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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무역 및 관세

• 수출 제조를 위한 가공 활동으로 인한

완제품 구매에 대한 세관 신고서

• EVFTA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 유효성

•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수출 제조를 위해 내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 수출 제조를 위해 내수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 과세

01. 개인소득세 (“PIT”)

•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PIT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 용 주 에 대 한 실 업 보 험 (“UI”)

기금에서 지원 정책

03. 간접세

• 부속지점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VAT 영수증 발행

• 수출가공기업(“EPE”)이 국내기업에

가공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VAT 및

영수증 사용

• 반환.재수입된 수출품의 겨우 환급 받은

VAT 처리

04. 외국인계약자세

• 4자 판매거래에 대한 FCWT

• 국제채권 발행에 대한 FCWT

주목할 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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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베트남 세무 및 관세
뉴스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02. 법인세

• 은행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 무역활동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 선물 가트와 관련 비용에 대한 대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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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PIT

COVID-19 기간 동안 회사가 “Three
in-place” (직원이 회사에서 머무르며
일해야 함) 를 시행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 염 병 예 방 및 통 제 를 위 해
집단기준으로 침낭, 개인 위생 도구,
식수, 지원수당, COVID 테스트 등의
지출이 발행한 경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
개인 수령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PIT 계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입국시 격리 비용, 비자 및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비용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빈쯩 세무국의 2021년 10월 7일
제14626/CTBDU-TTHT 호 OL)

신규 규정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실업보험 (“UI”)
기금에서 지원 정책

2021년 9월 24일 베트남 정부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원에 대한 제116/NQ-CP호 결의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에서
실업수당을 실제로 받은 해당시간을
뺀 것으로 정한 기간에 따라 1인당
VND 1,8mil에서 VND 3,3mil 까지의
일시지원금을받을수있다.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업보험납입율이 1%에서
0%로인하된다.

본 결의서에 따른 적용 대상, 지급수준,
수행 기간에 대한 딜로이트 베트남의
세부내용은 2021 년 10 월 4 일
infographic을 참고해 주십시호.

(2021년 9월 24일제116/NQ-CP 호
결의서)

개인소득세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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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문서

은행예금이자수익에대한세금
인센티브

은행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CIT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밖에서 발생하는
은행예금 이자수익은 CIT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였다.

(2021 년 8 월 30 일 세 무 총 국 의
제3253/TCT-CS 호 OL)

무역활동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기업이 박짱 (Bac Giang)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IZ)에 의해 위치에 따른 CIT
인 센 티 브 조 건 을 충 족 하 다 는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있는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적용한다.

인 센 티 브 를 적 용 받 은 소 득 이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총 소득이다.
구체적으로:

• 기업이무역활동을추가하지만 최초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산업공단에서 수행된 무역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기존 프로젝트의
잔여기간동안 CIT 인센티브 또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적용받을수있다.

• 기업이 산업공단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밖에서 무역활동을 수행하므로
발생한 수익의 경우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수없다.

(2021년 8월 21일박짱 (Bac Giang) 
세무국의제4093/CTBGI-TTHT 호 OL)

선물가트와관련비용에대한대한
손금산입

회사가 VinID 카드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선물로 줄 때 VAT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판매자의 지급
수령증 및 회사의 경영 생산 활동을
위해 VinID 카드를 사용에 대한 관련
지원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지출이
제96/2015/TT-BTC 호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CIT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 2021년 9월 14일
제34762/CTHN-TTHT 호 OL)

법인세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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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지침문서

부속지점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VAT 영수증 발행

회사가 VAT 과세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조 .경영 활동을 위한
부속지점의 100% 자본금을 소유한
경우 고정자산을 부속 지점으로
이전할 때 VAT 영수증 발행 및 VAT
신고가 필요없다.

회사가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자산출저에 대한 지원서류 및 이전
결정서를있어야한다.

회사가 고정자산을 독립지점으로
이전할경우규정에따라 VAT 영수증을
발행하고 VAT를신고해야한다.

(빈쯩 세무당국의 2021년 8월 13일
제12494/CTBDU-TTHT호 OL)

수 출 가 공 기 업 (“EPE”) 이
국내기업에 가공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VAT 및 영수증 사용

국내 기업에 제공되는 가공 서비스는
VAT 10%가 적용되며 EPE가 해당
가공활동에 대해 별도로 VAT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한다.

EPE가 다음과 같은 02 시나리오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 회사가 공제방식으로 VAT를
납부하는 경우 VAT 여수증을
발행한다.

• 회사가 직접방식으로 VAT를
납부하는 경우 "비관세 지역에
위 치 한 단 체 및 개 인 에 게
사용"하는 판매 영수증을 발행한다.

(하남 세무국의 2021년 8월 03일
제2719/CT-TTHT 호 OL)

GUIDANCE RULING

반환 .재수입된 수출품의 겨우
환급 받은 VAT 처리

세무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반환·재수입 된 수출품의 경우 기업이
매입 VAT를 환급 받았으면 규정에
따라 환급된 VAT를 반납해야 하고
해당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 세무총국의 2021년 5월 19일
제1613/TCT-KK 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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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문서

4자 판매거래에 대한 FCWT

홍콩 A화사가 베트남 B회사로 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홍콩 C 회사에
판매하고, 베트남 B회사가 배달 당사자,
베트남 D 회사가 수령 당사자로
지정하므로 4자 판매 및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D회사가 해당 4자 계약에 따라 배달
당사자로 지정된 B회사로 부터 물품을
받을 때 E21모드(가공용 무상수입)로
내국 수입한 후 C회사에 가공품을
반환하는 경우 FCWT가 부과되지 않다.

(흥이엔 세무국 2021년 9월 21일
제4384/CTHYE-TTHT 호 OL)

국제채권발행에대한 FCWT

회사가 국제채권 발행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베트남
외에서 제공 및 소비된 조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FCWT가 부과되지 않다. 

(꽝닌세무국의 2021년 7월 15일
제5425/CTQNI-TTHT 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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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 제조를 위한 가공 활동으로
인한 완제품 구매에 대한 세관
신고서

기업이 외국무역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공 완료 후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가공 목적이 아님 )
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기업은
아래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다:
모드A11- 사업 활동 및 국내
소비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

• 모드 A11, A12에 따라 수입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

제조 과정 후 완제품을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수출할 경우 기업은
수출 물품 제조의 자재로 사용된
가공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3일
제4395/TCHQ-TXNK호 OL)

EVFTA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
유효성

관세총국에 따라 EU 수출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자율 증명) 신고서가
제 11/2020/TT-BCT호 시행 규칙에
적합하면 원산지 ( 자율 증명 )
신고서상 HS 코드와 REX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의 차이는 문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20일
제4523/TCHQ-GSQL호 OL)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1. 수입된 강철 도금 제품의 경우:

기업이 제품이 중국 , 홍콩 및 한국
이 외 의 다 른 국 가 / 영 토 에 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C/O') 를 제출하는 경우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다.

기업이 C/O 대신 원산지 (자율
증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며 세관
당국은 C/O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덤핑방지관세를부과한다.

2. 영사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원산지 (자율 증명 ) 확인서 또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품질검사증명서의
사용을 요청한 부분: 강철 도금 제품의
덤핑방지조치 적용에 대한 1차
심사결과에대한 산업통상부의 2020년
10월 20일 제2717/QD-BCT호 결정문에
따라 CPTPP, EVFTA 및 ATIGA 협정에
관한베트남시행규칙을준수하는 C/O
및 원산지 (자율 증명 ) 신고서만
허용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0월
8일제4769/TCHQ-GSQL호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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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서

수출 제조를 위해 내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관세총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의 직접 구매계약 또는
외국무역업자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수출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내국
수입 원자재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 신고서는 모드
E31-수출용 생산 자재 수입에 따라
적용된다.

그 런 데 국 내 기 업 은 해 외
기업으로부터 원자래를 구매하는데
해외 기업이 지정한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수령하면 이
내국 수입 원자재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기업은 모드A11- 사업 및
국내 소비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으로 내국 수입 신고를
등록하고 각 수입 방식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납부한다. 납부된 수입 관세
금액은 완제품 생산 후 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관 세 총 국 의 2021 년 7 월 12 일
제 3487/TCHQ-TXNK호 OL, 2021년
7월 30일 제 6744/TXNK-CST호 OL,
제7074/TXNK-CST호 OL)

(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4일
제6471/TXNK-CST호 OL)

수 출 제 조 를 위 해
내수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 과세

관세총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EPE)와 직접 구매계약
또는 외국무역업자와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 (EPE)으로부터
수출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 러 한 내 국 수 입 원 자 재 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 신고서는 모드 E31-
수출용 생산 자재 수입에 따라
적용된다.

그 러 나 국 내 기 업 이 해 외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해외 기업이 지정한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내국 수입 원자재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 모드A11-
사업 및 국내 소비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으로 내국 수입
신고를 등록하고 각 수입 방식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납부한다. 납부된 수입
관세는 완제품 생산 후 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 관 세 총 국 의 2021 년 7 월 12 일
제3487/TCHQ-TXNK호 OL, 2021년
7월 30일 제 6744/TXNK-CST호 OL,
제7074/TXNK-CST호 OL)

(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4일
제6471/TXNK-CST호 OL)

무역및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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