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7월1일부터 기술이전 계약은 
등록,감사 룰 받고 베트남의 양도 가격에 대한  
규정준수를 해야 한다 

2017/6/19일에 국회는  법율 제 07/2017/QH14호를 기술 이전관련에대한 
발급을 2018/7/01일 부터 발효로 해서 기술이전법 제80/2006/QH11호를 
대체해준다.. Grant Thornton Vietnam(주)는  주의 깊은 일부 내용들을 
종합해서 기업 고객님들의 참고로 하고 기술이전 분야에 관련된 준수 목적 
으로 각 서류 준비를 다음 같이 해준 필요가 있다: 

1. 이전된 기술 

이전 기술은 다음의 하나 혹은 각 대상에 속한다: 

a) 기술비결, 태크 Knowhow; 

b) 기술 방안, 공정규정, 기술변수, 도면,공정도, 공식, PC Software, 
자료정보; 

c) 생산 합리화 방법, 기술개선 방법; 

d) 제a,b,c목에 규정된 각 대상중의하나와 같이 따라 간 기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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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이전 계약서 

본 법규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거나 민간법규에 규정된 
문서로 거래된 것의 형식으로표현해  본다. 계약문서에 관련측들의 서명을 
받고 도장하며 (있으면); 서명, 한일을 걔약서와 부록의 매장들에  찍다 
(있으면) . 

계약서엔 다음 내용들이 필수한다 : 

a) 이전된 기술의 이름. 

b) 이전된 기술의 대상, 기술으로 만든 상품, 상품의 기준과 품질. 

c) 소유권 양도, 기술 사용권 이전. 

d) 기술 이전 방법. 

e) 관련 각 측들의 권한 및 읩무. 

f) 가격과 결재 방법. 

기술이전의 가격은 각 측들이 합의되고 이전가격을 감사해야되고 
다음경우에 세법과 가격의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 각 관련측사이에 그중 한측 혹은 여러측들이 국가 자금을 가진다; 

• 관련각 측들사이에  모회-자회사 관계가 있다; 

• 관련각 측들사이에  조세법규의 연결관계가 있다. 

상기규정에 따라 우리Grant Thornton  Vietnam 은 베트남국가의 
관심으로 된  모-자회사의 관계, 서로 연결관계 있는 각 측들사이의 
기술이전 관계애 주의하며  국고의 미수로 만든 이전가격 문제를 
제한시킨다.  Grant Thornton Vietnam (주)는 각 기업들이 각 측들 
사이 계약을 서면하기전에 기술이전의 가격의 시장가격증명 
서류들을 잘 검토, 준비해주기 를 권고하고 싶다. 

계역금격재를 다음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다: 

• 한번 혹은 여러번 돈으로 혹은 물건으로 갚다.; 

• 기술가치를 투자제안의 불입자금으로혹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법규처럼 옮겨준다; 

• 순 판매 가격에 대한 %로 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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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매출금에 대한 %로 갚다; 

• 기술받은 측의세전 이익의 %로 갚다.; 

결재방법은 관련 측들의 합의로 진행한다. 

g) 계약의 기한, 효력 시점. 

기술이전 계약효력 시점은 각측의 합의로 되고 효력시점합의가 없은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서로 체결시점으로 된다.  

규정대로 신고된 기술이전 계약인경우에 효력은 기술이전 등록 증인서 
발급 시점부터 있다;  계약의 연기, 보충된 경우에  효력은 연기, 보충 
등록 증인서 발급 부터 있다. 

h) 계약서중에 사용된  개념, 술어(있으면). 

i) 기술이전 계혹, 스캐줄, 진행장소. 

j) 이전 기술에 대한 보증 책임. 

k) 계약 위발의 패널티. 

l) 계약위발로부터 책임. 

m) 분재 해결 의 기관. 

n) 각 측들의 합상된 기타 내용. 

3. 기술이전의 등록 

기술이전계약은 다음경우중의 하나로 속하게 되면 국가 과학, 기슬에 대한 
관리기관 하고 등록 해야하며 단, 기술이전 의 허가를 받은 기술이전 제한의 
경우 제외: 

• 외국부터 베트남에 기술 이전; 

• 베트남부터 왹으로 기술 이전; 

•  국가자금, 국가예산금을 사용하는 국내 기술이전; 단,  과학, 기술임무 
집행 결과 등록 증인서를 받은 경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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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합의 문서의 서명날부터 90일내 기술이전 등록 의무를 가진 측은  
과학기술 국가 관리 기관에 서류 01부를 보내서  기수이전 증인서 발급을 
제기로 한다.  

4.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전의 각 합의는 
2018/07/01일부터 효력이 있다: 

상기 법규의 발효하기전에 각 측들이 서명되 기술이전 합의서, 법규 발효후 
그 합의서를 연기요구있으면  상기 법규처럼 등록, 신고를 한다 . 

법규효력 날전에 제출된 기술이전 계약 등록의 제기서류들은 아직 해결되 
지몫한 경우에 기술이전법  제 80/2006/QH11호의 규정으로 적용된다. 

고객님은 기술이전 계약서 내용준비,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과 적합된 
기술이전의 시장가확정 및  과학, 기술 관리기관과  기술이전 계약의 신고 
업무진행를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Vietnam 와 같이 연략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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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This newsletter is for reference purposes only. Grant Thornton Vietnam holds 
no responsibility for mistakes therein, as well as damages caused by the 
use of information from this newsletter without official advisory opinions 
from Grant Thornton Vietnam before practice. 
Should you need to us information from this newsletter or support from 
Grant Thornton Vietnam, please contact our professional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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