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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NOTE: 

 

Before populating this 

template with information, 

you will need to save it 

under a different name. 

 
This ensures you don’t save over 

your template while populating it.  

 

To do this, under File choose ‘Save 

as’. Rename your presentation to a 

relevant title, and save it in the 

correct location. You will then be able 

to click the save shortcut  while 

creating the rest of the presentation, 

which will save over your file. 

USER NOTE: 

 

To update the information 

in this deck, just highlight 

over the text you want to 

update and re-type. 

 
This will ensure type sizes and 

locations will remain consistent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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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상(총리)의 2010년까지 및 2020년에 향하는 베트남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전략에 근거하면서 다랑 시디 인민위원회는 
2015년 04월 15일에 문서 No.10/2015/QĐ-UBND 를 발급해서 
베트남, 다랑 시디 지역의 Software 수출회사들에게 일부 지원정책을  
발표한다.  

주Grant Thornton Việt Nam 은 각 투자자의 참고로  요런 분야에 
대한 각 지원과 세금우대 를 다음에 브립핑해서 드린다: 

1. 지원을 받기된은 조건 

• 회사는  Software수출활동에 직접 찹가하는  로동자수가 
20명이상 사용한다. 

• Software수출활동의 수출금액이 년당 20 만 달라 이상 달성해야 
한다. 우대수혜를 조사받 은 년이 그인계 전년보다 수출 
매출액이 적어 도 10%로 초과한다.  

• 수혜를 받은 회사는 국가 의무금 을  충분히 집행해야 한다. 

2. 시간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제기문서를 정보 통신 청에  매년 4월 30일 
전에  보내준다. 

Software수출 회사들의 지원 정책들이 다음 포함한다: 

• 인프라지 원 

• 인원 교육및 관리능력제고의 지원  

• 무역 추진 지원 

• 우대 이자의 Loans 사용 지원 

1. 인프라 의 지원 :  

각회사는 우대수혜를 불과 3년에 받는다. 즉:   

• 다랑의 Software공단내 부지 임대료를 20% 감소해주나;  

• 호스팅 (hosting) website의 비용 30% 감소해준다; 

• Main Sever 임대, 설치장소비, Data 보관 서비스, MAN의 임대료 
,정보 안정, 보안 서비스등의 비용 의20%로  감소해준다.  

• 다랑 Software IP중 공동사용의 인프라 시설(강당, 
회의실)비용의 20% 감소해준다.  

2. 인력교육 과 관리능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 

• 회사가 다음조건에 만족되면  초기 교육비 의 30% 지원 : 

⁻ 전문적 깊은 Software Programming 기능 교육 ; 

⁻ 교육된 대상자가  Software수출활동에 직접 가입하고 
로동계약서 보유 와 다랑 시디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후 
적어도 3년동안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각서 를 한다; 

⁻ 03년내 우대수혜의 총금액이 한 회사당 5000 만동 불과한다. 

• 국제기준인 CMMI 의 3 급이상 품질담보 제도를  세우는 
회사들에 대한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 매 자문 계약서의 계약금 20% 로 지원하 지만 한회사당 2000 
만동 불과이다.  

⁻ 국가 중양부터 지원을 받은 회사인경우 엔 매 경우에  
기준작성 자문 계약금의 10% 불과의 추가로 지원되지만 
한회사 당 2000 만동 불과한다. 

3. 무역 추진 지원 :  

• 국내 Software License 등록비의 100% 지원 하지만 
Software한건당 500 만동 불과 및 한 회사의 1년당  3건 불과로 
지원한다. 

• 국내에 국제 전문분야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회사한테 지원, 즉  
구체적으로 다음: 

• 다랑 시디에 전시된 가계의 임대료 면제. 

• 전시회가 다른 지방에 열리면  기준 가게 의 임대료를 50% 
지원하지만  한 회사에 전시한번의 02 개 가게임대로 
불과한다.  

• Online 정보광고,  정보통신 잡지, City Trading Online등의 
비용을 50%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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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의 이자로 LOANS 사용 지원 : 

Software 수출회사는 다랑 시디의 발전투자 기금에서 loans를 
기금의 현행 우대 이자율 으 로 지원을 받다. 

Software 생산회사들에 대한 현행 조세정책의 우대 다음:  

법인소득세 (CIT) : 

 새로 창업된 Software회사는  다음 우대를 받 게 된다: 

• Software회사가 새 창립되고 영업활동 시작 부터 15년동안 
CIT를 10% 로 적용된다. 

• 회사가 과세소득 있을 때부터 04년동안 CIT 면세되고 그후 계근 
09년내 납세금의 50%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VAT):  

수출Computer용 Soft ware 생산활동은 VAT = 0%로 적용한다.  

 

각 투자 귀사는 더 협조를 받으시려면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 의 전문가들 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략처 

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load 를 
하시 려면 당사의 다음 Web에 검색하 
시면 됩니다:  

www.gt.com.vn   

본 소식통의 정보들이 통보시점 전까지 
효력이있는 조세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 회사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의 
잘못점에 대 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 지지 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 
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하고 
연락 및 합의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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