.

- 제15/2022/ND-CP호 시행령의 부록 I, 
부록 III에명시된 VAT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과 관련하여:

▪ Chapter (02 digit) 만 명시된 경우, 
해당 Chapter의 전체 8-digit 코트가
세금 감면대상이아니다;

▪ Heading (04 digit) 또는 Sub-heading
(06 digit)이명시된 경우 해당
Heading/Sub-heading의전체 8-
digit 코트가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다;

▪ 08- digit의 HS코드가 명시된 경우
그 08-digit 코드에 해당된 물품/ 
서비스만 세금감면대상이아니다.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18일의
제521/TCHQ-TXNK호 OL)

VAT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정

Bac Ninh 세무국은 VAT 감면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Step 1: 

납세자가 생산, 공급, 판매 또는 수입한
상품.서비스에대한 품명 및 상품 산업
코드 (07자리 숫자의 코드, 제43/2018/QD-
TTg호 결정에 따른 베트남 상품 코드
시스템의 목록을 참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 상품의 용도, 기능, 설계 및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제품 산업 코드
결정;

▪ 수입시 적용되는HS코드는
국내시장에서 생산 및 거래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다;

▪ 가공 및 수리활동, 건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활동 (부록 I에 의한
3가지의 서비스 그룹제외: 은행 및
금융, 보험, 부동산)은 VAT감면
대상이다;

▪ 물품과 자재와 같이 제공된
가공·수리·설치 서비스의 경우 VAT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급 물품과 자재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 부록 III에의한 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는 완제품과 첨부 부품을
포함한다.

▪ 부록 III의 B부에 의한 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는 제09/2013/TT-
BTTTT의 부록2에서 발췌하므로
납세자가 제71/2007/ND-CP 호
시행령 및 09/2013/TT-BTTTT호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품의 규정 및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Step 2: 

납세자가 품명 및 해당 코드를 확인한
후, 제15/2022/ND-CP호에 따른 부록 I, 
II, III의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비교해야 한다.

▪ 부록의 목록에 해당된 상품 및
서비스는 납세자에 의해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후 재수입), 판매, 수입
또는 거래된 경우 VAT 감면 받을
수 없다. 

▪ 부록의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는 납세자에 의해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후 재수입). 판매,
수입 또는 거래된 경우 VAT 감면
받을 수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2월 24일
제396/CTBNI-TTHT 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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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규 규정

13개국 국민의 비자 면제

정부는 2022년 3월 15일에 제32/NQ-
CP호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 비자 면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
및 벨라루스의 국민은 여권 유형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의
체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 이 정책은 2025년 3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행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연장을 고려한다. 

- 이 결의안은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의 2020년
2월 28일 제21/NQ-CP호 결의,  
2020년 3월 2일 제23/NQ-CP호
결의, 2020년 3월 11일 제29/NQ-
CP호 결의 및 2020년 3월19일
제33/NQ-CP호 결의를 대체한다. 

(정부의 2022년 3월 15일 제32/NQ-
CP호 결의)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
정책 복원

2022년 3월 15일 제1606/VPCP-
QHQT호 OL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외국인 및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국민에 대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출입국 조치 및
절차의 복원에 동의한다.

(정부청의 2022년 3월 15일
제1606/VPCP-QHQT호 OL)

Covid-19 예방 및 입국자 보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SARS-CoV-2에 대해 24시간
이내 빠른 검사 결과가 인정된다
(기존에 72시간 이내 RT-PCR/RT-
LAMP 검사 결과만 인정).

이 신규 지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부의 2022년 3월 15일
제1265/BYT-DP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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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금 코드
등록, 세금신고.납부를 위한 포털
도입

세무총국은 2022년 3월 21일에
외국인계약자를 위한 포털 도입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2022년3월21일부터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디지털 플랫폼를
통해서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제80/2021/TT-BTC호 시행
규칙 9장에 의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세금 신고 및 납세 기한: 

외국인계약자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세금신고.납부기한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달의
마지막날이다.

세금 계산 방법: 

외국인계약자는 매출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VAT”) 및 법인소득세
(“CIT”)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 VAT 및 CIT 과세 매출이
외국인계약자가 받는 수익이다.

-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VAT에 대한 제209/2013/ND-CP호
시행령 및 CIT에 대한
제218/2013/ND-CP호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다.

세금 코드 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세무총국의 웹 사이트
(https://etaxvn.gdt.gov.vn)에서 온라인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계약자세

https://etaxvn.gdt.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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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VAT 2%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 결정 안내

제15/2022/ND-CP호 시행령 (“제15호
시행령”)의 지침에 따라(딜로이트의
2월 세무관세뉴스에 업데이트됨), 
관세총국은 VAT 세율 신고에 대한
추가 지침과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의 품명 및 HS 코드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2% VAT 감면 대상이 아닌
수입 물품은 다음 목록에 포함된다.

• 부록 I의 열 (8) “품목명", 열 (9) 
＂명세” ; 또는

• 부록 III의 A부분 또는 부록 III의

B부분 열 (3) "상품", 또는

• 부록 II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

물품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25일
제642/TCHQ-TXNK호 OL)

신규 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산업무역부는 2022년 2월 18일에
RCEP에 따른 원산지 규칙에 관한
제05/2022/TT-BCT호 시행 규칙을
공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원산지 결정

• 원산지 증명 및 검사

시행 규칙에 첨부된 부록:

• 부록 I: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부록 II: 원산지 증명("P/O")에
표기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 목록

• 부록 III: 수출 RCEP C/O 양식 및
C/O 추가 신고 양식 샘플

• 부록 IV: 조건부 관세 차등이
적용되는 물품 목록

RCEP의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원산지 물품은 본 시행령에 따른 RCEP
C/O 양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RCEP 회원사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아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로 입증하는 경우
양허세율을 족용받을 수 있다.

•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C/O; 또는

• 인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

또한 본 시행령은 베트남 발행 당국이
RCEP 및 수입 당사자간 약속에 따라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본 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해 RCEP C/O 양식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원산지
증명은 RCEP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본 시행령은 2022년 4월 4일부터
유효하다.

(산업무역부의 2022년 2월 18일
제05/2022/TT-BCT호 시행규칙) 

지침 문서

2022년 아세안 통일 관세
명칭(“AHTN 2022”)에 따른
새로운 HS 코드 명칭 개발
재무부는 제 65/2017/TT-BTC호 시행
규칙 및 제 09/2019/TT-BTC호 시행
규칙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 및 수출
상품의 새로운 명칭을 공표하는 시행
규칙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 초안은 관세총국의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되었으며
재무부는 현재 다른 관련 부처, 기관
및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세총국은 베트남에서 2022 년 7 월
1 일부터 AHTN 2022에 따른 HS 코드
명칭을 공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HS 코드의 결정은 현행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전환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총국의 2022년 2월 25일에 제
638/TCHQ-TXNK 2022호 OL)

무역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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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베트남과 한국 간 영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UKVFTA”)에
따른 누적 원산지 규칙의 적용

정부는 산업무역부에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대표와 외교문서에
서명하고 UKVFTA에 따른 직물 생산
원자재에 대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시행에 대해 영국에 통보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UKV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의
누적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침 문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임받았다. 

(정부의 2022 년 2 월 25 일 제20/NQ-
CP호 결의서)

신규 규정

페루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수출입우대관세
적용

정부는 2022년 03월 10일에
제21/2022/NĐ-CP호 시행령 (“제21호
시행령”)을 공표함으로써 2019년 6월
26일 제57/2019/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2019년 ~ 
2022년의 CPTPP 시행에 관해 2021년
9월 19일부터 본 시행령의 시행일까지
관련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베트남과
페루 공화국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우대관세가 적용 가능하다.

본 시행령은 서명일부터 유효하다. 

(정부의 2022년 3월 10일
제21/2022/ND-CP호 시행령)

무역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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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요건 실행 지침

1. 관세총국의 시스템과 연결된
카메라 시스템 설치:

• 카메라 시스템은 게이트, 출입문 및
물품 보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생산 및 운영 영역에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 2022년 3월 2일 이후에 설립된
EPE의 경우: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기술 표준을 적용한다.

• EPE는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o 물품 보관 위치 및 카메라 설치
위치를 번호 및 설명과 함께
표기하여 관할 관세지국에
제출한다. 

o 카메라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한다.

o 관할 관세지국에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한다.

• 카메라 시스템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작동해야 한다. 

• EPE는 2022년 4월 25일까지 관세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관세당국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관세 관리감독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PE기업이 지침을 수행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관세 구역에 관한 관세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관세총국의 2022년 3월 2일
제247/QD-TCHQ호 결정,  2022년
3월 4일 제730/TCHQ-GSQL호 OL)

2. 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규정
일관 적용

관세총국은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10항에서 언급된 EPE에
대한 관세 관리감독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관된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다. 

• 견고한 울타리의 규격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설립된 EPE의
종속 지점 관리

• EPE 카메라 데이터의 저장 기간

• 관세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EPE에 대한 관세 정책

• 현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EPE에 대한 최소 면적 요건은
없음

(관세총국의 2022년 3월 2일
제679/TCHQ-TXNK호 OL) 

무역 및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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