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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Newsletter – 2018 년 7 월 및 8 월
고객사 및 독자분께,
S&S 회계법인의 2018년 7월, 8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을 시,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ict 1, TP. HCM, Viet Nam

Hanoi office: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Web: http://www.ssaudit.com

Tel:
Fax:

84 (24) 62 512 199
84 (24) 62 512 201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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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 거래 서류 관련한 공문번호 48085/CT-TTHT - 발표일 2018. 07. 10
시행령 20/2017/ND-CP, 제 10 조, 제 4 항 및 시행규칙 41/2017/TT-BTC, 제 4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국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서류에 관련하여 본사의
국가별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의 최종 모법인이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CbCR 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당기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회사는 이전연도에 작성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모법인의 어떠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유 및 해당
국가의 법령, 근거를 적시한 문서로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공문 번호 54155/CT-TTHT- 발표일: 2018. 08. 02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 OL 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수습기간후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또는 고정 원천징수 세율 10%를 따르며, 이는 해당 회사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가 3 개월 이상 기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를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누진세율 계산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3 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간 1 억동 미만의 저소득 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소득세 고정 세율 10%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49275/TCT-TTHT - 발표일: 2018. 07. 16.
시행규칙 번호 130/2016/TT-BTC 제 1 조, 제 2 항에 의거하면, 베트남에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0% 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가공 기업 (EPE)에 대한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시, 이에 대한 위치가 EPE 지역 외부인 경우 부가가치세 0%를 적용 할 수
없고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율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규정된 세율로 다시
적용하여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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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한 공문번호 4617/TXNK-TGHQ -발표일: 2018. 07. 26.
시행규칙 번호 39/2015/TT-BTC, 제 13 조, 제 2 항의 제 g 호에 의거하면, 첫번째 수입 검사
때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된 비용 및 운송 비용은 관세 기준 과세표준에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단, 다음 아래의 3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에만 운송비는 과세항목에 추가됩니다.
(1) 구매자가 지급하고, 실제 지급된 금액 혹은 미래 지급되어야할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2) 수입품과 관련된 경우
(3)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5. 수입 및 수출품의 관세 면제 정책에 대한 공문번호 4532/TCHQ-TXNK - 발표일: 2018. 08. 01
베트나 관세청은 임가공 및 수출생산 목적을 위한 자재 수입시 내수 수출된 부분에 대한 관세
면제 및 환급과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 번호. 134/2016/ND-CP 를 개정할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관세 면제/환급 제도는 시행령 번호 134/2016/ND-CP,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이에 따라 제품이 임가공, 제조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거나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되며, 반대로, 제품이 ‘국내 수출’ (on spot
export/import)되는 제품(베트남에서 인도되는 제품)은 수입관세 면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6. 수입제품 할인 공제에 관련한 공문 번호 4829/TCHQ-TXNK - 발표일: 2018. 08. 16
시행규칙 번호. 39/2015/TT- BTC 제 15 조, 제 2 항, 제 d 호에 의거하여, 수입품에 대한
할인은 판매 계약시 할인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과세 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인액 공제를 위한 신청서는 반드시 할인에 대한 판매자의 공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과세 대상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할인을 공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 상에 특정
할인 조건이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자의 별도 할인 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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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합법으로 외국인 계약자세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시 이에 대한 세금 코드 발급에 대하여
설명한 공문번호 3065/TCT-KK- 발표일: 2018. 08. 09
시행령 번호. 90/2007/ND-CP 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계약자는
수출입 권한을 관할 당국에 등록한 후에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출입권 발급 후,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관할 당국에 직접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려면 시행규칙 번호. 95/2016/TT-BTC 제 7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10 자리 세금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계약자가 혼합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의 원천 징수의 신고 및 납부룰 행하고자
하는 경우 2016 년 9 월 23 일자 공문번호 4431/TCT-KK 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면 됩니다.

8. 훼손 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 관련한 공문번호. 4363/TXNK-CST -발표일 2018.08.06.
세관의 감독하에 있는 수출 및 수입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시행령 134/2016/ND-CP 제 32 조에 따라 감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관세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o
o
o
o

양식
세금
훼손
수출

번호.08(부록 VII)에 따른 관세 절감에 대한 서면 요청
면제가 없는 범위 내 보험 보상 확인
발생 후 30 일 이내에 관할 당국이 발행 한 확인서
또는 수입품의 훼손량 또는 실제 피해율에 대한 평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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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독점법, 경쟁에 대한 법령 번호. 23/2018/QH14 (2018.6.11 발표)
이 법령은 반경쟁적 관행, 베트남 시장에 반경제적 영향을 끼치거나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독점, 불공정한 경쟁 관행, 경쟁 법적 절차,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경쟁에 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의 법 규정과 비교하여 현행 제안된 법령은 관련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기업 및 산업 협회를 제외하고 이 법은 공공부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제 2 조).
더불어, 새로운 법령은 다음과 같은 반 경쟁 계약으로 간주되는 일부 계약을 보완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 이외의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것에 관한 계약; 소비 시장의 제한에 관한 협정,
협정 당사국 이외의 기업으로부터의 재화 및 용역 공급원 등을 제한하는 협정 등 (제 11 조)
시장 점유율 외에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이 새로운 법령은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이라는 기준을 보완합니다. 특히,
재무 건정성 및 규모; 기술 및 기술 인프라의 장점; 인프라를 소유 및 획득 및 평가할 권리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제 26 조).
이 법령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04 년 12 월 14 일자 경쟁법 번호.
27/2004/QH11 를 대체합니다.

10. 베트남 각 경제 단위 제도에 대한 결정문 27/2018/QĐ-TTg -발표일: 2018. 07. 06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각 산업의 소 단위를 구성하는 ‘경제 단위 (Economic Branch)’를
새롭게 구성하며, 해당 신규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과 같이 5 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다만,
4 단계와 5 단계에 새로운 구성단위가 추가되어, 4 단계는 437 개에서 486 개로, 5 단계는
642 개에서 734 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결정문 부록 I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은 경제활동에 대한 지침의 내용과 설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결정문은 2018 년 8 월 20 일부터 발효 되며, 2007 년 1 월 23 일자 발표된 결정문
10/2007/QD-TTg 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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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거래 웹 사이트 관련 시행규칙 번호. 47/2014/TT-BCT-발표일: 2014.12.05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상거래 활동 관련 시행규칙 번호. 59/2015/TT-BCT – 발표일: 2015.12.31)에
대한 여러 조항을 수정하는 시행규칙 21/2018/TT-BCT-발표일: 2018.08.20
현재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시행규칙 번호.
47/2014/TT-BCT, 제 21 조에 규정된 전자 상거래 웹 사이트 등급에 대한 등록 및 제 8 조에
규정된 온라인 전자 상거래 쇼핑 웹 사이트에 대한 통보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웹 사이트 (제 13 조)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는 “전자 상거래
거래소 서비스, 온라인 홍보 서비스, 온라인 경매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웹
사이트를 가진 모든 거래자 혹은 기관이 포함 됩니다.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자들은 무역 촉진이나 기업 지원에 종사하는 거래자나 조직만
이를 등록하였으면 됩니다.
이에 더불어, (시행규칙 번호. 59/2015/TT-BCT, 제 10 조)에 따라 모바일 장비에 대한 상품
판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무역업자, 기관 또는 개인 세금 코드 및 판매 앱을
사용하는 개인으로 규정됩니다.
이 시행 규칙은 2018 년 10 월 18 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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