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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트남 국경의 세관, 경찰, 국경 보안 기타 정부 기관 및 보세창고는 비거주자로부터 각종 세금 및 출

입국 비자 비용,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외화 기재 및 외화를 

이체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② 법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이 허용하는 외홖 서비스 제공의 범위 내에서 외홖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

이선스를 가짂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 

③ 법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이 허용하는 외홖 서비스 제공의 범위 내에서 외홖 거래 및 기재가 허용되

는 외홖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가짂 기타 조직 

④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홖 전신송금 

⑤ 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외화로 자본출자를 하는 경우 

⑥ 거주자가 수출입 위탁을 받은 경우, 수출입 위탁계약서에 외화로 가격 기재 하거나 수탁자는 위탁자

로부터 수출입 위탁 계약서 상의 금액을 외화로 송금 받을 수 있음 

⑦ 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 도급자인 경우: 입찰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국제 입찰을 통해 입찰 패키지

의 이행과 관련한 베트남 역외에서의 비용의 경우, 도급인은 외화로 입찰 및 외국으로 지급 및 송금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을 수 있음, 오일 및 가스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입찰 이행에 있어서 도급인은 외화로 입찰 및 외국으로 지급 및 송금을 위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을 수 있음 



⑧ 거주자가 보험서비스를 경영하는 조직이며, 반드시 역외 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

여 보험자로부터 외화로 결제 받는 경우 

⑨ 거주자가 면세상품을 경영하는 조직으로 본인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외화로 결제 받는 경우 

⑩ 거주자가 국경의 분리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보세창고에서 거래하는 조직인 경우 

⑪ 거주자가 외국운송회사의 대리인(agent)인 경우, 국제운임가격에 관해 외국운송회사를 대신해 외화로 

가격 제안(quotation), 가격 확정(fix) 및 계약서에 외화로 기재(write)할 수 있음. 단, 지급(payment)은 VND

으로 이루어져야 함  

⑫ EPE(수출가공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용 제품에 사용될 재화(goods)를 구입할 경우, 외화로 계약 금

액을 표시하고 지급할 수 있음 

⑬ 항공사, 호텔 등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어로 된 출판물이나 웹사이트에 한정하여 

VND에 덧붙여 외화로 가격표시 및 광고 가능. 단 메뉴 및 서비스 목록 표는 제외, 즉 외화로 가격표시

하는 것을 금지 

⑭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가 외국인이며 급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외화로 받는 경우 

⑮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⑯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계좌를 이체하는 경우 혹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을 위한 

비용을 거주자에게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⑰  기타 이외에 베트남 중앙은행장이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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