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뉴스 조세, 세관, 노동에
관한 일부 규정과 안내들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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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T 와 법인세 정책에 대한 의령 제146/2017/NĐ-CP호의 일부 새로운 내용
2017/12/15일,정부가 의령 제146/2017/NĐ-CP호를 발급해서 의령 제100/2016/NĐ-CP호 와 제12/2015/NĐ-CP호를 변경,보충해서 부가가치세 와
법인세의 정책을 일부 안내해 준다. 주의된 일부 정책들이 다음:
 광산자원의 비중이 51%이상부터의 수출상품인 경우들은 0% VAT의
수혜를 보충 한다; 다음:
 수출상품과 서비스 있는 영업기업에게 수출상품인 경우에 그후
비관세구역 에 수출하고; 수입된 상품을 그후 외국으로
수출하는경우에도VAT환세제도 를 보충해 준다. 그전에 “수출을 위한
수입” 의 경우는 VAT 환세된 경우들에 속하지 얺다.

수출상품은 자기 기업의 직접 자원, 광산을 개발,
가공해서 혹은 다른기업 에게 개발,가공으로 다른
상품을 형성하는 문건을 주문해와서 그다음에 계속
수출상품 으로 만들어 낸다.

 생명보험 지급항목에 대한 규정을 복귀, 보충하고, 동시에
자원퇴직금 자금 기준, 자원 최직보험 가입금, 근로자에게
생명보험기준을 100만동부터 300만 동/월/명 으로 올려준 공제기준을
제고해준다.

수출상품은 기업이 자원, 광산을 구입해오고
가공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가공, 제작으로 다른 물건을
만든겻 부탁한후 자기 다시 계속 수출품으로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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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수출입세의 정책을 일부 설명

세관 총국은 최근에 문세 제7599/TCHQ-TXNK호를 2017/11/20일에 발급해서 각 시,성 세관 국부터 수출입
세금 집행상에 일부 문제점의견을 설명해 준다. 그에 따라 주의된 일부 문제들은 다음:

 외국에 가공된 상품을 수입하고 가공용 수출할때 수입세를
입금했던경우의 환세에 관하여:

 반덤핑관세,보조세,자위세, 환경보호세에 관하여

각 현행 문서들은 가공용 수출할때 수입세를 입금했고 상품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대힌 환세를 규정하지 않다.

수출생산용 수입원료인 경우에 반덤핑관세, 보조세, 자위세의 적용은
수입세 처럼 적용한다. 때문에 수입세 면제규정을 만족된 수출생산용
수입원료인 경우 도 반덤핑 관세, 보조세,자위세의 적용을 면제된다.

 수출생산용 원료수입한 기업의 생산공장을 검사해서 면세해결 하기전의
경우에 관하여:

 원료전환을 이런 가공 계약 부터 다른 가공계약으로 옮겨준 원료
면세관련된 경우:

수출생산용 원료수입한 기업의 생산공장을 검사하는 일은 오직 기업 혹은
개인 이 처음으로 수출상품가공, 생산을 원료,자재, 살비, 기계수입의
면세수혜를 받게 된 경우에 진행한다.

가공계약의 기한이 종료되고 수입된 가공 원료는 재수출하지 않고 다른
가공 계약으로 옮겨주어서 규정 따른 제 자리 수출절차를 충분 지키면
면세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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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된 수출상품의 생산용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 처리

4. 대표사무실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로동허가서를 면제않된다

세관 총국은 최근에 문서8127/TCHQ-TXNK를 2017/12/13일에 발급해서
손상되고 폐물 처리 해야한 수출상품의 생산용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
처리안내를 각 시, 성 세관국에게 보내준다. 그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음:

사회보훈노동부는 문서1246/CVL-QLLĐNN호를 2017/11/27일에 발급해서,
대표사무실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로동허가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준다.

수입세금에 관하여

그에 따라 베트남대표사무실의 외국인대표자가 노동허가서의 면제된
경우으로 오직 국제조직, 비정부조직의 대표자들이다. 외국 상이인의
대표사무실의 장이면 노동허가 발급신청도 해야한다.

수출상품생산용 원료, 자재, 부품의 물건들이 사용요구가 없어서 필수적
폐물처리하고; 수출상품용 수입된 원자재, 부품들을 가공에 투입해서
불량된 상품, 반제품으로 만들

어서 필수적 페물로 처리하는 경우들은 신고하고 수입세를 입금해야 한다.
VAT 에 관 하여
수출상품생산용 원료, 자재, 부품의 물건들이 사용요구 없어서 필수적
폐물처리하고; 수출상품용 수입된 원, 자재, 부품들을 가공에 투입해서
불량된 상품, 반제품으로 만들 어서 필수적 페물로 전부처리하는 경우들은
VAT 납세되지 않다.
기업은 불량상품이지만 사용가차가 아직 있고 베트남시장에 소화되면
VAT법규에 따라 VAT납세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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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0억 동 부터 기계설비수입의 제안에 대한 VAT면세기한의 은혜.

세관 총국은 2017/11/08일에 문서7292/TCHQ-TXNK를 발급해서
1000억동부터 기계 설비LOT수입에 대한VAT납세 기한을 안내햐준다.
그중엔 주의된 일부 내용들이 다음:
VAT 납세기한 연장된 대상들:
현행규정에 따라, 기업은 제안 투자용 기계,셜비의 수입 총가치가
1000억VND이상이면 규정된 납세 만효기간부터 60일내 제안투자의
고정자산형성으로의 수입 기계, 설비들의 VAT 납세 연기수혜를 제기할수
있다.
VAT납세얀기 리스트 신고
기업은 투자제안의 고정자산 형성으로 게계,설비를 여러 Lot로 수입한
경우에 첫수입 LOT부터 자기가 작성한 기한연기 제기된 수입품 리스트를
수입품면세 리스트의 등록 장소에 관계없이 삽입 제출해야한다.

고객님들은 영업과정중에 조세,외국인의 로동허가서, 법규정책들의
문제점에 관한 자문을 필요 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주)의
전문가들하고 연략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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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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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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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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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4 24 3850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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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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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Hung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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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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