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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과 차보수, A/S 서비스 영업의 조건규정에 대한 의령 제 
116/2017/NĐ-CP호의 일부 주의깊은 점들을 업데이드 한다 
 

2017년10월 17일에 정부는 금방 의령 제 116/2017/NĐ-CP호를 발급해서 차량
의 생산, 조립, 수입과 차보수, A/S 서비스 영업의 조건을 규정한다. 그런 규정
들은 차량 생산, 조립, 수입차의 영업기업들과 관련된 각 기관, 조직들에게 적
용 해준다. 주의깊은 점은 베트남에 차량영업 하기위한 조건중에 차량 생산, 
조립, 수입차량 영업하는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차 A/S, 보수 장소가 있어야된
다. 

그에 따라, 베트남에 차량 영업하게 되려면 차 조립, 생산, 수입의 기업은 기
업소유권 이나 기업의 임대용, 혹은 기업의 위임대리점 시스템에 소속된 기
업의 A/S,보수의 장소가 있어서 의령서의 규정들에 만족해야 된다: 기업의 합
법 사용주권의 토지상에 건축된 보수,수리직장 건물; 국내 생산 조립기업의 
차량(국내 조립, 생산기업의 차 보수, 수리 서비스 제공 경우); 혹은 외국 차 
조립생산 기업(차수입기업에 대한 보수, 수리 서비스 제공 경우)등...의 차보
수,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 부품공급을 각서해준다. 

차 수입기업은  베트남에 수입된 차량의 Recall, 회수령을 진행하는조치를 외
국 차조립, 생산기업을 대신으로 하는 확인문서나 증명서류가 있어야된다.  

차량 수입영업의 허가를 발급된때에 영업기업은 각 영업 조건들을 보장하고 
의령 116/ 2017/NĐ-CP호의 규정을 따라 차 보수, 수리, 리콜, 회수책임 집행을 
보장해준다. 

또한 주의점은 의령서 제 116/2017/NĐ-CP호중에 베트남에 수입된 중고차량
에 대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런 차종에 대한 검사수속을 할때 
수입기업은  품질관리 기관에게 외국 실권 기관, 조직의 수출시점전까지 차
류행 등록증서 혹은 동등 법가치의 서류 공급을 해줘야 한다. 그외에 수입된 
차량들은 2년보증시간이 있어야 되거나 승용차이면 최소2년, 기타차종이면 
1년 보증기간이 있다 (2조건중 먼저온조건에 따라 보증). 

변이(과도기의)조항: 기업의 수입차 영업활동은 현재( 116의령 발급전의 법규
에 따라) 2017/12/31일 까지 진행된다; 2018/01/01일부터  기업은 오직 차량수
입을 116의령의 규정 따른 수입차 영업허가를 받은때에만 한다. 차량 조립,생
산조건에 대한 경우: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의령 발효부터 18개월 동안 계속 
활동된다. 

2 years 
50,000 km  

1 year 
20,000 km  

Individual 
automobiles 

Other types of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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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제안의 VAT 환세 3. 수입품에 대한 세금정책의 안내 

재정부- 세총국은 문서 제  4423/TCT-CS호를  2017/09/28일에 와 문서 제   
4725/TCT-CS호의 2017/10/13일에 발급해서 투자제안의 VAT환세 진행에 대
한 안내를 한다. 그에 따라: 

공제방법으로 VAT 납세한 활동중의 영업기업은  투자단계중의 같은 시, 성에 
하는 투자제안이 있으면 영업기업이 투자제안에 대한 다로 계산 신고하고 투
자제안의 입구 VAT를 전결해서  진행중 엉업활동의 VAT계산신고와 공제해준
다. 투자제안의 VAT 전결금액은 사업기업의 영업기중 활동의 VAT납세금과 
최대로 같다. 

금액 공제한후에 만약, 투자제안의 Input VAT금액이 공제잔금 3억동 이상있
으면 투자제안에 대한 VAT환세를 하게된다. 

 

2017/09/27일에 세관 총국은 문서 제 6337/TCHQ-TXNK호를 발급해서 수입
품에 대한 세금정책을 발표함다. 다음: 

상품관리,수입, 수출품에 대한 정책은 세관 신고서류 등록 시점부터적용되고 
단, 기타규정이 있는 수입, 수출세금에 대한  다른규정들이 있는경우 제외. 

수입, 수출세의 우대기준이 있는 제안은 우대기준보다 낮거나 수출입 세법 
제107/2016/QH13호에 규정된 수출입 세금 우대 수혜를 받지못하면 그런법규
의 우대수혜를 투자제안 남는 시간동안에 받게된다. 

그에 따라: 

• 기업은 세부,부품을 수입해서 (투자법규에 따라 투자수혜날부터 지금까
지) 투자법규의 우대수혜날전에 수입된 동종 세트 혹은 설비, 기계와 동종 
사용한다면 수입면세를 받을수 없다. 

• 기업은 세부,부품을 수입해서 투자법규의 우대수혜날부터 수입 면세된 수
입동종 세트 혹은 설비, 기계와 동종으로 사용하기위한  기업의 세부,부품
을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세를 받을수있다 . 

• 기업은 다른 각 Model에 따라 부품생산하기 위해 그전에 수입된 기계에 
조립하는 주형 각종을 수입하는경우에 수입면세를 받을수 없다. 

• 기업은 생산성 제고, 동종 Line로 만들고 그전부터 수입된 기계와 동종으
로 사용하기위한 기계,설비(새로 수입) 수입한 경우에 : 현재 수입세법 제
107/2016/QH13호엔 그전에 수입된 기계와 동종적 사용하는 새 수입기계, 
설비인 경우에 대한 면세수입 규정을 하지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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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원천있는 수출품의 세금 5. 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 및 노동사고-
업종병보험 입금의 추징위한 서류 안내 

세관 총국- 수출입 세국은 문서 제3828/TXNK-CST호의 2017/10/05일에 와 제 
3861/TXNK-CST호를  2017/10/10일에 발급해서 수입원천 있는 수출품의 세금 처
리를 다음 같이 안내한다: 

수입물건은 외국으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지역에 수출해서 그구역내 사용하면 
수입환세를 물품의 재 수출은 초기수입자에 의해 진해하나 그가 위임,위탁해준 수
출하는사람으로 한다. 받고 수출세금도 납세되지 않다. 환세서류의  제출, 접수, 
처리 절차는 세금관리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수입된 물건은 외국 납품자에게 재수출해주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면 납세된 수
입세금 환세를  실제적 재수출물건 수량에 해당된 수입세로 하고 또한 수출세를 
부담되지 않다 .수입세환납과 수출세금 납세하지 않는 조건은 베트남에 생산, 가
공, 수리, 사용을 하지않는 상품이다. 술, 맥주, 담배, 나무의 수입물인 경우에 수
출시에 적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HCM City 보험사는 최근 문서 제 2055/BHXH-QLT호를  2017/10/02일에 발급해
서 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 및 노동사고-업종병보험 입금의 주칭 서류를 다음 
같이 안내한다: 

•  사회보험기관이나 시찰기관의 사찰결론 혹은 실권기관의행정위반 처리 결
정서(6개월이상의 주칭); 혹 실권기관의검사 결론(6개월 이하 주칭)에 따라 
주칭 제기 위한 경우(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 및 노동사고-업종병보험 입금
의 법규위반 겨우)에 조직이 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 및 노동사고-업종병보
험 입금의 주칭의 서류인수인계 표를 전자상 거래로 작성하고 (양식 No.601),
시찰결론혹은 위반 처리 결정서의  scan본과 삽입으로 한다. 

• 주칭제기를 스스로 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 진행 : 

i. 기업은 여러 개월 근무한 직원 발생이 있지만 증가변견 보고가 아직 못해
서 지금 주칭 제기를 할때 사회보험, 보건보험, 실업 및 노동사고-업종병보
험; 사회보험노트 , 보건 카트의 발급 (양식 No.600)의 입금 조정, 등록, 현
시점의 근무자의 증가통보를 해서 사회보험노트 , 보건 카트의 발급 을 제
시간 해결해주는 서류 인수인계표를 전자상거래 서류로 작성한다. 

ii. 기업은 남은 시간에 대한 주칭제기 서류를 작성하고  주칭 리스트를 만든 
준비서류를 결정서 No.595/QĐ-BHXH 의 부록 2에 따라 한다. 다음 포함 : 

 입사 결정서,급여 결정, 노동, 근무 계약, 계약서 부록등... 

 주칭 시간에 해당된 월급 결재표(혹 ATM처리용 월급, 수수료의계산 표). 

 기타 : 상품, 업무의 도급(부과)에 관련된 설명, 해명, 관련 서류(있으면 
포함). 

 노동관리 지방기관과 들록된 기업의 적용된 월급, 급여표 . 

 고객닌은   조세, 외국인의 노동허가 혹은 활동과정중에 법규정잭의 문
제점등 의 해결 자문을 필오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전문가들하고 
연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수입물건은 외국으로 재수출하거나 비관세 지역에 수
출해서 그구역내 사용하면 수입환세를 물품의 재 수출
은 초기수입자에 의해 진해하나 그가 위임,위탁해준 
수출하는사람으로 한다 

수입된 물건은 외국 납품자에게 재수출해주거나 제3

국으로 수출하면 납세된 수입세금 환세를  실제적 재
수출물건 수량에 해당된 수입세로 하고 또한 수출세를 
부담되지 않다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tim-van-ban.aspx?keyword=595/QĐ-BHXH&area=2&type=0&match=False&vc=True&l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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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et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grantthornton.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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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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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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