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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대한 일부중요의 
문서와 법규 업데이트 

2019年07月 



이런 뉴스중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고객님에게 다음 같은 조세에 대한 일부중요의 문서와 법규들을  
업데이트 해드린다: 

 

조세관리법 제38/2019/QH14호의 변경에 대한 일부 주의 점. 

Content 

 
수입상품이 그후에 재수출되면VAT 의 환세. 

제자리에 미리 수출된 상품가공,생산용의 원자재 수입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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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광리법제38/2019/QH14호의 변경에 대한 일부 
주의 점. 
 
 

개인소득세의 결산서류제출의 납세시간연장 

 

본 조세법의 규정 따라개인은 세금결재서류들을 
개인 직접 세금결산시 결재서류에 대한  늦어도 
양력년 만일까지부터 계산된  4번째 월의 말일에 
제출한다. 그처럼 개인이 조세기관과 스스로 
세결산의 경우에 세결산 시간이 그전의규정된 
90일보다 더 1개월로 연장된다.이런 일은 개인이 
결산 서루들을 해결상 더 시간을 주고 조세기관의 
세결산 성수기에 서류접수량을 감소해준 도움을 
준다. 

 

가격이전 활동에 대한 세금관리를 졸아맨다. 

 

국회도 가격이전활동의 책임적신고, 관리강화의 
규정들을 내놓고 구체로 엄금행위들은 납세자가 
세금관리원, 관리기관과 공모, 접속, 비호해서 
가격 이전 , 탈세를 포함한다.변경세법도 
기획투자부는 가격이나 세 장난을 막기위한 투자 
제안들의 심사업무를 강화기능을  관련기관 
들에게  지도, 안내해준 역할을 지적한. 

 

2019/06/13일에변경의 조세광리법제38/2019/QH14호은(“조세관리법2019”) 국회 의통과를 받아 정식발급되고 
2020/07/01일부터 효력발휘된다.단 본법규의 전자영수와 영수증에 대한 규정은 2022/07/01일 부터 발효한다. 본 
변경 조세관리법의 주의점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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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한의 확장 

 
상기의 주의 점들 외에 조세관리법도 일부 다른 
내용들을 보충해서 납세자의 권한 
보장과세무기관들과거래상더유리하게해준목적이있다.

즉:                                   환세,불환세금액의 
해결시간과 불환세의 법적근거들을을  알게되고 

• 본 법규와 전자 거래법의 규정따라 세관리 
기관에 보낸 각 전자 증빙들을  화면상 전부 
검토, 조사, 인쇄등을 할수있고. 

• 세관리 기관과 관련 부서와 거래상 
전자증빙들을  사용할수 이있으며 

• 납세자는 자기 납세의무에 관련된 의무의 
세기관과 국가실권기관의 결정과 안내문서를 
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위반벌금 하지않고 
세지연 납금을 계산 하지않게 
된다.(그러나,상기조항규정에세무기관의 규정, 
안내문서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아직 없다. 
귀사들이 상기내용을 진행하기전에 안내문서를 
늘 업데이트 바란다). 

본 문서중 중점의 하나는 전자무역활동의 세무 
관리는 정식 법규문서로 통과한다.신 규정에 
따라, 베트남 본사가 없는 외국부터 공급된 
전자무역활동, 소화기초에 의한 각 기타 
서비스활동인 경우엔 외국 공급자가 
재정부장관의 규정처럼 베트남에 세등록, 계산, 

납세를 직접 혹 위임으로 진행한 의무가 있다.  
2019년 조세관리법중 전자무역의 각 규정은 
초기에 법적 근거로 완료되어  전자 무역활동과 
베트남 본사가 없는 외국부터 공급된 공급자 각 
대상에 대한 관리업무를 튼튼히 묽는데 도와준다.  

전자무역활동에 대한 세무 관리 

1. 조세광리법제38/2019/QH14호의 변경에 대한 일부 
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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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자리에 미리 수출된 상품가공,생산의 원자재 

수입의 면세.  
 

이런 문서에 의하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후 
그원자재로 상품가공,생산한다음 외국 
상인에게  판매하지만 그상인의 지정를 통해 
베트남의 기타기업에 납품한 경우(제자리 
상품수출 형식)에 그런 수입된 원자재로 
가공, 생산해서 제자리수출인경우로 면세를 
받게된다.  
 
상기의 문서는  세관국의 2018/10/05일 의 
문서제5826/TCHQ-TXNK 호를 대신해준다. 

2019/06/25일, 세관 총국은 문서 제4138/TCHQ-TXNK호로 상품가공, 생산을 위한 원자자수입을하고 그후에 
제자리 상품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처리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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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상품들은 그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VAT의 환세 
 

최근에 세관 총국은 2019/06/16일에 문서 제3005/TCHQ-TXNK 호와 2019/03/14일 제1453/TCHQ-

TX호를 발급해서 외국 공급자 혹 제3국에 재수출 해아할 수입상품에 대한VAT환세를 안내해준다. 

2016/07/01일전에 등기된 수출신고서의 경우: 세관기관은 2015/03/25일 
통지서 제38/2015/TT-BTC호의 제49조 1항의 규정 따라 VAT환세를 
진행해준다. 

 

2016/07/01일부터 2018/02/01일 전까지의 수출신고서인 경우: 기업은 
수입상품의 제수출할때VAT납세를 했고 그런단계에 등기된 수출신고서가 
환세되지얺고 재정부의 통지서 제130/2016/TT-BTC 호의 1조3항 규정처럼 
세금공제,계산, 신고해야 한다. 

 

2018/02/01일부터의 수출신고서의 경우: 세관기관은 통지서 제39/2018/TT-
BTC 호의 1조64항규정처럼 납세된기업에 대한 수입품의VAT 환세를 해준다. 

본 문서에 의하면 세관총국은 매단계에 등기된 수출의 각 신고서인 외국 공급자 혹 제3국에 재수출 
해아할 수입상품에 대한VAT환세를 각 안내를 다음처럼 내준다: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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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 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www.grantthornton.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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