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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정부는 최근 몇년동안에 IT공학을 안전적 발전속도가 
빠르며 고매출액및 수출가치큰 첨단경제분야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2016 년에 Eurocham의 whiteBook의 연구 발표를 
다르면,베트남의 IT공학의 성장이 2015 년 – 2019년 단계에 
11,6%로 계속한다.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는 IT분야에 
활동하는 각 기업애 대한 우대지원정책들을 많이 발급했다. 

그옆에 ,Internet Line 및 서비스 와 연결 각설비의 뿜 생기고  
전세계 적, 특히 개별로 베트남의 IPv4기초로 Internet 주소 
창고가  점차 절핍된 배경하에  IPv6의 주소적용의 이전이 아주 
Internet 의 안전적 발전보장과 동시에 구 양식의 설계약점을 
극복한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에 Software ,설비연구,생산에 
투자; IPv6공예지원 내용에 대한 관심에 돌린 투자자에게 유리 
된조건을 마련해주 기위해 이번 소식통으로 우리 Grant  Thorn 
ton Việt Nam 은 고객님에게 다음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 

1.  베트남에 Software,설비연구,생산에 투자; IPv6공예에 대한 
제안의 우대  (“IPv6지원 분야”) 

2. IPv6지원 분야 에 활동하는 인력에 대한 우대 

3. IPv6지원 분야의 투자자에 대한 Grant Thornton Viet 
Nam의 지원 

베트남에 Software,설비연구,생산에 투자; IPv6공예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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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설비연구,생산에 투자; IPv6공예 지원 내용 (“IPv6지원 분야”) 

a) 투자정책: 

• Software상품생산 , digital정보내용상품생산 (IPv6 
지원분야 포함), Software 서비스 등이 2014년 투자법 
안내 의령: 제 118/2015/NĐ- CP호에 다른 투자 특별 
우 대  업종이다. 

• IPv6공예는 고공예 리스트에 속하고 72/2013/NĐ-CP 
Internet서비스와 online 정보 제공, 사용, 관리에 대한 
의령 제 72/2013/NĐ-CP 호에 다른 발전투자우대로 
된다. 

• Software 의  설 비 연 구 , 생 산 , 수 입 활 동 과 
IPv6공예적용활  동은  고공예법에  다른  지원 , 
우대기준들을 받게된다.  

• 각 설비, Software, Internet IPv6공예 지원서비스들은  
결정 문서 제 66/2014/QĐ-TTg호에 다른 발전으로 
격례된 고공예상품  리스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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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세정책: 

법인소득세 (“CIT”) 

우대수혜 대상: 

새 투자 
제안 

지역 
-사회경제조건이 특별 어렵고, 경제구, 고공예구역 (IT집중구역 포함) 
-사회경제조건이 어렵다.(공업단지까지 포함) 

생산 분야 
- 투자확인서3년이하 6000 Bill.                        매출이 있은후 제일 늦어도 3년후 부터                                                                                                    
VND의 투자금 대출이 있다.  총 매출금이 10.000 Bill.VND으로된다. 
                                                                               노동자3000 명 이상 

IT공학 업종 

-과학연구 및 공예발전 
-우대투자 고공에 리스트에 속한 고공예 응용 
-고 공예,  고공에기업 양성, 고공에양성 장소 영업마련에 투자,  
-우대투자 고공에 리스트에 속한 고공예 발전에 대한모험적 투자 
-Software 상품생산 

투자 
제안 

생산분애(“생산”) 
투자금 12 000 bill. 동 이상, 고공예법, 과학및 공예법에 다른  심사된 공예의 사용, 5년이하 
투자금 지출 

고 공예 
기업 

-고공예발전 격레된 상품 리스트에 속하는 고공예 상품생산, 
-고공예 상품매출금이 총매출액의 70% 이상임. 
-베트남에 연구발전에 대한 총 지급은 년당 총 순매출금상  1% 이상이고 (중소기업경우) . 기업의 총자본금 은 (*) 
1000억 동이상및 근로자 300 명이상이면 그 비율이 0,5%이다. 
-R&D 직접연구한 대촐급이상 인원수가  중소기업의 총 근로자수에 비해 5% 이상으로 되고 기업의 자본금 1.00 0억 
동이상및 근로자 300 명이상이면 그 비율이 2,5%이상이며 대촐인원수가 15명이상 이다. 
 
(*) 총 자본금을 기엄의 회계 대차대조표에  근거해서 확정한다. 



© 2016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 2014년전에: (i), (ii), (iii)부터 매출이 있는날부터 1년불과의 
면세, 

− 2014년 소득세 계산기부터: 

(i)부터 매출이 있는날부터 3년불과의 면세, 

(iii)부터 매출이 있는날부터 3년불과의 면세,  

(ii)에 대한면세는 법규처럼 시험생산시간에 적용 한다.  

그러니가, IPv6의 지원분야는 기업소득세의 최대 우대정책을 
받고있다.  

우대 기준: 

- 상기 대상에 속한 IT분야의제안에 대한 15년내 세율 10%로, 
4년면세및 그다음 9년 동안50%감세 로 적용된다. 단, 
사회경제조견이  여렵거나  편리지역  에  아닌  공단에 
자리잡은 새투자 제안인 경우는 다음 우대기준을 적용항다: 

• 사회경제조건이 여렵운 지역, 공단까지포함에 IT분야의 
새투 자제안인경우: 10년내 20%세율로, 2년면세및 다음 
4년50% 감세로 적용한다.(유리한 지역의 공단에을 제외). 

• 사회경제조건이  유리한지역의  공단에  IT분야 
새투자제안인경우에  10년동안  20% 세율의  적용 ; 
(2016/01/01일부터 17%임). 

• 각종소득에 대한 다음관연: 

(i) 과학연구및 공예발전의 계약집행부터소득, 

(ii) 시험상품판매에서 매출소득, 

(iii)베트남에  최초적용된  공예로  만들어낸  상품의 
매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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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 

고정자산준비로서(신규및 증설투자의 제안들에 다 적용한다) 수입된 물건에 대한 수입 면세, 

부가가치세(VAT):  

IPv6에 지원한 software 및 software 서비스의 상품들은 VAT 부담대상이 아니다. 

토지및 수면임대료: 

사회경제조건이 특별 여렵운 지역에 투자한 IT제안인경우: 제안활동 전시기에 토지,수면임대료의 면제,  

토지,수면임대료의 기초건설시간의 전,후내에 승인된 제안의 면제는 다음경우에 적용: 

 0                                                      7                           11                         15 

혹은 

+ 

기초공사기간후 기초공사기간 

    
    : 특별투자 우대업종 

    : 사회경제조건이 여렵운 지역 
    : 사회경제조건이 특별 여렵운 지역 

      

최대 3년 

(면제년한) 

투자신용(Loan), 수출신용에 대해서: 

IT software는 ( IPv6에 대한 내용, software )수출자금의 loan을 받은 상품 리스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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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v6에 지원한 분야에 활동 인력에 대한 우대:  

정부의 결정문서 제41/NQ-CP호에 다르면: IT분야에 일하는 
인력들은 봉급,인건비의 소득에 대한50% 개인 소득세의 
감세를 받다 .그에 따라  IPv6에 지원한 인력 도 그 정책대로 
우대를 받다.  

 

3. 우리Grant Thornton Viet Nam(주)의 협조 

• 각 투자자의 편리를 만들어주기위해 우리Grant Thorn 
ton는수혜각우대의 확정및 자문관연을 항상 협조해주 면서 
회사설입관연 절차,서류준비,베트남에 투자자 의권익을 
확신 보장하기위한 조세기관 부터 세우대 확인의 제기에도 
협조한다.  

• 그  외에 , Grant Thornton(주)는  도한  기업의세무준수 
집행과 생산영업과정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해 준 다 . 

고객님은 더이상 토론하고싶으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주)의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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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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