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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한국의한국의 對베트남對베트남 통상동향통상동향

최근의 베트남 교역동향최근의 對베트남 교역동향 베트남에 대한 투자실적베트남에 대한 투자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수 출(억불)
78.04
(35.5)

71.49
(-8.4)

96.52
(35.0)

134.6
(40.9)

수 입(억불)
20.37
(46.4)

23.69
(16.3)

33.31
(40.5)

50.8
(52.5)

무역수지(억불) 57.67 47.80 62.31 83.8

순위 국가명 건수 금액(인가) 금액(집행)

1 싱가폴 990 240.4억$ 69.7억$

2 한 국 3,112 239.6 82.1

3 일 본 1,669 236.0 67.8

4 타이완 2,219 235.2 100.2

5 버진아일랜드 500 149.9 47.7

6 미 국 601 116.5 28.8

7 홍 콩 658 109.7 36.2

8 말레이지아 394 93.8 37.9

주요 관세•통상 현안주요 관세•통상 현안

�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

� A-K FTA에 대한 낮은 활용률 및 비대칭적 활용

� 외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 체납 투자자에 대한 빈번한 출국 정지

� 베트남 세관직원 연수 확대

베트남 10 수출입 품목對베트남 10大 수출입 품목

� 원유 (억$) 9.2
� 의류 8.2
� 신발 2.5
� 석탄 2.0
� 수산물 1.7
� 천연섬유사 1.7
� 섬유제품 1.6
� 목재류 1.5
� 인조섬유사 1.3
� 기호식품 1.2

� 무선통신기기(억$) 13.6
� 철강 13.6
� 석유제품 10.9
� 합성수지 8.1
� 편직물 7.9
� 반도체 6.9
� 자동차 6.8
� 직물 5.4
� LCD  3.3
� 자동차 부품 3.0

수 출 수 입

8 말레이지아 394 93.8 37.9

9 케이만제도 53 75.0 14.9

10 태 국 271 58.0 26.0



2. 2. 베트남베트남 수입통관수입통관 절차절차

☞☞ 수입신고수입신고時時 구비서류구비서류
ㅇㅇ 수입신고서수입신고서
ㅇㅇ 수입계약서수입계약서
ㅇㅇ 상품송장상품송장 (Invoice)(Invoice)
ㅇㅇ 포장명세서포장명세서 (Packing List)(Packing List)
ㅇㅇ 선하증권선하증권 (B/L, AWB)(B/L, AWB)

☞☞ 반출반출前前 세금납부세금납부 대상대상
ㅇㅇ 재무부재무부 지정지정 소비재소비재
ㅇㅇ 설립설립 후후 11년년 미경과미경과 업체업체

수입기업 해관/세관

Green Channel 
(40%)

수입신고 (전산/종이)

번호부여 / 검사여부

Yellow Channel 
(40%)

Red Channel 
(20%)

저위험 고위험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ㅇ 납부유예납부유예 기간중기간중 법법 위반업체위반업체
ㅇㅇ 법법 위반으로위반으로 11년내년내 局局 11회회,,
支局支局 22회회 이상이상 처벌업체처벌업체

☞☞ 반출반출後後 세금납부세금납부 대상대상
ㅇㅇ 소비재가소비재가 아닐아닐 것것 + + 성실업체성실업체
ㅇㅇ 은행의은행의 납세보증이납세보증이 있는있는 경우경우

☞☞ 투자설비투자설비 수입시수입시 면세면세
ㅇㅇ 투자허가서투자허가서 신청시신청시 리스트리스트 첨부첨부
ㅇㅇ 관할관할 관세국관세국//관세지국에관세지국에 등록등록
ㅇㅇ 수입신고시수입신고시 입증서류입증서류 첨부첨부 제출제출

전산
검사

서류
검사

검사
면제

서류
검사

실물
검사

기계설비/원자재소 비 재

세금 납부

물품 반출

물품 반출

세금 납부/유예



3. 3. 베트남에서의베트남에서의 FTAFTA활용활용 절차절차

ㅇㅇ Free Trade AgreementFree Trade Agreement의의 약어로서약어로서 체결상대국체결상대국 상호간상호간 관세관세••비관세비관세 무역장벽무역장벽 제거제거
→ → 설비투자설비투자 없이도없이도 가격경쟁력가격경쟁력 제고제고, , 수출수출••소득소득••일자리일자리 확대확대. (EU. (EU 회원국간회원국간 관세부과관세부과 하면하면?)?)

ㅇㅇ 기발효기발효 : ASEAN, ASEAN: ASEAN, ASEAN--AusAus--NZ, NZ, --Korea, Korea, --China, China, --India, India, --Japan, VietJapan, Viet--JapanJapan
ㅇㅇ 추진중추진중 :: EU, USA, Korea, TPPEU, USA, Korea, TPP
※ ※ 주요국의주요국의 對對베트남베트남 평균관세율평균관세율 (2009, %) : (2009, %) : 일본일본 3.9, EU 4.7, 3.9, EU 4.7, 미국미국 5.1, 5.1, 호주호주 5.9, 5.9, 중국중국 10.110.1

FTA 체결목적FTA 체결목적

베트남의 FTA베트남의 FTA ((세계에서세계에서 가장가장 무역의존도가무역의존도가 높은높은 나라에나라에 속함속함, 2010, 2010년년 134%)134%)

제조

※ ※ 주요국의주요국의 對對베트남베트남 평균관세율평균관세율 (2009, %) : (2009, %) : 일본일본 3.9, EU 4.7, 3.9, EU 4.7, 미국미국 5.1, 5.1, 호주호주 5.9, 5.9, 중국중국 10.110.1
※ ※ 베트남의베트남의 평균평균 관세율관세율 (2011, %) : 19.7 (2011, %) : 19.7 

※ FTA ※ FTA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결정기준 : : 완전생산기준완전생산기준 ((주로주로 농산물농산물), ),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 ((주로주로 공산품공산품))

WTO무역

FTA 무역 제조 수출

수출

원산지증명 발급 원산지증명 검증원산지기준 확인

FTA 이용절차FTA 이용절차



4. 4. 베트남에베트남에 대한대한 투자투자 참고사항참고사항

ㅇㅇ 투자허가투자허가 :: 각각 직할시직할시 또는또는 성성 (TP or Province)(TP or Province)의의 ““기획투자국기획투자국” (Dept. of Planning &” (Dept. of Planning &
Investment, DPI)Investment, DPI)”에서”에서 받음받음

ㅇㅇ 설비반입시설비반입시 면세면세 요건요건 : : 투자허가투자허가 신청신청 시시 부록으로부록으로 반입설비반입설비 리스트를리스트를 첨부하고첨부하고, , 
면세요청을면세요청을 하여야하여야 함함

ㅇㅇ 반입설비반입설비 면세신청면세신청 : : 투자허가서투자허가서 수령수령 후후 관할관할 관세국관세국 또는또는 관세지국에관세지국에 관련사실을관련사실을 등록하고등록하고,,
수입시수입시 마다마다 면세신청면세신청 후후 확인확인 받아야받아야 함함

투자허가투자허가 및및 투자지역투자지역투자허가투자허가 및및 투자지역투자지역

투자투자 유의유의 및및 참고사항참고사항투자투자 유의유의 및및 참고사항참고사항

ㅇㅇ 투자지역투자지역 : : 북부에서는북부에서는 하노이하노이 및및 그그 인근지역인근지역, , 남부에서는남부에서는 호치민호치민 및및 그그 인근지역에인근지역에 투자집중투자집중
☞☞ 이유이유 : : 그그 밖밖 지역은지역은 도로도로 등등 인프라가인프라가 부족하여부족하여 원자재원자재 및및 제품제품 운송운송, , 인력인력 확보확보 등에등에 애로애로

ㅇㅇ 전기부족전기부족 : : 공장을공장을 지어지어 놓고도놓고도 전기가전기가 부족하여부족하여 설비가동이설비가동이 안안 되는되는 경우가경우가 많음많음
☞☞ 정전이정전이 자주자주 되어되어 공장이나공장이나 가정에서가정에서 자가자가 비상발전기비상발전기 확보확보 필수필수

ㅇㅇ 부지확보부지확보 : : 정부정부 소유소유 공업구공업구 (Khu Cong Nghiep) (Khu Cong Nghiep) 또는또는 수출가공구수출가공구 (Khu Che Xuat) (Khu Che Xuat) 입주입주 바람직바람직
☞☞ 임대료가임대료가 저렴하고저렴하고, , 통관통관 등등 각종각종 혜택이혜택이 풍부풍부. . 私人私人과과 거래시거래시 사기사기 및및 계약계약 파기파기 등등 빈번빈번

ㅇㅇ 토지가토지가 대체로대체로 해발해발 0.5~1m0.5~1m내외내외 저지대로저지대로, , 지반이지반이 무르고무르고 1010월월 우기시우기시 침수지대가침수지대가 많음많음

※  ※  베트남베트남 투자에는투자에는 한국에서라면한국에서라면 없었을없었을 우발적우발적 장애요소들이장애요소들이 많아많아 투자투자 비용비용· · 시간이시간이 많이많이 소요소요

※  ※  합작투자시합작투자시 대개대개 과반수과반수 또는또는 7:3 7:3 지분비를지분비를 선택하나선택하나, , 중요중요 결정사항은결정사항은 75%75%이상이상 지분지분 필요필요

투자투자 유의유의 및및 참고사항참고사항



5. 5. 베트남베트남 통관애로통관애로 해결사례해결사례

사례 1 : 베트남 통관관련 법령집 발간

애로내용애로내용

ㅇㅇ 한한--베베 무역관계가무역관계가 년간년간 185185억억 달러에달러에 이르고이르고, , 수교수교 2020주년이주년이 되었음에도되었음에도

베트남베트남 관세법령이관세법령이 아직아직 정리되지정리되지 않아않아, , 현지현지 진출진출 한국한국 기업인기업인 및및 통관담당자들이통관담당자들이 주먹구구로주먹구구로 대응대응

ㅇㅇ 현지진출현지진출 기업인들이기업인들이 베트남베트남 현지현지 물류업체물류업체, , 현지인현지인, , 현지현지 관계기관관계기관 등에등에 휘둘리는휘둘리는 폐해폐해 정도가정도가 심각심각

해소노력해소노력

애로해결애로해결

ㅇㅇ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 관세청관세청 등에등에 베트남베트남 관세법관세법 번역번역 및및 출간출간··배포에배포에 필요한필요한 예산예산 지원지원 요청요청

ㅇㅇ 약약 88개월에개월에 걸쳐걸쳐 통관관련통관관련 99개개 핵심핵심 법령을법령을 번역하여번역하여 인쇄후인쇄후 한국한국 수출입업계수출입업계, , 베트남베트남 진출진출 한국기업한국기업

및및 물류물류 업계업계, , 법무법무··회계회계 법인법인 등등 배포하여배포하여 활용토록활용토록 함함

ㅇㅇ 베트남베트남 진출진출 한국기업계의한국기업계의 오랜오랜 숙원을숙원을 해소해소

ㅇㅇ 한국기업들이한국기업들이 베트남베트남 물류업계물류업계, , 관공서관공서 등에등에 휘둘리는휘둘리는 폐해를폐해를 방지할방지할 수수 있게있게 됨됨



5. 5. 베트남베트남 통관애로통관애로 해결사례해결사례

ㅇㅇ OOO VSTOOO VST社社는는 베트남에서베트남에서 스테인레스스테인레스 강판을강판을 제조하여제조하여 베트남베트남 양식기양식기 제조업체에제조업체에 공급공급

ㅇㅇ 스테인레스스테인레스 강판은강판은 가공시가공시 약약 30%30%정도의정도의 스크랩이스크랩이 필연적으로필연적으로 발생발생

ㅇㅇ 스크랩을스크랩을 외국으로외국으로 수출수출 후후 다시다시 강판으로강판으로 만들어와야만들어와야 하나하나, , 수출시수출시 22%22% 관세를관세를 부과하고부과하고 있어있어

국제가격보다국제가격보다 20%20%이상이상 낮은낮은 가격으로가격으로 국내국내 처분처분

☞☞ 기업의기업의 경쟁력경쟁력 약화요인으로약화요인으로 작용작용

사례 2 : 스텐레스 스크랩 수출세 경감

애로내용애로내용

☞☞ 기업의기업의 경쟁력경쟁력 약화요인으로약화요인으로 작용작용

ㅇㅇ 스테인레스스테인레스 스크랩에스크랩에 대한대한 수출관세수출관세 폐지건의문을폐지건의문을 작성하여작성하여 기업관계자로기업관계자로 하여금하여금 해당해당 省省 관세국관세국,,

관계부처관계부처 등에등에 설명하도록설명하도록 함함 (2011. 2)(2011. 2)

ㅇㅇ 관세관도관세관도 재무부재무부 및및 산업무역부의산업무역부의 관계국과장에게관계국과장에게 설명하고설명하고 해당해당 省省 관세국장을관세국장을 방문하여방문하여 반영반영 요청요청

ㅇㅇ 재무부와재무부와 산업무역부는산업무역부는 2011. 72011. 7월부터월부터 스테인리스스테인리스 스크랩에스크랩에 대한대한 수출관세를수출관세를 22% → 15%22% → 15%로로 경감경감

하도록하도록 관련관련 시행령을시행령을 개정개정 시행시행

해소노력해소노력

애로해결애로해결


